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유일 전국 배송망 시스템

No.1 배송
Combination Call Quick 

Service Company

www.1644-8975.com
본 문서의 용도는 참고용 자료로 제한되며 일체의 외부유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1        퀵닥터 배송 소개



01    회사소개

대표자

설립일

자본금

종업원

사업장주소

주요업무

박초영

2009년4월10일

5000만원

내 근직 포함 363명 , 협력업체 수도권 1만여명 항시 대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7길 7 3층

기업물류, 퀵서비스업무

당일배송 , ktx 고속버스항공 지방 연계배송 

문서 수발실 운영



02    회사 조직도

퀵닥터배송은 체계적인 업무 분할로 더욱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홍보팀 총무팀

전산팀 접수1팀 영업소영업관리팀

신규고객 관리팀접수2팀 직영점

야간접수팀 화물전담

서버전담 개발팀

모바일전담 개발팀

운영팀

관리팀경리팀

콜센타 영업팀 사업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내근관리직

외근배송직

약 45명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

약 1200명 
(전국적 분포)



03    퀵닥터배송 목표

신속

◉ 본사와 지점간의 통합전산
➞ 실시간 업무제휴

◉  최적의 Deliver System구축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도심간의 배송 네트워크

◉ 체계적인 전산시스템활용
➞ 최단거리 기사배차

◉ 전체기사 스마트폰 이용 
     업무의 신속한 배차업무

◉ 전 직원 상시 친절교육 실시

◉ 거래처에 클레임 발생시 
     전체기사 동시교육실시

◉ 전체기사 스마트폰를 통한 
     수시 업무교육실시 

◉ 거래처마다의 개별적 특성확인 
➞ 특성에 맞는 업무처리

◉ 거래처의 거래처까지 전산에 등록
➞ 거래처 관리 시스템 

◉ 스마트폰를 통하여 
     종료처리 시간확인

◉ 수신자 연락번호 미확인 및 
     주소미확인 시 오더 접수 불가

◉  깨지기 쉬운 물건이나 운송시      
위험물건은 소형차량으로 배송

◉  고객 요청시 도착지,수령지 
전화확인

친절 정확



2      주요사업내용 및 거래현황



01    주요 사업내용

퀵서비스분야

문서 수발실 운영

창고 보관물류

◉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급송업무.

◉  저렴한 당일배송 택배.

◉  고속버스,KTX,등을 연계한 당일 지방배송.

◉   기업에서 직접관리하기 어려운 문서수발을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파견하여 대행 함으로서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약간의 보관료만 지불하시면 언제든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픽업하여 원하는 시간에 배송하는 

시스템 입니다.

대형업체 문서수발
및 행랑 대행관리

(문서수발실 운영)

전국당일배송
택배

기업이사 

오토바이 및 
차량 

퀵서비스



02    거래현황

퀵닥터배송은 신뢰와 안전을 바탕으로 제휴업체와 꾸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거래 기업간 신뢰성과 안전성 중심의 
업무진행! 특히 삼성계열사와 계약하여 
진행 중! 추후 다수 업체와 계약진행 예정

효율성
Effectiveness

자체 시스템 개발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신뢰성
Reliability

지속된 거래와 계약으로
증명된 신뢰성 

안전성
Safety

거래처 특성파악과
특성별 업무처리방식

" "



3        서비스의 종류

◉  서비스의 종류

◉  서비스 가능지역

◉  서비스 네트워크망

◉  배송 서비스 과정

◉  서비스의 기준



1톤 카고

서울경기 지방전체

직영 100 150

전체 1000 1500

01    서비스의 종류

오토바이
(50kg이내)

서울경기 지방전체

직영 1000 1500

전체 2000 1500

다마스
(400kg이내)

서울경기 지방전체

직영 1000 1500

전체 2000 2000

라보
(500kg이내)

서울경기 지방전체

직영 100 150

전체 1500 1000

벤
(스타렉스 기준)

서울경기 지방전체

직영 50 100

전체 500 800

탑차 톤수(t) 넓이(w) 길이(L) 높이(H)

