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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UL

R O A D

U N I Q U E

S E R V I C E

TOGETHER

WE
CARRY
YOUR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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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ul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생존과 이익을 위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환경에서도, 우리는 바른길을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이익보다는 고객의 이익을, 사회의 이익을, 약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른로지스틱스(주)의 직원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ARUN LOGISTICS MANAGEMENT PHILOSOPHY

“正道를 걷는 물류 기업”
CORE VALUE

정직 구성원의 행복책임감 사회기여실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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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끄는 기업
Win the logistics, Win the business

국제거래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국제물류는 무역의 시작과 끝을 담당합니다.

고객의 미래와 노력이 깃든 화물이 적기에 안전하게 도착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객의 비전과 미래를 함께 볼 것이고, 최적의 방향을 제시하여  

고객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국제물류

선박운항 해상보험

특수컨테이너 제조

스페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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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정직한 길을, 우리만의 독특한 서비스로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는 국제 물류에서 해상운송, 육상운송, 하역, 보관 및 해상보험 등의 물류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 낸 바른로지스틱스㈜만의 스페셜 솔루션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늘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 된다는 이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ARUN LOGISTIC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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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방법을 만드는 기업

The first solution created in our hands바른로지스틱스㈜
5년 간 매출액

[ 단위 : 원 ]

11억

22억
26.8억

78.8억

139.5억

2015 2016 2017 2018 2019

우리는 변화를 추구합니다.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현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손에서 세상에 없던 첫 번째 물류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물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Marine insurance

Professional logistics group

Manufacturing special container

R&D of logistics solu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Ship chartering

2014~2015 2017~20182016 2019
2014. 10 

2015. 05

2015. 08

2015. 11

2017. 03

2017. 07

2017. 11 

2018. 03 

2018. 04

2018. 05

2018. 09

2016. 01 

2016. 03

2016. 06

2016. 11

2019. 05

2019.12

바른로지스틱스(주) 설립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동) 

해운중개업 등록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해운중개업 등록 (부산 세관)

현대중공업 건설기계부문 필리핀 향 운송서비스 개시

본사 이전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광주사무소 설립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Auto rack container' 특허등록

현대건설기계 인도네시아, 미얀마, 대만 향  

운송서비스 개시

서울사무소 이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팔판동) 

'Auto rack container' 특허등록

부산광역시 대표 창업기업 인증 (부산광역시)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진흥공단)

Matabari 'BAMA Project' 운송계약 체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

보험대리점업 등록

서울사무소 설립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2016 우리지역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획득

본사 이전(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12 13

EXCAVATOR
from Busan, KR to Manila, PH

Hyundai Excavator R220LC-9S

dimensions & weight : 9.53 x 2.99 x 3.03 meter(LWH)/ 21.90mt

two dismantled excavators on one 40'flat rack container

SPECIAL SOLUTION

excavator(22ton) x 1unit on 40'flat rack container excavator(22ton) x 2units on 40'flat rack container

BEFORE AFTER

Unique

BARUN LOGISTICS SERVICE12

우리의 경험으로 일구어 낸 성공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바른로지스틱스㈜는 정형회된 물류 운송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도는 고객의 성공적인 비지니스에 기여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의 발전, 

국가경쟁력의 발전에도 공헌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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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OR HEADTRUCK CHASSIS
from Busan, KR to Manila, PH

TATA Daewoo tractor head V3TVF

dimensions & weight : 6.93 x 2.50 x 2.92meter (LWH) / 8.91mt

two tractor heads on one 40’flat rack container

from Busan, KR to Hochiminh, VN

TATA Daewoo truck chassis KC6C1

dimensions & weight : 9.88 x 2.28 x 2.84meter (LWH) / 9.50mt

two trucks on one 40’flat rack container

SPECIAL SOLUTION

tractor head (6x4) x 1unit on 40’flat rack containertruck chassis x 1unit on 40’flat rack container tractor head (6x4) x 2units on 40’flat rack containertruck chassis x 2units on 40’flat rack container

BEFOREBEFORE AFTERAFTER

BARUN LOGISTICS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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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OLUTION
WORK EXPERIENCE

1716 BARUN LOGISTICS SERVICE SPECIA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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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A PROJECT
Rock for Bangladesh Matabari CFPP Port Project 

Between 

HYUNDAI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 LTD. 

AND CJ Logistics Corporation

Total 435,000M.ton 

Dry-Towing by tug & barge

Sept 2018 - May 2019

BARUN LOGISTICS SERVICE SPECIAL SOLUTION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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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화물이 있다면, 바른로지스틱스㈜를 찾아주십시오. 
가장 경쟁력 있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륙운송, 포장, 창고 보관,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든 100여 개국의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송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특수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포워더를 넘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Service

21BARUN LOGISTICS SERVICE20

국제물류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수출·수입 화물이 있다면, 바른로지스틱스㈜를 찾아주십시오. 

가장 경쟁력 있는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륙운송, 포장, 창고 보관,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계 어디든 100여 개국의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운송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특수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포워더를 넘은 기술력과 노하우로 Solution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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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OCEAN TRANSPORTATION

화물의 특성과 무역 환경에 따라 선박의 선택도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고객의 화물에 가장 적합한 선박을 찾을 것이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비용으로 

귀사의 성공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컨테이너선 CONTAINER VESSEL

정기적인 스케줄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운송이 가능한 컨테이너 선박은 안전하고 빠르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줍니다.

