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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 평가등급

(평가원 :                           )
2018년 총 매출

억원

(숫자로확인하는퓨멕스기업자료)

국내 주요그룹사
시장 점유율

현금흐름등급

(평가원 :                           )

년간 운송 실적

건 이상

회사소개 | 매출현황

너무작은회사는불안해요!
퓨멕스는규모가어느정도되나요? 
퓨멕스는 매해 더 나은 매출을 목표로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LG계열사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아모레퍼시픽,  두산중공업, OCI, 앰코테크놀로지, 삼성전기, 삼성 SDS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현대다이모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해비치호텔, 현대종합상사, KCC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한화그룹, 효성그룹, 롯데그룹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 SK하이닉스 반도체 에어서울,진에어,에어부산 해외이주화물 운송사 선정

외환은행, 우리은행 해외이주화물 운송사로 선정 / 삼성디스플레이, 외교통상부, 한국석유공사, 한화건설, GS건설 해외이주화물 운송 계약사 선정

삼성전기, 도시바 삼성 스토리지 테크놀러지 코리아㈜ 해외이주화물 운송 재계약

KOTRA 외교통상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날, 대우일렉트로닉스 해외이주화물 운송 재계약

현재

LG이노텍, 실트론, 대우일렉트로닉스 , LG필립스디스플레이, LG마이크론, 도시바 삼성스토리지 테크놀러지코리아 해외 이주화물 운송 계약사로 선정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획득

주식회사 퓨멕스(PUMEX)로 법인명 전환 –종합물류회사로 전환(해외이사화물, 보통 창고업, 항공, 해운 등 9건)

대우그룹(대우 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대우조선, 오리온전기, 신성통상) 해외 이주화물 운송 계약사로 선정

F.I.A.T.A(국제운송주선인연합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 Associations) 회원사 등록

K.I.F.F.A(한국국제물류협회: Korea International Freight Fowarders Association) 회원사 등록

주식회사 범양 익스프레스 법인 전환 (설립 1986년 8월 21일)

삼성물산 해외이주 화물운송 계약사로 선정 / 삼성중공업, 현대 위아 해외 이주화물 운송 계약사로 선정

퓨멕스 사옥 신축 이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소재, 자체 대지에 사무영역+물류영역 통합 신사옥 준공)

ISO 14001 (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포스 데이터 해외 이주화물운송 계약사로 선정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선정

퓨멕스의연혁이궁금해요!
1994년에서 현재까지 국내 주요기업,  정부기관의 오랜 해외이주 공식 협력사

회사소개 | 회사연혁



회사소개 | 주요고객사

어떤고객들이퓨멕스를이용하고있나요?
주요 그룹사는 해외이주 파트너로 퓨멕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퓨멕스물류센터전경 (스카이뷰20:1비율)

회사소개 | 시설안내

컨테이너야드및 보관컨테이너(60CTN)

퓨멕스사무실

퓨멕스물류센터

퓨멕스물류센터의실제모습이궁금해요!
사무실, 물류창고, 컨테이너 작업장, 보관창고 모두 통합된 장소에서
전 직원이 함께 호흡하며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시설 장비 및 현장모습

24시간 보안 경비 시스템

16채널 영상보안 시스템 (Full-HD 화질) 출입인원 통제 시스템(출입카드 겸 사원카드)

회사소개 | 시설안내

이삿짐을보관해야하는데안전하게보관하고싶어요!
퓨멕스는 주재원 가족 분들의 이사 및 귀부임 일정에 따른 다양한 유동성을 고려,
안전한 물류센터에 3개월간 무료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송차량 및 장비현황

GPS기반의 운행관리 모니터링 현황

실시간 운행 현황 관제 차량 위치 이력 조회

개폐형윙바디

유압식리프트

차량 종류 수량 차량 종류 수량

5 ton 트럭 6대 영업 및 견적 차량 7대

3.5 ton 트럭 1대 경유 지게차 1대

2.5 ton 트럭 3대 전동 지게차 1대

회사소개 | 시설안내

최신화된 차량 적재 시설을 장착하여, 이주 화물의 안전한 적재를 제공

이삿짐을두군데로나눠서옮기고싶어요!
차량은충분히준비되어있나요?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타회사와퓨멕스의다른점이궁금해요!
무엇이다른가요?
퓨멕스는 고객님들의 Needs에 부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출원인: 주식회사 퓨멕스
(1-1998-103271-1)

출원번호: 30-2014-0056794

박스에서물건을확인하기어려워요!
구분하여볼수있나요?

2003년 해외이주업계 최초도입

퓨멕스의 12가지 품목별 박스는 세계 어디서나 내용물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물의 저항력 테스트 모습 [Water proof]

이사도중에박스가오염될까걱정이에요!
포장박스는어떤재질로되어있나요?
퓨멕스의 박스는 고압강의 소재로 제작되어 방수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1996년 해외이주업계 최초도입포장해주시는분들이너무많아요!
박스별로누가포장했는지알수있나요?
퓨멕스의 책임포장 실명제를 통하여 작업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넘버링라벨활용모습

타사수기작업모습

이삿짐의개수를확인하고싶어요!
방법이있나요?
넘버링스티커를 이용하여 제품의 분실없이 수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가전제품이깨질까봐걱정이에요
포장은안전하게해주시나요?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수 에어패드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합니다.

특수 에어패드를 사용하여 포장한 모습



번거로운적하보험보상을

전화한번으로끝!

