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로 생활을 즐겁게
물류로 세상을 이롭게

Introduction

Greeting

“공급에서 수요로, 플랫폼이 이끄는 온디맨드 물류를 만나다”

“플랫폼의 눈으로 물류를 보다”
디지털과 데이터가 변화시키는 공급망 물류의 격변을 바라봅니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생산체계의 시장경제에서 ‘물류의 세계화’는 ‘물리적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물류 혁명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미국은 물
론 브라질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억제해 인류의 유례
없는 번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과거 물류의 업적은 위대하게 들릴지언정 일반 대중들에게는 물류는 늘
어려운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류를 좀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최근 모바일 시대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3자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공급되고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를 두
고 ‘플랫폼’이라 말합니다.

CLO를 통해
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끌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대변되는 아마존, 구글, 애플과 같은 회사들의 특징은 사용자 간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스마트폰의 플랫폼과 구글의 검색창에서 해당 기업은 물론 전 세
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외부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습니다. 물류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류는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독자들께서도 요즘 물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눈치 챘을지 모릅니다. 과거
대량 생산체계의 공급자 중심의 공장물류 체계가 수요 중심의 생활물류 서비스로 전환되
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본지는 CLO 2.0 시대를 선언합니다. 과거 3년 동안 CLO 1.0은 물류의 영
역 확장과 파괴, 물류스타트업의 발굴 등 물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앞으로 CLO
2.0은 디지털과 플랫폼의 눈으로 물류를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물류로 생활을 즐겁게, 물류로 세상을 이롭게> 물류의 미래 변화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편집국장 겸 대표 김 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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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의 독자타입 - 1
IT, 금융, 제조, 유통 등 이종산업과 물류를 막론하여
공급망관리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디지털 시대의 SCM 전략과 신규 사업, 대외협력에 관심 있는 경영 실무자

Introduction
“CLO 독자들은 변화에 대한 높은 도전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라는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IT, 유통 등 이종산업의 신사업 기획자들,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자들, 새로운 것을 거침없이 수용하는
스타트업의 대표/임원들, 산업간 경계를 넘나드는 시대의 디지털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공직, 정책관들이 바로 CLO의 독자들입니다.”
CLO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의 산업별 직업 정보
직책

관심비중

페이스북 평균대비

관리/운영 서비스

35%

+75%

경영

35%

+133%

공직자

35%

+250%

IT 및 기술 서비스

20%

+100%

컴퓨터 및 수학

20%

+100%

31% 35% TOP1
CLO 매거진 구독자의 31%는

CLO 페이스북 페이지 구독자의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대표를 포함한 팀장/관리자 등

약 35%가 ‘경영’, ‘관리/운영 서비스’에

CLO는 국내 공급망물류 리더들에게

실제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체입니다.

실무자로 나타났습니다.

약 20%는 IT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높은

동종업계지 중 가장 많은 온라인 트래픽을

수용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게 그 방증입니다.
(Data Source : Facebook Target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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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의 독자타입 - 2
커리어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IoT 등 물류기술에 민감하며
타인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엣지’를 찾는 사람

"CLO는 RE-IMAGENATION을 갈망하고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모험가, 디지털 유목민,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글로벌 비지니스를 선도하는 리더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CLO의 목표는 물류경영 기법의 발전과 새로운 플랫폼의 발견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경영 사례를 다루는 것도, 복잡한 상아탑의 이론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CLO는 오늘날 경영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CLO는 강력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진과 함께 경영을 연구합니다. CLO는 제조-유통-물류-IT-스타트업 CEO들의
견해와 학계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교수들, 그리고 미래 물류를 예측하는 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LO는 각 산업 특색에 맞게 선별된 지식의 제공과 관리를 통해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외고진과의 만남, 로지스타서밋(Logistarsummit.com), 로지스타포캐스트, 케이스 스터디 그룹 등이 포함됩니다.

1H

27%

CLO 1권을 읽는데

CLO 홈페이지의 이탈률(Bounce rate)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국내 3대 일간지의 평균 이탈률(48.7%)과
비교해도 월등히 낮습니다.

