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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ed Solutions for

MIDME LOGISTICS
미드미 로지스틱(주)

미드미로지스틱은 체계화된 업무와 영업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곳이나 소량의 화물일지라도
신속 정확한 운송을 원칙으로 고객의 정성과 마음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MIDME LOGISTICS CO., LTD.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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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곳이나 고객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Ceo Message
미드미 로지스틱(주)은 선진 물류서비스를 창조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고객 최우선이라는 운송서비스 업체로 인정 받고자 전 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최고 수준의 FORWARDING SYSTEM을
도입하여 세계각국 다양한 고객사의 요구와 운송사업에 업무효율을 꾀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업무와
영업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어느곳이나 소량의 화물일지라도 고객의 정성과 마음까지 전달하며
무엇보다 신속 정확한 운송을 원칙으로 삼고있습니다.
미드미 로지스틱의 전 임직원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고객의 다양한 욕구대응과 물류 인프라의 변화에
앞서가고자 더욱 노력하고 있으며 이 경험과 기반을 통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객들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및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고객 100%만족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최선의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고객사의 부름에 24시간 항상 깨어있는 미즈미로지스틱의 성장과
향상된 서비스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용구
We, MIDME LOGISTICS CO., LTD. has established to create aduance logistics service.
Try to give confidence to all customer, our crews have been doing all our best and
develope continually.
Also, We induce top levels of logistics system, we tarns all global cargo to customers
factory with professional skills and ability, due to we moves all cargoes correctly and
rapidly even small cargo.
We still try to our best improve our service to have smooth communication and best
cooperation with our valuable customer in any cases.
Please keep watching us and we promise to you we will be your good choice.
Thanks.

안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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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그 이상의 신뢰를 통해
황금보다 귀한 고객사의 시간을 줄여드립니다
미드미로지스틱은 국제교역 확대로 인한 소량생산 고가 귀중품 항공특송의 수요에 발맞춰 상품의 시장전략과
경쟁력 증대를 위한 시간 절약을 생명으로 고객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충실한 조력자가 되기를 자부합니다.

항공 수출
고객사의 섬세한 관심과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상품의 경쟁력 확보와 고객 한분한분의 정성을 전달하는 특송사업은 서비스 수행자 자신이
그 가족과 주인이 된 마음가짐으로 발주에서 문 안에 까지 당사의 항공 수출 업무는
전문화된 서비스로 긴급을 요하는 고가의 물품을 신속, 정확하게 운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른 운송 Schedule과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보다 안전, 신속, 정확하게
화주분의 창고에서부터 도착지의 창고까지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에게 정확한 각종 Information을 제공하고 가장 저렴한 가격과 빠른 Schedule로
선적을 의뢰하는 순간부터 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인도될 때까지 주문의 편의성,
선적의 신속성, 시스템의 정확성, 전문적 구조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ir Freight Service
All air cargoes are moving urgently and correctly with our specialty air out bound
operation system. We moves from our customers factory to consignee's factory
safety rapidly and correctly with best schedule and competible rate.
In order to trans to destination place in good conditions, We do our best and give
right information to our customer.

MIDME LOGISTICS CO., LTD.

AIR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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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화 된 세계각국의 시장에 수많은 포스트를
확보하여 수입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미드미로지스틱은 출고, 선적, 통관, 운송, 도착 등의 다양한 공정을 세계각국의 신뢰있는 안정적 포스트들을
확보하여 최단로 설정 및 비용 최소화를 기획하고 관리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항공 수입
당사의 항공 수입 업무의 경우에는 전 세계, 각 나라, 지역별로 교포 및 현지 forwarder들과
agent 계약을 맺어, 어느 지역에서 수입을 하건 안정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로 계약되어 있는 파트너들이 화물의 준비시기부터
출고, 선적, 도착까지의 모든 진행 사항들을 확인해 드리므로, 고객께서는 편리하게
화물의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고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위한 통관 및 운송연계서비스는
One Stop Service로써의 면모를 완벽히 갖추고 그 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Air Freight Service
We have aduantage for import air cargoes with steadable service, Because We have
contracted with all countries local agent any place in world. Our global agent gives
full service from cargo ready, out factory, on board and arrives.
So, customer can verify flows of their cargoes.
Also, We connect to customs clearance and local delivery that you can be in our one
stop service.

MIDME LOGISTICS CO., LTD.

AIR EXPORT

WE CAN REACH
Customers
Around The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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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모든 지역을 대상한 상품특성에 맞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드미로지스틱은 고객사의 다양한 상품 성격에 맞는 가장 최선의 운송 방법을 찾고 비용절감, 유연성 증대,
안정적 시간 확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의 시스템 향상을 지원합니다.

해상 수출 운송
해상 수출업무의 부분에서는 전세계 모든 지역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FCL, LCL 및
PROJECT 화물 까지도 원하시는 지역에서 물건을 pick-up하여 원하시는 지역까지
물건을 보내드릴 수 있으며, 도착지에서도 화물을 수입자가 인수하실 때까지의 진행사항을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코자 저렴한 운임과 효과적인 Schedule로
고객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종류의 운송요청에도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ea Freight Service
We serve FCL, LCL and project cargoes where our customer want to deliver and
you can check every time until consignee receive cargoes with satisfactions
in whole areas. We always transport in now price rate and effective schedule due to
correspond various requesting of our valuable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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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수입 운송
전 세계 모든 지역의 해외 AGENT와 긴밀한 협조아래 정확하고도 저렴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선적부터 고객의 창고까지 어떤한 종류의 화물일지라도
소중히 운송하고자 통관 및 운송서비스, 귀사에서 원하시는 날짜에 운송해 드리는 서비스 등
다양한 고객맞춤 서비스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Sea Freight Service
With our our global agent's cooperations, All ocean inbond cargoes import to Korea
low price and correct on time. We think all cargoes are valuable that any cargoes are
given suitable service in any case. So, We are doing local delivery, customs clearance
and E.T.C. what our customer need.

중국 특화 운송
광조우 - 위해, 연태 - 인천의 화물운송에 있어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착후 당일 통관 및 배송을 기본철칙으로
여러 고객님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위해에 직영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서비스 하고 있는 특화 운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일운송 : 광조우에서 청도까지 에어로 운송후 청도에서 위해, 연태까지 육로로 운송을 하여
FERRY로 인천까지 운송합니다.
2. 5일운송 : 광조우에서 위해, 연태까지 육로로 운송하여 FERRY로 인천까지 운송합니다.
3. 7일운송 : 광조우에서 홍콩 및 심천으로 육로로 운송후 홍콩 및 심천에서 CONTAINER 선으로
인천이나 부산으로 운송합니다.
4. AIR운송 : 광조우에서 인천까지 항공기로 운송합니다.

China Express Service
We have a lot of experience for Guangzhou province to Inchon, Korea transport for
several years. Expecially, we have our own office in Weihai, Yantai in China for
giving best service to our customer. We deliver cargoes to customer's factory in same
day when vessel arrives including customs clearance.
Our China express services are as belows ;
1. 3 day delivery : We load from Guangzhou to Qingdao by air. and load Qingdao to
Weihai, Yantai by truck. after that, load to Inchon by ferry vessel.
2. 5 days delivery : We load from Guangzhou to Weihai, Yantai by truck, and load to inchon
by ferry vessel.
3. 7 days delivery : We load from Guangzhou to Hong Kong, Shenzhen by truck. and load
to Busan or Inchon by container vessel.
4. Air deliver : we load from Guangzhou to Inchon directly by air fr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