1 160 270~285 160~180

1.4 170 290~310 160~200

2.5 180 430 180~200

3.5 205 460 180~200

5 215~230 620 180~230

퀵닥터만의 연계배송시스템
전국배송, KTX탁송

고속버스 탁송

◎ 이 외에도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차종 보유



02    서비스 가능지역

서울/수도권
전체 직접배송

◉   장거리 기타 지방지역
      직접배송 – 차량오토바이이용       
      전국 직접배송 
      (지방  직접배송  단가 기준)

◉  Door to Door
      고속 버스, KTX. 항공편을 
      이용하여  직접 배송  

◉  보다 저렴 한 서비스   
      (배송완료 시 까지 당사 책임배송)

◉    당사 영업소 및 
      제휴업체를 통한 거래 

◉   각 지역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성 확보

서울 및 수도권 장거리 지역배송 지방간의 배송

◎ Door to Door란?

픽업지

배송 지방지역배송 제휴업체픽업

운송수단 터미널/KTX역 도착지



03    서비스 네트워크망

각 지역에 검증된 가맹점과 계약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망 구축. 
1644-8975



04    배송 서비스 과정

퀵닥터배송은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도착시간예정제를 통한 책임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온라인 
및 

전화로 서비스의뢰

본사 서버에
신속히 접수

대기중인 전담직원 
바로 출발

혹은 

본사서버에서 
자동으로 최단 거리의 
배송원에게 자동배차

(인공지능배차)

배차 받은 
배송기사에게 전달

서울 전지역 
1시간이내, 

경인지역은 2시간 
이내에 배송 완료!

고객님께 문자통보 후 
업무종결!

도착시간예정제 도입!   



05    서비스의 기준

퀵닥터배송은 국내 유일한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 도착시간예정제를 통한 책임서비스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1

2

3

4출발 
서울 시내
배송-픽업 

30분 이내 픽업 
1시간 

이내 처리

찾아오기 
서울 시내
배송–픽업 

30분 이내 픽업 
1시간 이내 

 처리

타 지역 
픽업- 배송

총 합산 
2시간 이내 

처리

경인지역 
픽업- 배송

총 합산 
2시간 이내 

처리



4        퀵닥터배송 운영 시스템

◉  자체 프로그램망

◉  인공지능배차 시스템

◉  원클릭 시스템

◉  배송직원관리 시스템

◉  배송직원평가 시스템

◉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

◉  자체 전산팀

◉  분실사고대책



01    자체 프로그램망

도착시간 예정제
원하는 시간에 배송을 지정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배송원 신용평가제 
체계적인 배송원 관리시스템
고객평가제를 도입하여 
배송원의 전문성강화!! 
고객만족 최우선의 
효과!

자체
프로그램도입
당사만의 자체프로그램 
개발도입으로 고객맞춤형 
서비스 가능!! 

자체 
전력공급 장치 

단전 등으로 인한 외부상황
대비! 준비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제공!

인공지능 배차시스템
특허출원
(출원번호 10-2012-0012504)

배차시간의 최소화!
국내 유일 시스템!

Secon Program운영
배차시스템 강화!
배차 안전성 확보!!



02    인공지능배차 시스템

국내유일!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합니다.

◎ 인공지능배차시스템

LTE-A보다 빠르다!!
시스템 자동배차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기사배차
픽업시간의 최소화 가능!

◎ 도착시간 예정제
고객맞춤형 서비스로 더 이상 기다릴 필요없이 원하는시간에 배송!!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03    원클릭 시스템

퀵닥터 시스템!!