소량화물(LCL cargo), 일반 컨테이너 화물(dry container), 특수 컨테이너 화물 (special container) 운송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경험하십시오.

자동차 전용선박 PURE CAR & TRUCK CARRIER

특수선박 SPECIAL VESSEL

자가 구동이 가능한 각종 차량과 건설장비를 선적하기에 최적화된 자동차 전용선박은 무거운 중량의 화물이라도 

빠르고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특수선박은 초중량 화물, 초대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화물의 특성과 선적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적의 선박을 수배하는 것이 곧 비즈니스의 성공과 직결됩니다.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24 25

벌크선박 GENERAL CARGO VESSEL

다양한 형태의 화물만큼이나 종류가 많은 벌크선박은 가장 적합한 화물을 만났을 때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BARUN LOGISTICS SERVIC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RAILWAY TRANSPORTATION

CONTAINER TRAILER

LOWBED TRAILER

FLATBED TRAILER

CARGO TRUCK

SELF PROPELLED MODULE TRANSPORTER

MODULE TRAILER

육상운송 INLAND TRANSPORTATION

다양한 형태의 내륙운송수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안전과 비용, 시간 모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소형 화물부터 초대형, 중량화물에 이르기까지 가장 빠르고 안전한 운송수단을 찾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경쟁력 있는 비용과 유연한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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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느 부두라도 컨테이너 적입, 적출 및 전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이와 연계하여 화물의 양과 형태, 운송 지역에 따라 적합하고 안전한 창고 보관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BREAK BULK WAREHOUSING

CFS

하역/보관 STEVEDORING / WAREHOUSING

BARUN LOGISTICS SERVICE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보통의 물류 회사로부터 받을 수 없는 전문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물의 사고 방생을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적하보험부터 수출보증보험, 선박보험,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기업화재보험까지 수출입회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보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전문 보험팀은 비전문가인 고객사의 입장을 대리하여 

모든 원보험사들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와 전문보험의 collaboration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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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선 SHIP CHARTERING EXTRA SERVICE

Dry Bulk 화물 및 프로젝트 화물의 물류 분야에서 고객 맞춤형 운송 솔루션을 찾아 드리기 위하여  

극동아시아, 동남아사아, 미주, 중동, 유럽 등 전 세계 각지에 걸쳐  

철재, 목재, 중대형 기기 및 설비 등 Break Bulk Cargo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mall Handy급에서부터 Ultra Max급에 이르는 벌크선 용선대를 활용하여  

US / Atrantic / S.E.Asia 등지에서 광석, 석탄, 곡물, 비료 등  

다양한 Dry Bulk 화물의 부정기적 운송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TRANSHIPMENT SERVICE VIA KOREA

RUSSIAN PORT (VVO, Korsakov) &  

RUSSIAN INLAND AREA (Chabarovsk, Nachodka, Sachalinsk, etc.) 

JAPANESE PORTS (Tomakomai, Osaka, Muroran, Hakodate, Akita, Sakata, Niigata, 

Naoetsu, Toyama, Sendai, Fukuoka, Maizuru, Kanazawa, Oita, Onahama, Shimonoseki, 

Hiroshima, Nagasaki, Sakaiminato, Matsuyama, Moji, Ube, etc.) 

CONNECTING CARRIER 

STORAGE 

STUFFING & UNSTUFFING 

TRUCKING & STORAGE BONDED CARGO

EXTRA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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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STUFFING & LASHING

3130 BARUN LOGISTICS SERVICE STUFFING & L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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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 AIR TRANSPORTATION

바른로지스틱스㈜의 수출입 물류 서비스는 각 선사, 항공사, 관세법인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수송, 보험, 통관에 이르는 토탈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장 신속한 장거리 운송수단인 항공 운송은 긴급화물, 소형인 고가의 화물을 운송하는데 적합합니다. 

급하다면, 우리의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서비스를 경험해보십시오.  

더 빠른 항공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BARUN LOGISTICS SERVICE

복합운송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ATION 

복잡하고 다양해진 국제물류환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해상, 항공, 내륙운송, 하역, 통관, 보관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실력으로 검증된 우리의 해외 네트워크는 어떠한 무역 환경이라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33BARUN LOGISTICS SERVICE32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DOOR DOOR포장 육상운송 육상운송검수, 통관 검수, 통관항공운송 해상운송 철도운송 
러시아, 중국, 몽골, 

CIS지역 내륙운송 서비스 
(TCR, TSR, TMGR)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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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방역

검수, 통관

국내운송

수출보증보험

기업 화재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CHARTERING

해상운송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철도운송

항공운송

고박
하역

시설물 오염배상 책임보험

CFS, LCL

국제물류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선박용선
SHIP CHARTERING 
BREAK BULK LINER SERVICE

Together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만의 운송시스템은 Win-Win을 이룹니다.

바른로지스틱스㈜는 다양한 경험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바른만의 운송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필요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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