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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기존의 불편함을 없애고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물류 생태계를 만듭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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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화주(판매자)와 회원사(물류센터)를 연결하고, 기존 물류의 불편함을 해결하여

누구나 쉽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입니다.

창고 매칭

센터/물류 서비스 제공

주문, 출고 주문 정산, 데이터 인사이트

주문/물류 관리 물류센터 관리

요건에 맞는 창고 검색

화주 (판매자) 회원사 (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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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칭 플랫폼

SaaS형 WMSSaaS형 OMS

Matching
Matching Platform

물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화주와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를 최적의 

방법으로 매칭

OMS
Order Management System

수십 개의 쇼핑몰 주문을 한 번에

수집, 물류센터 자동 출고 요청 및 재고 연동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

자동화된 물류 시스템을 통한

쉽고 정확한 물류 관리 및 SaaS 형태의 

쉬운 도입

화주-회원사 매칭부터

판매, 물류, 창고 관리까지

공유 물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진정한 차세대 물류 IT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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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회원사 매칭부터

판매, 물류, 창고 관리까지

플랫폼과 솔루션이 결합된

Kakao i LaaS 하나로 다 되는 통합 물류 관리를 경험해 보세요.

최적의 물류 서비스 추천/매칭
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한 최적의

물류 서비스, 물류센터 매칭

비즈니스 성장을 이끄는 주문 솔루션
주문 채널 및 외부 플랫폼과의 연계,

데이터 분석이 더해진 All-in-One 대시보드

더 쉽고 편리한 물류센터 관리
유연하게 구축할 수 있는 SaaS형 WMS.

물류 작업 계획 및 실행 모니터링
롯데, 한진, CJ 등 국내 대형 배송사 연동 완료

매칭 플랫폼 OMS W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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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i LaaS만의

차별점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기술력과 확장성으로

통합 물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물류 IT 솔루션 AI를 더해 물류 산업의 표준을 제시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플랫폼 확장성

Kakaowork, Kakao Mobility 등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

포워딩, 직구/역직구 플랫폼 등

서비스 확대 가능성

자체 Cloud를 통한
운영 안정성

10년간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

검증된 IT 인프라와 운영 기술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Kakao i Cloud 환경

완성도 높은
SaaS형 플랫폼

구축형이 아닌 SaaS형

플랫폼으로 쉬운 도입

고객 지향적 사용 환경으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시스템

AI 기반의
물류 경쟁력

지능형 검색, 추천 솔루션을 통한

최적의 물류 관리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AI 모델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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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A STAR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보호 수준에 대한 글로벌 보안 인증’

- ISO2700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ISO27017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인증’

- ISO27018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인증’

- ISO27701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 ISO27799 ‘의료분야의 민감정보, 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글로벌 인증’

- 한국인터넷진흥원 CSAP(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 금융보안원 CSP(Cloud Service Provider) 안정성 평가 - 22년 1Q 예정

- ISMS-P 인증 - 22년 상반기 예정

kakao i cloud

데이터를 서로 다른 하드웨어에

분산, 중복 저장해 안정성 보장

대규모 데이터와 집약적인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로 설계

높은 확장성과 안정성

고성능 아키텍처

시스템 부하량, 트래픽, 속도 등을

고려하여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확장/축소

다양한 보안 인증 획득을 통해

인정받은 안정성과 신뢰성

유연한 리소스 관리

클라우드 보안 인증

Kakao i LaaS만의

차별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Kakao i Cloud 환경에서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자체 Cloud를 통한 운영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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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구축 
운영 장비 필요 없이 Kakao i LaaS

도입 하나로 끝나는 플랫폼 구축

용이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업데이트 필요 없는

최신 버전의 운영 환경 세팅

Dev Ops
전담 DevOps 팀 배치로 모든 기술적

문제에 대한 빠르고 유연한 대응

카카오의 검증된 IT 인프라와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SaaS형 비즈니스

kakao i cloud

물류 Big Data

고객/판매 데이터

경로 추적/

인프라 관리

Kakao i LaaS만의

차별점

클라우드 기반의 편리한 SaaS형 Logistics-as-a-Service로

구축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환경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SaaS형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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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AI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을 통한 판매/물동량 예측,

물류 자원 최적 배치

kakao i insight

데이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예측, 최적화, 추천, 이상 감지 등 AI 파이프라인 구축

kakao i search 

KEP Knowledge Graph 등

판매/물류/SCM 측면의 인사이트 제공

Kakao i LaaS만의

차별점

Kakao i LaaS 물류 네트워크에 AI 기술을 더해

물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AI 기반 물류 경쟁력



12Kakao i LaaS 서비스 소개서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물류 관리에서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카카오 서비스와의 연동은 진행 중입니다.