11

18.05Min

독자 한 명이 CLO홈페이지에서

독자 한 명이 CLO 홈페이지에서

하루동안 보는 콘텐츠의 개수

하루 동안 머무르는 시간
(Data Source : Al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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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Value
CLO는 2011년 블로그로 시작한 이래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물류시장의 변화를 도하고, 경영관리 기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것은 물론,
미래 물류 기술 개발에 아이디어를 이끈다" 는 미션아래,
독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업과 팀을 운영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맥락에서 제안되는 시사점
CLO는 대한민국 SCL 리더들에게 공급망과 관련된 프리미엄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영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시사점을 추가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서구적 경영관점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류를 뛰어넘은 휴먼네트워크
CLO는 '물류' 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물류에 영향을 주는 제조부터 유통,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LO가
이를 통해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류 현장을 촘촘히 엮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
입니다.
국내 유일의 SCL전문지
CLO는 업계의 경쟁 매체들처럼 정보전달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CLO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물류를 중심으로 제조-유통-IT-스타트업 등 전반적인 산업 현안에 대해 통찰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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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eliver
오프라인 매거진

월간매체로 매달 다른 테마(Insight)를 중심으로 발행됩니다. CLO의 핵심 역량이 집중된 매체로,
국내 SCL리더들에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통찰을 전달해주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Insight
전문성을 가지고 SCL 이슈 소개, 분석
Spotlight
최신 SCL 트렌드를 소개하고 새로운 정보를 전달, 공유
Innovation
물류, 유통, 제조, IT 등 공급사슬과 관련된 기술(Tech)들을 현장 관점으로 전달
Logis-Info
SCL 현안을 계량화하여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을 만들고 그와 관련
된 정보전달
SCL Leader
업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CLO 외고진들의 기사
Exclusive Interview
SCL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홈페이지

http://www.clomag.co.kr : 잡지에 기고된 기사들의 일부와 잡지에서 다루지 못했던 보다
다양한 SCL 이슈들을 빠르게 소개합니다.

오프라인 매거진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시의성이 중요한 콘텐츠가
함께 올라오기 때문에 옴니채널 매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CLO가 제공하는 다양한 오프라인 콘텐츠(행사, 이벤트)의
정보가 함께 올라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lomagazine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CLO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기사 링크를 중심으로,
SCL과 관련된 설문조사 및 각종 이벤트가 개최되는 곳입니다.
현재 팔로워는 약 7,200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onnecting Hub for SCL Leader
CLO는 매체를 넘어서 업계 각층의 물류인들을 연결하는 허브가 되고자 합니다.
●KIM, 물류기술포럼, 철도기술연구원 연계 물류포탈 클로티스 ‘콘텐츠제공 사업자 참여’
●매년 로지스타서밋(LOGISTARSUMMIT) 개최
●매년 로지스타포캐스트 개최 및 단행본 발행
●‘유니콘을 꿈꾸는 물류괴짜들’ 단행본 발행(교보문고, SCM/물류 분야 베스트셀러 1위)
●2018년 부터 SCM Academy 신설 운영
●물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위한 법률, 특허, 투자, 회계부문 자문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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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QUALITY
CLO

94.3%

11

M신문

K매거진

G신문

18.03

80%
63%
5
27%

2.7
1.1

Bounce Rate
(온라인 독자 이탈률)

Daily Pageviews per Visitor
(일일 평균 페이지뷰)

1.17

2.21

1.01

Daily Time on Site
(평균 체류시간)

Bounce Rate (온라인 독자 이탈률)
바운스 레이트는 웹 사이트 접속자가 방문 사이트 내에서 다른 페이지로 접속하거나 정보를 얻지 않고 그
냥 나가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CLO는 타 물류전문매체들에 비해 월등히 낮은 독자 이탈율(27%, 2018.2
Alexa기준)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문자 수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high traffic), 동시에 CLO 홈페이지
의 방문자들이 홈페이지 내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Daily Pageviews per Visitor (일일 평균 페이지뷰)
웹 사이트 접속자가 사이트 내 웹 페이지를 열람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CLO는 타 물류전문매체들에 비해
평균 6.25배 높은 PV를 보입니다. CLO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사이트 내에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aily Time on Site(평균 체류시간)
웹 사이트 사용자가 사이트에 체류하고 있는 평균 시간을 의미합니다. CLO 홈페이지 방문자들은 CLO 방
문에 약 12.35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낮은 이탈률, 높은 PV와 더불어 CLO가 높은 질의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독자들의 열독율 수치가 높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Data Source : Al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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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e Deliver

