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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ISTAR PARTNERS 소개

“뒤엎이는 헤게모니, 연결의 중심에 서는 가장 쉬운 방법”

LOGISTAR PARTNERS는 국내 1위 공급망물류 전문매체 CLO의 온오프라인 콘텐츠와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기업전용 프리미엄 구독(Subscription) 솔루션입니다. LOGISTAR PARTNERS를 통해 격변하

는 물류산업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취득하고, ‘네트워크’와 ‘데이터’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LOGISTAR PARTNERS 참가업체는 기본적으로 월간 CLO, 단행본(유니콘 꿈꾸는 물류 괴짜들, 로지스타포캐

스트 등) 등 CLO 온오프라인 콘텐츠 무료구독 혜택을 제공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지스타서밋’, ‘로지스타

포캐스트’, ‘DSCM ACADEMY’, ‘김편의 생활물류연구소’ 등 매년/매달 진행하는 유료 오프라인 컨퍼런스, 토

크콘서트에 최우선 초청권을 드립니다. 아울러 CLO가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유통채널을 기업 프로모션

(PR) 채널로 자유롭게 활용 가능합니다. 

2. 로지스타파트너스 프로그램 개요

구분 금액(연간)

LOGISTAR PARTNERS

PLATINUM 20,000,000 KRW

PREMIUM 10,000,000 KRW

PLUS 5,000,000 KRW

LIMITED 2,000,000 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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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OGISTAR PARTNERS 혜택 안내

TOTAL SOLUTION FOR SUPPLY CHAIN LOGISTICS

PREMIUM CHANNEL FOR CORPORATION CORE VALUE

구분(PLATINUM/PREMIUM/PLUS/LIMITED)

요금제
PLATINUM PREMIUM PLUS LIMITED

20,000,000 KRW 10,000,000 KRW 5,000,000 KRW 2,000,000 KRW

CLO 연간구독(매월) O(50부) O(25부) O(10부) O(5부)

단행본 발송 O(50부) O(25부) O(10부) O(5부)

생활물류연구소 초청(매월) O(10명) O(5명) O(2명) O(1명)

로지스타서밋 초청(매년 4월) O(20명) O(10명) O(5명) O(2명)

로지스타포캐스트 초청(매년 11월) O(10명) O(5명) O(2명) X

DSCM ACADEMY 초청 (매년 3-12월) O(2명, 임원 이상) O(1명, 임원 이상) X X

거래처/협력업체 네트워킹 주선 O(10개) X X X

CLO 연간광고 O(연 12회) O(연 3회) O(연 1회) X

CLO 홈페이지 배너광고 O(12개월) O(3개월) O(1개월) X

로지스타서밋 홈페이지 

파트너스 로고표출
O O O X

로지스타포캐스트 

홈페이지 파트너스 로고표출
O O O X

오프라인 행사 자료집 및 

현수막 파트너스 로고표출
O O O X

로지스타서밋 기업홍보 부스 제공 O(2개) O(1개)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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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ERENCE : LOGISTAR SUMMIT

2016년부터 매년 4월 열리고 있는 국내 최대의 공급망물류(Supply Chain Logistics) 컨퍼런스입니다. 2016년과 2017

년 각각 ‘Beyond Logistics, 물류를 넘어’, ‘Digital Knows Flow,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600명 이상의 물류, 

유통, 제조, IT 등 각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공급망물류 관련 행사로는 처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2년 연속 내

방했습니다. 2018년에는 ‘We Go Mobility, 소유에서 공유로’를 주제로 4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립니다.

로지스타서밋은 크게 SUMMIT STAGE, LOGISTAR STAGE, DEMODAY STAGE로 구성돼 있습니다. SUMMIT 

STAGE는 매해 달라지는 공급망물류 관련 핵심주제를 중심으로 업계 핵심 인사들이 인사이트를 전하는 강연 무대입니다. 

LOGISTAR STAGE는 공급망물류 관련된 기업의 최신 기술과, 제품·서비스를 행사장을 방문한 600여명의 고객에게 시

연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DEMODAY STAGE는 떠오르는 신흥기업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제품을 피칭하는 자

리입니다. 물류스타트업 ‘원더스’는 이 자리를 통해 데뷔하여, 현시점 케이큐브벤처스, 동훈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누적 

7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LOGISTAR PARTNERS 기업에게는 로지스타서밋 초청은 물론 LOGISTAR STAGE 부스(PLATINUM, PREMIUM)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LOGISTAR SUMMIT 2016 (물류를 넘어, Beyond Logistics)

강호인 국토교통부 前장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강경훈 우버코리아 前대표,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이승준 스트