Kakao i 와 연결된 '/캐스퍼'로

추후 업무용 AI Assistant로 활용 가능

카카오 알림톡으로 주문 및

물류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전달

알림톡 도착

카카오워크를 통해 실시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를 처리

Kakao i LaaS만의

차별점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의 확장성으로 물류를 쉽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확장성



13Kakao i LaaS 서비스 소개서

플랫폼과 SaaS 솔루션으로

물류의 End to End를 연결합니다.

02



14Kakao i LaaS 서비스 소개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남양주시

서울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수원시

부천
인천

광명
성남시

+

+

기존 물류 Asset, 인프라

IT 솔루션과 플랫폼

물류 생태계 참여자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고양시

김포시
의정부시

가평군

양주시

남양주시

서울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과천
안양

의왕
군포

시흥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수원시

부천
인천

광명
성남시

물류의 다양한 옵션 제공

소터, 터미널 등을 활용한

운영 사업자의 참여

다양한 물류 Asset 활용

물류센터의 위치, 풀필먼트 운영,

제공 서비스 등 니즈에 맞게 선택

화주가 선택하는 물류

물류의 End to End를

연결하는 플랫폼

다양한 물류 산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물류 인프라를 플랫폼과 솔루션으로 연결합니다.

IT로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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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B2C 플랫폼 화주(판매자) 회원사(물류센터) 라스트 마일 배송
OMS 물류센터 매칭 WMS

주문, 판매 수집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
다 채널 주문

창고 및 서비스 제공

유형에 맞는 

물류센터 매칭

원활한 물류센터 

운영부터

라스트 마일 배송 

연결까지

물류의 End to End를

연결하는 플랫폼

상품 등록부터 주문, 물류관리, 배송까지 물류의 End to End를

플랫폼과 SaaS 솔루션으로 완성합니다.



16Kakao i LaaS 서비스 소개서

02
공유 물류 네트워크,

필요한 만큼 빌리고 빌려주는 물류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류센터 매칭

02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 공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03
AI가 더해져 무궁무진해질 

물류센터 매칭의 가능성

01
비즈니스 유형, 

니즈에 맞는 물류 서비스 찾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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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도 VR 창고 정보로 비대면 창고 실사 실현

비즈니스 유형 및 필요로 하는 물류 서비스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창고 필터링

* 매칭은 모바일 App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화주

360도 VR 내부 사진 등을 통한 투명한 물류센터 정보 제공
상품 유형, 보관/운송 서비스 등

내 비즈니스 유형에 맞게 검색하는 필터

스마트 견적으로 

예상 물류비 계산하기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류센터 매칭

3D 창고 투어를 통해 생생하게 물류센터 정보를 확인하세요.

내게 꼭 맞는 물류 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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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운영 중인 물류센터, 간편하게 등록 물류센터 등록 상황 및 화주 매칭 현황은 바로바로 파악 앱에서도 센터 운영 상황 확인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류센터 매칭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류센터 공간을 공유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보관, 공간 공유를 넘어 물류 자원까지 공유하여 인프라 비용 절감

* 매칭은 모바일 App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물류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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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쉽게

물류센터 매칭

AI가 더해져 물류센터 매칭의 미래는 더 새로워집니다.

협업 필터링, 콘텐츠 기반 필터링 등의

AI를 활용하여 ‘화주-물류센터’ 매칭을 

최적화합니다.

FAQ 트랜잭션 챗봇 및 상담톡 도입으로

고객이 직면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합니다.

‘화주-물류센터’ 매칭을 넘어

센터와 센터, 운송 수단 매칭까지.

마지막 고객까지 물류 자원이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합니다.

AI 추천 매칭 인터렉티브 챗봇 도입 물류 자원까지 예측/추천

* KEP AI를 통해 더 고도화됩니다.물류센터 매칭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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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OM - 주문부터 물류관리까지.

하나의 채널로 통합한 주문 관리 솔루션

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02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와 
판매를 도와주는 인사이트

03
출고 자동화는 기본
재고/물류 관리까지

04
센터별 주문 할당 및 재고 조회

01
멀티채널 쇼핑몰 통합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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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쇼핑몰 주문을 모아 한 번에 주문을 관리하고 출고까지 연결합니다.