‘CLO’ 콘텐츠에 대한 독자 만족도

주요 구독자
유통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물류
IT스타트업
제조
컨설팅
기타
유통
국내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및 모바일(소셜)커머스 등의 물류기획, 운영, 신규사업T/F 등 기획 실무 담당자들의 열독율
이 높습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이베이, 신세계, 롯데, GS, 홈플러스, 농협,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현대백화점, 신라면세점 등 리테일 업체)

‘CLO’에 대한 소비자 의식
매우 만족한다

제조
자동차, 전자, 전기, 철강, 조선 및 건설 기자재 등 산업재부터 가전, 의류, 식료품, 의약(바이오) 등 소비재까지 제조업
내 서플라이체인 분야의 물류 실무자들의 신규 구독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해태제과, 롯데제과, SPC, 제일모직, 코오롱, CJ제일제당, 자

대체로 만족한다

라코리아 등 산업 및 소비재 제조업체)

보통이다

IT(스타트업)
빅데이터, 로봇, 드론, IoT, VR(AR) 등 IT기술은 물론 IT물류 솔루션, O2O, 온디맨드, 플랫폼 등 유통, 교통, 물류 등 생
활밀착형 스타트업들과 VC(벤처캐피탈)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주요 독자층에 포함돼 있습니다.

불만족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삼성SDS, LG CNS, IBM, SAP, SK C&C, 카카오모빌리티, SK네트웍스, 엠프론티어 등 대형 IT업체들은 물론 우아한형제들, 메쉬코
리아, 허니비즈, 원더스, 마켓컬리, 프레이토스, 고고밴 등 국내외 스타트업)

물류
택배, 3PL(3자물류), 풀필먼트센터, 육해공 화물운송, 물류시설 및 자동화, 물류부동산, 컨설팅 등 국내외 대부분의 물
류기업들이 본지 독자층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한솔CSN, 롯데로지스틱스, 농협물류, DHL, FedEx, UPS, 퀴네나겔,
세바로지스틱스, GIC, 테마섹 등 물류기업 및 물류 관련 부가 서비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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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Leader
CLO는 업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물류 실무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독자

그들의 다양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고글을 통해

낱권구독
15,000원
정기구독
12개월: 180,000원 -> 150,000원
대학생 할인
12개월: 180,000원 -> 150,000원 -> 100,000원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인증 필수)
CLO 매거진은 1년동안 총 12권 발행, 통권 92호 발행 중(2018년 2월 현재 기준)

CLO는 보다 풍성한 콘텐츠를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민정웅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및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으로 정석물류통상연구원 부원
장을 겸직하고 있다. 역·저서로는‘물류학원론’, ‘공급사슬물류관리’, ‘물류기술과보안 의 이해’
등이 있으며 IT 및 Operation 컨설턴트로 활동했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급사슬관리, 물류
정보시스템, 물류보안, SCM과 소셜네트워크 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김도현 교수
국민대학교 김도현 교수는 창업과 전략을 공부한 인연으로 스타트업이 바꾸어가는 세상을 관찰
하고 있으며, 국민대 창업지원단장과 한국벤처창업학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다.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이강대 교수

계좌안내

국민은행 411401 - 01 - 248068
담 당 : clo@clomag.co.kr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서초동 1338-12)
드림플러스 강남 1129호
예금주 : (주)씨엘오

이강대 교수는 현재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응용과학부 패키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패키
징물류연구센터 센터장을겸하고 있다. 주요저서는‘교통물류계획(2005, 두남출판)’,‘ 녹색물류
(2011, 한국표준협회 미디어)’‘, IT 융합과보안(2012, Springer)’이외3종이있으며, 국내외논문
50여편과특허12종이있다. 현재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한국포장학회, 한국물류과학기술학회 이사
와 녹색물류학회 부회장을 엮임 중이다. 관심분야는 패키징물류연구개발과 관련계획과 경영이다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 송상화 교수
대구과학고를 졸업하고, KAIST 산업공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다. IBM 기술연구소와 비지
니스 컨설팅 서비스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다 2006년부터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SCM과 물류 전략 분야 교육 및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 인천대학교 동북아전자물류연구센터 센
터장과 홈플러스 그룹 전략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회사명의로 입금시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 | 개인 명의로 입금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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