V 접수즉시 배차여부 확인가능!!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한 효율성향상

V 클릭 한번으로 한번에 해결!!
클릭 한번으로 수취인확인 및 영수증출력을 한번에 해결

V 고객서비스 평가제도 실시!!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평가하여 서비스 개선 및 향상, 신뢰도형성

1644-8975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04    배송직원관리 시스템

전문화된 인력수급으로 고객만족 최우선

매년 개편된 CS교육을 통해 안전,복장위생 등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회사와 고객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는 실효성 중심의 교육

회사의 이념과 취지에 부합하는 직원 수시모집 및 선발

인원확충을 통해 고객만족 서비스실현

전문화

친절

성실



05    배송직원평가 시스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한 배송직원 평가시스템 실행

V 다양한 항목으로 평가
스피드,친절도,우천시 출근율, 배차거부 등
다양한 항목으로 배송직원 자체 평가

V 배송품질향상효과
사내 배송직원 신용도 평가로 배송품질 향상효과

V 철저한 보상시스템
신용도가 높은 해당 기사님께 충분한 보상을 통한 성과제 도입

정규적 교육실시로 
전문 배송원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06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

사내에 자체프로그램 개발팀을 두고 있습니다.



07    자체 전산팀보유

고객전용 주문 프로그램 보유 및 운영

 기사위치,연락처,인수자 서명,
이용자서명, 부서,요금,도착

여부 등
모든 상황 확인가능

 인터넷 뱅킹과 
같은 기능

편리한 주문가능
이용내역 실시간 조회 가능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퀵닥터



08    분실사고대책

V 적재물배상책임 보험가입
물품파손 시,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즉각 처리

V 당사CS팀에서 즉시 대책강구

V 기사연락 불가시, 추적기사를 바로 

   배차하여 안정되고 빠른 배송 진행

손,분실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업무의 체계화와
보다 신속하고 빠른 대처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퀵닥터



5        퀵닥터배송 운영제안

◉  기업 맞춤 시스템

◉  전국지사 통합관리 시스템

◉  비용절감 효과안내

◉  투명한 관리 시스템



01    기업 맞춤시스템

V  사내 자체 프로그램 개발팀 상주

V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개발

V 기업고객의 요구반영 만족도 상승효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 시스템

“ 자사 개발팀을 중심으로

각 기업적 특성을 분석하여 기업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맞춤 시스템을 개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적 관계형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02    전국지사 통합시스템

V  퀵닥터을 중심으로 전 지점 통합관리

V 본사의 통제기능 강화 및 통제용이

V 업무의 효율성증대 (간소화된 월말정산)

전국지사망의 배송업무 통합관리

퀵닥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지사들을 

No.1으로 한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본사지침을 중심으로 모든 관리가 이루어짐으로 

본사의 통제기능이 강화되고 통합적 관리로 

정산이 편리해져 업무의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03    비용절감 관리시스템

V  각 지사 별 사용기간과 한도금액 설정가능

V 마구잡이식 지출이 아닌 예산 내 지출가능

V  기업고객 우대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효과

“퀵닥터는 본사중심 하에 각 지점별 운송 서비스 

사용기간과 한도금액을 설정하도록 하여 기존의 

마구잡이식 지출이 아닌 미리 정해진  예산 내 

지출이 가능한 지출절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퀵닥터 인터넷

퀵닥터



          Thank you

퀵닥터서비스의 다짐

 고객이 있는 곳에서 원하시는 곳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배송하여 드립니다.

  훈련된 전문 인력과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하여 항상 준비된 자세로 고객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악천 후나 또는 주문이 폭주하는 시기에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로 서비스에 
임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을 주는 기업으로  오래될 수록 편안한 친구 같은 기업으로 남겠습니다.

   귀사의 거래처도 퀵닥터의 고객으로 생각하여 고객의 품위를 지키고 귀사의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하겠습니다.

  늘 새로움을 준비하고 맞이하여 귀사를 위한 준비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작 성 자  :  퀵닥터 영업팀장 이시완                                                    E-mail   :  quickdoctor@naver.com

연 락 처  :  회사) 1644-8975                                                           웹사이트  :  www.1644-8975.com



오래된 경험과 연구

준비된 자세와 전문인력을 통한 책임서비스
최상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

작 성 자  :  퀵닥터 영업팀장 이시완                                                       E-mail   :  quickdoctor@naver.com

연 락 처  :  회사) 1644-8975   HP) 010-9077-9045                 웹사이트  :  www.1644-897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