주문 데이터

물류 실행 결과

상품 상태

실적

고객 지향적

사용 환경

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판매 분석

재고 배치

제품 수명 주기

재고 최적화

···

주문 채널 연결

물류센터 데이터

쇼핑몰 주문, 수시 자동 수집 및 수집된 주문에 대한 통합 출고 요청

미연동 쇼핑몰도 손쉽게 주문 업로드

멀티채널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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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데이터 대시보드로 주문 및 물류 흐름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시간 알림을 통한 진행 파악 주문/출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오늘 할 일을 계획쇼핑몰별, 센터별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모니터링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주문 및 출고 현황

주요 상황 및 물류센터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 기능

데이터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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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주문에 따른 출고 자동화는 물론 효율적인 물류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품별, 주문 건별 출고 진척도 확인 재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한 인사이트 제공상품별, 로트별, 센터별 재고 현황 조회 및 재고 상태 체크

쇼핑몰 연동 후 자동 출고까지 한 번에

판매 데이터를 넘어 재고 데이터까지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고 전략 전개 및 인사이트 기반의 물류 관리

출고 자동화 및 재고+물류 관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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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물류센터별로 주문을 할당합니다.

상세 필터 및 물류센터별 조회 기능을 통한 세밀한 재고 관리 물류센터로 주문 할당

주소 정제주문 수집

쇼핑몰별 주문 수집 후 비용 절감 및 효율을 낼 수 있는 최적의 물류센터로 주문 분배

OM-WM의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반의 인터페이스로 원활한 센터별 물류관리

센터별 주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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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 하나로 해결되는

물류관리

OM에 kakaoenterprise AI가 더해지면 놀라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Kakao i Search Knowledge Graph를 통해 

상품, 주문 등 데이터로부터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비즈니스 분석이 쉬워집니다.

머신러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최적의 판매, 재고 회전 전략을

추천합니다.

수요, 공급, 재고량, 판매량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하여 최적의 재고를

실시간으로 권장합니다.

AI 기반의 인사이트 판매, 물동량 예측/추천 최적의 자원 배치

[+] OM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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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M - 물류센터의 디지털 전환

자동화를 돕는 창고 관리 솔루션

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02
전략 기반 작업 지시

03
주문/작업별 출고 방식 선택

04
고도화된 재고 관리 체계

01
유연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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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유관 시스템과의 유연한 연동이 가능합니다.

LaaS OM-WM 간 안정적 I/F 기반 외부몰 주문 연동,

Legacy OM 및 ERP도 Skill Builder* 활용하여 

원활한 I/F 구현 가능

센터 내 출고 작업 설비**와 WM 간

Skill Builder 기반 I/F 통해 작업 실적 데이터 정합성 제고

** 식품 제조기업 H사 대상 DAS/DPS 연동 수행

* Skill Builder : 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솔루션으로, 외부몰/ERP/

                                  택배사 연동 등에 활용 가능

국내 대형 택배사와의 I/F 연동 완료로 

운송장 출력 등의 택배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

Order Data I/F

Order Data, Master I/F

작업 실적 작업 지시

...

Result I/F

Order Data I/F

SaaS형 WM

Skill Builder

Skill Builder Skill Builder

Skill Builder

Legacy OM/ERP

LaaS OM

+ 추가 Open 예정

LaaS OM

주문 관리 시스템(OM) 연동 출고 설비 연동 배송 시스템 연동

출고 현황

송장 번호

DAS DPS

인터페이스 솔루션 통한 외부몰/ERP/설비/택배사 등 연동 통해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기반의 안정적인 물류센터 운영 실현

유연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28Kakao i LaaS 서비스 소개서

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적치·할당 전략으로 작업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상품 유형별 적치 전략 실행 선입선출 기반의 재고 할당

사전 세팅된 로직 기반으로 적치 작업 자동 지시, 

상품 유형 고려하여 동일 상품 적치 셀 및 인근 셀 추천

유통기한, 입고 일자, 제조 일자 고려한 

선입선출 (FIFO) 전략으로 재고 할당 진행

Mobile Device로 

추천 셀 확인하며 현장 작업

사전 세팅된 적치 로직을 기반으로 상품 유형별 적치 지시

할당 로직을 기반으로 선입선출 기반 재고 할당

전략 기반 작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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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다양한 출고 작업 옵션으로 현장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업 유형별 출고 작업 웨이브 생성 작업 특성에 맞는 Device 활용 분할 패킹 시 추가 송장 발행

택배사/온도 유형/설비 구분하여 작업 차수(웨이브) 생성 분할 패킹 필요시, 작업 중 추가 송장 즉시 발행 가능실물 피킹 시 Mobile Device 활용하여 단계별 현장 작업에 활용

유형별 출고 작업 웨이브, Mobile Device, 분할 패킹 활용 등

다양한 현장 작업을 포괄할 수 있는 출고 작업 옵션

주문/작업별 출고 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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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상세 속성 체계로 재고 관리를 고도화합니다.