접수신청 보상금
책정

보상금
지급

손해배상 처리 프로세스

보험보상 지원센터

고객님들의 화물손실에 따른 보상처리에
대하여는 보험보상 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 서비스 특장점

해외에서보험처리가너무힘들어요!
제가직접보험회사에전화해서물어봐야되나요?
고객님들의 불만사항 및 화물손실에 따른 보상처리에 대하여는
보험보상 지원센터를 통하여 7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 처리 프로세스 선지급 처리 현황

손해배상
고객지원팀

퓨멕스고객 손해보험사최대3일이내선지급

타사고객 손해보험사

“ 15일~ 30일이상”

금액크기와관계없이
발생되는보상지급기간

2019년 2월 기준

클레임 접수 화주명 (선)지급 일자 처리기간 (선)지급 금액 보험사 지급일 보험사 지급금액

02월01일 임** 02월02일 2일 ₩186,000 03월07일 ₩186,000 

02월07일 이** 02월09일 3일 ₩1,314,335 03월07일 ₩1,314,335 

02월09일 홍** 02월11일 3일 ₩161,280 03월07일 ₩161,280 

02월12일 최** 02월13일 2일 ₩287,768 03월07일 ₩287,768 

02월19일 김** 02월20일 2일 ₩300,000 03월07일 ₩300,000 

02월19일 강** 02월22일 4일 ₩112,000 03월07일 ₩112,000 

02월19일 정** 02월20일 2일 ₩89,063 03월07일 ₩89,063 

02월19일 양** 02월21일 3일 ₩257,489 03월07일 ₩257,489 

02월20일 편** 02월21일 2일 ₩250,000 03월07일 ₩250,000 

02월20일 윤** 02월22일 3일 ₩524,880 03월07일 ₩524,880 

02월21일 김** 02월22일 2일 ₩21,635 03월07일 ₩21,635 

02월21일 채** 02월22일 2일 ₩100,000 자체보상

02월22일 김** 02월23일 2일 ₩22,038 03월07일 ₩22,038 

보상액 선지급 평균 2.4일

보상기간은얼마나걸리나요?
업계최초로 고객님들의 각종 클레임 및 보험 클레임 보상금액에 대하여
3일 이내 선지급함을 원칙으로 만족도 향상 및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 보싱안내



신청접수

의뢰서 신청접수

접수확인 안내

(Booking Notice)

전담인원 배정

방문견적

방문 예약 안내

안심방문 서비스

안내서 및 자료전달

(이사 안내서외 5종)

물량 견적

보험가입안내

포장작업

포장 예약 안내

사전 도착 안내

포장작업

보험 작성안내

설문조사

해상운송

선적 스케줄안내

Tracing 정보제공

협력사 정보제공

입항 안내

통관, 배송

통관서류 접수

수입통관

자택배송

설문조사

해피콜

(클레임 처리)

해외이사는어떻게진행되는지궁금해요!
신청 접수부터 배송까지 균일한 업무처리 PROCESS

회사소개 | 진행과정



회사소개 | IT시스템

태블릿 &모바일
조회 모습

PC상의
조회 모습

제이삿짐은어디에있을까요?
실시간 구현되는 솔루션으로, PC 및 모바일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사소개 | IT시스템

퓨멕스 통합 솔루션 시스템

사용자
환경 모습

퓨멕스는어떤어플리케이션을이용하나요?
자체 개발 ERP 프로그램을 구축하여모든업무를균일하고정확하게처리합니다.



회사소개 | 해외파트너

현지에서도퓨멕스를만날수있나요?

퓨멕스 해외법인과
전세계 180여개의
해외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퓨멕스는 30년 업력을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 어디서든 해외이사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게 있습니다.



회사소개 | 해외파트너

퓨멕스와함께일하는파트너사가궁금해요!
해외협회 참석, 교류 협력을 통한 해외 파트너 관리

(일본) (인도) (브라질) (필리핀) (이스라엘)

워싱턴 해외이주화물협회 참석



선적일정 및 현지 통관 서류
사전 안내로 리드 타임 축소

경유라인(TS)이 아닌
직항라인 선사 운용

지역구분 평균 소요기간 당사 소요기간 단축기간

중국 20~35일 18~32일 2~3일

동남아, 일본 20~25일 15~22일 3~5일

CIS 50~60일 45~55일 5일

유럽 50~60일 48~60일 2일

미서부 30~35일 28~35일 2일

미중동부 45~50일 42~50일 3일

중남미 45~60일 42~60일 3일

중동, 서남아 35~60일 35~55일 5일

아프리카 60~70일 50~65일 5~10일

오세아니아 40~50일 38~45일 2~5일

일정이촉박해서물건을빨리받고싶어요.
퓨멕스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평균소요기간 대비 2일 ~ 10일 이상의 기간을 단축합니다.

회사소개 | 해외운송 소요시간



국제이주화물운송협회
FIDI

국제이주화물심사제도
FIDI-FAIM

세계이주화물운송협회
IAM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MCHAM

국제사업자등록증 미주해외이사운송협회
PAIMA

한국해외이주화물 협회
KOROMA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

3자물류협회 한국해외물류협회
KIFFA

한국무역협회
KITA

해외물류주선업 자격증 전시사업자등록증

회사소개 | 라이선스 현황

믿고맡길수있는해외이사업체인가요?
퓨멕스는 해외이주 운송 서비스 품질이 검증된 다양한 국내외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소개 | 사회공헌

나눔의 미학 캠페인 ※ 퓨멕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켐페인 활동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퓨멕스와함께
이웃들에게사랑을나누고싶어요!



모바일
신청앱

인터넷
신청페이지

공항의전 사용율

공항의전 만족도

공항의전 재이용

추가로제공해주는서비스가있나요?
< 2014년 해외이주업계 최초도입 >
출입국시 공항 이동의 편의성을 위한 공항의전서비스 무상제공
※ 계약금액 300만원 이상의 고객 대상

회사소개 | 공항의전



퓨멕스는창립30년이상의전문성을바탕으로
안정적인해외이사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