라입스 대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김종성 동원산업 부사장, 이강표 FMS코리아 이사, 박정훈 CJ미래경영연구원 

수석, 손재권 매일경제 기자, 정태영 CJ대한통운 TES전략실장, 박주상 한진 이하넥스사업부 상무,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

물류대학원 교수(이상 13명 연사 참여), 3개 스테이지 업계 관계자 500여명 참여

- LOGISTAR SUMMIT 2017(Digital knows the flow)

강호인 국토교통부 前장관, 민정웅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최우정 신세계그룹 

전략실 부사장,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 Erez Broitman 프레이토스 아시아 운영총괄, 김창수 원더스 대표, 노상규 서울

대 경영대학 교수, 문지영 이베이코리아 이사, 유재석 원아시아 선임에디터, 이준복 옐로익스프레스 대표, 박상훈 커머스링

크 대표, 최상의 KMI 항만물류연구실장, 이철훈 위메프 팀장, 김동철 ICB 부사장, 박상신 디맨드쉽 대표(이상 16명 연사 

참여), 3개 스테이지 업계 관계자 6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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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타서밋 2016 행사장 전경(삼성동 코엑스 진행). 500여명

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20만 원 이상의 

티켓을 판매한 유료행사로는 업계에서 이례 없는 규모입니다.

DEMODAY STAGE에서 서비스를 피칭하고 있는 기업들. 

DEMODAY STAGE 심사위원으로는 김광현 디캠프 센터장, 윤

종효 UTC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이희우 코그니티브인베스트

먼트 대표, 정신아 케이큐브벤처스 상무,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

터 총괄상무, 이현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참여했

습니다.

LOGISTAR STAGE에서 서비스와 제품을 소개하고 있는 기업

들. 2016, 2017 두 차례 로지스타스테이지에는 국토교통부 장

관을 포함한 업계 인사 수백 명이 방문했습니다.

로지스타서밋 2017 행사장 전경(대한상의 진행). 600여명의 관

계자가 참여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 자리에선 넥스트 유니콘

으로 지목받는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 ‘프레이토스(Freightos)’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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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FERENCE : LOGISTAR FORECAST

2016년부터 매년 11월 열리고 있는 내년 공급망물류 트렌드를 미리 보고 시장을 리딩하는 자리입니다. 로지스타포캐스트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한 연사들이 저자로 참여한 단행본이 별도로 발행됩니다. 2016년과 2017년 발행된 각 단행본은 각

각 온라인 교보문고 물류/SCM 부문 베스트셀러 3위, 1위에 오르는 등 공급망물류 트렌드를 미리 보고자 하는 사업기획자

들에게는 필독서가 되고 있습니다.

로지스타포캐스트2017은 ‘슘페터의 파괴적 혁신’을 주제로 민정웅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송상화 인천대 동북아물

류대학원 교수,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박성의 위메프 사업제휴실장, 박정훈 CJ미래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재홍 KEB

하나은행 기업컨설팅센터 회계사, 박상훈 PT월드와이드로지스틱스 인도네시아 법인장, 박상신 디맨드쉽 대표, 민영훈 삼

성SDS SL사업부 수석, 손재권 매일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이종훈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김철민 CLO 편

집장(이상 12명)이 저자(연사)로 참여했습니다.

로지스타포캐스트2018은 ‘슈뢰딩거의 고양이 : 불확실성을 넘어’를 주제로 최우정 신세계그룹 전략실 부사장(이커머스 총

괄), 차동호 CJ대한통운 택배부문장(부사장),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 상무, 김시우 ECM특허법인 대표변리사, 김영준 

골목의전쟁 저자, 김종승 SK텔레콤 IoT신규사업기획팀장, 남영수 아하파트너즈 상무, 박찬재 두손컴퍼니 대표, 송상화 인

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이강대 연세대 패키징학과 교수, 이우용 페이오니아 한국지사장, 이

재홍 신정회계법인 회계사, 이종훈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 조현재 비욘드어스 대표, 박상신 디맨드쉽 대표, 김

철민 CLO 편집장(이상 18명)이 저자(연사)로 참여했습니다.