세분화된 재고 속성 체계로 품질 관리 고도화

온도 유형, 유통기한, 유효기한, 제조 일자,

최초 입고 일자 등 재고 관리 단위 (LOT) 세분화

정밀한 재고 조사

필요에 따라 전수 및 Cycling 조사 활용,

PDA 이용하여 손쉽게 현장 실사 진행

재고 현황 다각도 모니터링

상품별, 로케이션별, 로트별 재고 현황 조회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View Point로 재고 조회

재고 조사 후 수량 불일치, Recall, 파손 등

재고 이상 발생 시 즉시 재고 보류 조치하여 출고 제한

재고 이상 상황 신속 조치

세분화된 재고 속성, 재고 현황 다각도 모니터링, 재고 조사 통해

재고 정합성 및 가시성 향상

고도화된 재고 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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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으로 물류센터 관리를

똑똑하게

AI 기술을 바탕으로 Smart Warehouse Management로 나아갑니다.

표준 운송장 기반의 배송 관리

기능을 통해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물류센터 내 작업 실적을 수집하여

주문/작업 타입별 생산성을 분석합니다.

생산성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할당된 주문에 대한

최적의 작업 스케줄링을 제안합니다.

표준 운송장 활용 생산성 분석 최적의 자원 스케쥴링

[+] WM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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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i LaaS가 만드는

새로운 물류 생태계에 참여하세요.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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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i LaaS

서비스 이용 프로세스

LaaS 전담 Support Team의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플랫폼 사용을 지원합니다.

LaaS 유지 보수 전담팀 운영
LaaS 유지 보수 전담팀이 자체 유지 보수를 시행하여

필요 기능에 대한 수정 등급 부여 및 시스템 반영을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스 오류 및 Case 진단 수행

오류 수정 및 배포

시스템 오류 분석 및 수정 지원

신규 전략 편성, 보안 이슈 개선 등 

관련한 신규 기능 배포

Core-source에 대한 추가 배포

신규 물류센터 Configuration, 

운영 전략 편성, 신규 화면 Add-on 

및 Customizing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전담 Help Desk 운영
장애 발생 시 담당자에게 신속 통보 및 조치하여

사용자 업무 영향 범위를 최소화하고, 장애 유형 및 

이력을 관리하여 상황별 최적의 조치를 제공합니다.

Issue-tracking

Process
Issue 발생

Service

Leader 통지

담당자

내용 접수

Supporter

원격 지원

플랫폼 사용 이슈 접수
단순 기능 오류뿐만 아니라 필요 기능에 대한 시스템 반영

요구사항, 신규 센터 Set-up 관련 문의 등을 접수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시스템 사용을 지원합니다.

Remote

Phone

Mobile

On-site

서버 다운 및 DB Lock 발생

데이터 오류 발생

플랫폼 기능 오류 발생

일부 기능 성능 저하

전략 로직 수정 필요

신규 물류센터 Set-up

화면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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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 i LaaS

생태계에 참여하세요

화주

(판매자)

상품/비즈니스에 맞는

물류센터 매칭

판매채널 별

주문 자동 수집

자동 출고 요청 및

판매/물류 인사이트

비즈니스 기회 모색

판매 증진, 재고 효율화

보유자산을 활용한

추가 수익/비용 절감

솔루션을 통한

물류 운영/센터 혁신

매칭 화주의

물류 서비스 요청 수집

공유 창고 및

물류 서비스 등록

회원사

(물류센터)

“내 사업에 가장 적합한 물류 서비스를 찾고 싶어요.”

“우리 회사만의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공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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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연결되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

기존 물류의 불편함을 카카오스럽게 해결하고

물류에 관한 모든 것을 연결합니다.

Connected

물류 생태계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뛰어난 연결성

Flexible

쓴 만큼만 지불하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물류

AI Native

AI와 데이터 기술로 길을 제시해 주는

비즈니스 파트너

Easy & Friendly

어렵고 복잡했던 물류가

쉽고 간편해지는 물류 DT



kakaoilaas.com

kakaoenterprise.com/partnership/consulting

ilaas@kakaoenterprise.com

ilaas_tech@kakaoenterprise.com

홈페이지

도입문의

대표메일

기술문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akao Enterprise  

kakaoenterprise

@kakaoenterprise

물류의 시작과 끝,

Kakao i LaaS와 함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