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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생활문화 기업

01 교원그룹사업영역

교육문화

생활문화 호텔레저

구몬학습| 스마트구몬| 스마트빨간펜| REDPEN AI 수학 | REDPEN 코딩
도요새 | 교원ALL STORY | 과학소년| 위즈키즈 | 교원신난다체험스쿨

교원더퍼스트| 빨간펜수학의달인 | 위즈아일랜드

Wells | 교원더오름|  교원라이프 더스위트호텔 | 교원연수원 |교원여행



전국 5개의 사옥과 5개의 생산 및 물류시설, 6개의 배송 거점

01 교원그룹사업영역

사옥 생산 및 물류시설 연수 휴양시설

성수 · 안성 · 대전 · 광주
대구 · 부산

배송 거점

5 5 6  9



02 교원스타트원소개
품질 우선주의를 추구

서비스
(품질 우선주의)

물류 품질 100% 구현



02 교원스타트원소개
완벽한 책임을 추구

신뢰
(투명성, 책임)

100% 신뢰를 약속합니다



02 교원스타트원소개
동반 성장을 추구

합리적
비용

(동반 성장)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CS 관리

출고관리

상품입고

상품발주

재고관리

반품관리

해외배송

주문접수

03 풀필먼트서비스
복잡하고 어려운 물류는 교원스타트원이 책임



03 풀필먼트서비스



안정적인 입·출고 및 재고관리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

03 풀필먼트서비스



03 풀필먼트서비스
다양한 혜택을 제공



03 풀필먼트서비스[교원스타트원의6가지원칙]

정확하고 안전한 재고관리부터 오차 없는 배송과 반품 서비스를 제공

타사대비합리적인물류비용 당일주문당일발송 오차없는일단위재고관리

안전한상품보관 특별작업요청신속대응 추가비용ZERO 투명정산

01 02 03

04 05 06



고객 Needs에 맞는 포장, 배송 서비스 제공

정기 발송
(구독경제정기배송)

다품종 포장
(DPS 합포장서비스)

세트 포장
(세트포장서비스)

04 교원스타트원경쟁력 ①맞춤형서비스

온라인쇼핑몰 배송에 특화, 정기발송까지 최적화 된 서비스를 제공



CCTV 시스템 운영 관리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

04 교원스타트원경쟁력 ②CCTV 촬영무료지원

맞춤형 관리 포장 오류 최소화 고객 중심 서비스



1:1 전담 매니저, CS 전담 매니저의 체계적인 운영

신속 대응이 가능

04 교원스타트원경쟁력 ③숙련된전담매니저



해외 고객을 위한 D2C 서비스를 제공

04 교원스타트원경쟁력 ④해외풀필먼트서비스

주문접수 Pick & Pack 수출 통관 항공운송 수입 통관 목적지 배송

전략적 제휴



05 KOMS솔루션

KOMS(Order management system) 솔루션을 무상으로 제공

1 모바일로손쉬운입출고및재고관리 가능

2 실시간 물류정보제공

3 품절임박 상품 알림을통한효율적재고관리

4 영업을위한 스마트 판매 분석자료 제공

5 실시간 풀필먼트 비용 조회 가능

6 그룹 계정을통한서비스공유가능



•

05 KOMS솔루션
스마트한 분석 정보를 제공

간편한 입출고 요청 및 반품 현황 확인이 가능

• •



당신의성공을위한파트너

이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