LOGISTAR PARTNERS 기업은 로지스타포캐스트 단행본을 제공 받습니다. 아울러 오프라인 행사에도 특별 초청 받아 미

래 트렌드를 리딩하는 업계 핵심 연사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 8일 개최한 로지스타포캐스트2018은 코트야

드메리어트 호텔에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30만 원에 판매

된 티켓은 매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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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EFERENCE : DSCM ACADEMY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국내 유일의 ‘디지털 공급사슬관리’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15명의 기업 중견, 임원진을 

대상으로 열리는 프리미엄 강의로 물류뿐만 아니라 IT, 금융, 유통 등 이종산업까지 두루 핵심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정웅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교수가 핵심연사를 맡으며, 교육 모듈 중 일부는 업계 실무자(아마존, 신세

계 예정)가 직접 나와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LOGISTAR PARTNERS(PLATINUM, PREMIUM) 기업 임원은 인당 250만 원 수준의 참가금액 부담 없이 특별 초청

받아, CLO의 역량이 집약된 프리미엄 교육 콘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을 막론한 각계 핵심 인사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다.

DSCM ACADEMY Curriculum

Module Topic Course Detail
SCM & Logistics Course 1. SCM 101 - Basic Principle of SCM
Trend Intelligence Course 2. Logistar Summit 2018 - Invitation Letter Included

SCM & Logistics

Course 3. Redefinition of SCM - SCM as Corporate Core Value

Course 4. Innovation in SCM

- SCM Innovators Case Studies
- Fast Fashion Industry
  (Inditex, Uniqlo, H&M)
- IKEA & Zappos
- Tamagoya

Cases & Benchmarking

Course 5. WH & Infra
<Guest Speech : Fulfillment>

Course 6. Trade & e-Commerce
<Guest Speech : CBT>

Course 7. Transportation

<Guest Speech>
- Air
- Road
- Ocean
- Last-mile Delivery

Course 8. Technology

<Guest Speech>
- Robot
- Block chain
- IoT
- AI

Trend Intelligence Course 9. Logistar Forecast 2018 - Invitation Letter Included

Wrap-up Course 10. Beyond SCM & Logistics -  Amazon’s Multi-stacked platform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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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FERENCE : 김편의 생활물류연구소

2018년 3월부터 매달 열리는 캐쥬얼 토크콘서트 행사입니다. 그달 가장 뜨거운 공급망물류 이슈를 선정해, 업

계 관계자들과 함께 조금은 거칠게 자유 대담합니다. 업계의 이슈를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10만 원에 판매되는 티켓은 LOGISTAR PARTNERS 기업에 한하여 무료 공개됩니다.

8. REFERENCE : 그밖에도

CLO는 매년 ‘글로벌 물류스타트업 원정대(2017년 홍콩·심천 방문, 라자다·페이오니아·오픈포트 등 공급망물

류 네트워크 탐방)’ 등 산발적인 기업대상의 오프라인 네트워킹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콘 

꿈꾸는 물류 괴짜들’과 같은 단행본 또한 산발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LOGISTAR PARTNERS에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로지스타 서밋’, ‘로지스타 포캐스트’, ‘DSCM 

ACADEMY’, ‘김편의 생활물류연구소’ 외에도 CLO가 생산하는 모든 온오프라인 콘텐츠에 대한 참여 우선권을 

드립니다. 

3월 제 1회 생활물류연구소는 ‘신세계의 1조원 

투자 유치와 그 향방’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CLO 

김철민 편집장(물류), 원더스 박성의 CMO(유통), 

최진홍 이코노믹리뷰 ICT 취재부장(IT), 이재홍 

신정회계법인 회계사(금융)가 모여 자유 대담을 

벌였습니다.2018.2.20

<김편의 생활물류연구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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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OGISTAR PARTNERS 신청 안내

신청 절차

뒷면에 첨부된 LOGISTAR PARTNERS 신청서를 CLO 공식 e-mail(clo@clomag.co.kr)로 송부해 주십시오. 

LOGISTAR PARTNERS 혜택에 대한 상세 안내는 본 참여 제안서의 ‘3. 혜택 안내’부터 ‘8. REFERENCE’까지

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보낸 이후 CLO에서 송부하는 청구서를 받으신 후 해당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주십시오.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서류

LOGISTAR PARTNERS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문의 

LOGISTAR PARTNERS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서초동 1338-12) 드림플러스 강남 1129호

T. 010-7387-3235 김철민 편집장 / F. 02-520-1590 / E. clo@clom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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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AR PARTNERS 신청서

LOGISTAR PARTNERS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공식 이메일로 또는 팩스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E. clo@clomag.co.kr / F. 02-520-1590

신청업체 정보

기업명 :

기업 주소 :

유선 전화 :

팩스 : 

E-MAIL :

웹사이트 :

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후원 프로그램

PLATINUM

PREMIUM

PLUS

LIMITED

입금 예정일

1차 납입(총 금액의 50%)

잔금 납입

              월            일

              월            일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10-412647 ㈜씨엘오

작성 일자 : 

기업명 : 

대표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