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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 KOREA는 도전, 창조, 투명이라는 3대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고객이 기쁨을 느낄 때까지 정성과 혼을 다해 최고의 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까지 자동차, 산업기계
부품물류시장에서 TOP3가 되는 기업, 변화와 혁신을 통해 100년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Frontier of Korean 3PL Market
독보적인 기술과 운영 노하우로 국내 3자물류시장 선도

2 Value Creation for customers satisfaction
고객 감동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조

3 Global Logistics Company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로 비상

Business Line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BTX KOREA는 오랜 경험과 차별화된 시스템, 남보다 앞선 생각으로 물류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해 완벽을 기하는 정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열정, 미래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 BTX KOREA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객의 기쁨으로 큰 숲을 이루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IT System
Milk Run
수출입물류

모듈조립

Big Tree eXpress

KOREA
Sequence
JIT

Sub-Assembly

3PL

2

3

CEO Messag e

공정하고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깨끗한 기업 고객 감동을

BTX KOREA는 1982년 자동차 부품 운송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지난 30년 동안

창조하는

고객의 성원과 격려 속에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전국 주요 물류거점에 경쟁

물류전문기업

력 있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 종합물류기업
으로 성장했으며 자동차 분야의 오랜 물류경험을 통해 건설기계 부품물류와 자동차 모
듈조립 제조사업에도 진출하여 성공적인 변신을 이루었습니다.

BTX KOREA는
고객과 함께

자동차 및 전 산업별 부품의 조달물류, 사내물류, 수출입물류, JIT(Just In Time) 및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Sequence 물류공급, 재고관리 대행 등 3자물류 전문기업으로서 30년간 한 길을 걸
어왔습니다. 그 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로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화된 물류컨설팅과 IT Solution, 물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작은 일 하나까지 정성과 혼을 다 하여 모든 고객
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드리겠습니다.

꿈과 비전의 실현은 좋은 인재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선
명한 기업을 지향하는 BTX KOREA는 성실하고 자기 계발에 열심인 인재를 키웁니
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 고객 감동을 이끌어내는 인재,
조직의 공동 목표를 위해 봉사 정신으로 기여하는 인재에 대한 지원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감동을 창조하는 최고의 SCM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겠
습니다. 대한민국 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
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
다. 감사합니다.

회장

4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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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 KOREA History

미래를 힘차게 밝히는 BTX KOREA는 1982년 창립 이래 국가 안팎의
수많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의 장수 기업을 실현하기 위해 고객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Sustained Growth,
go on

1982-2002

2003-04

2007-08

2010-12

Since 1982 Foundation

Development time

Remarkable Activities

Run to the Future

1982. 05. 회사 설립

2003. 10. GM대우 군산공장 LLP

2007. 09. GM대우 군산공장 VAA

2010. 01.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물류공급

1990. 08. 대우자동차 창원 국민차공장 물류공급

		 (Lead Logistics Provider) 선정

		 (Value Add Assembler) 선정

2010. 10. GM대우 부평공장 3rd Party 서열공급

1995. 03. 대림터미널㈜ 법인 전환

2004. 05. GM대우 창원공장 서열공급

2007. 11. ISO/TS 16949 인증 경영혁신중소기업 인증

2010.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1997. 07. 대우자동차 군산공장 물류공급

2004. 10. ㈜비티엑스코리아로 상호 변경

2008. 01. GM대우 군산공장 모듈조립 독점 공급

2011. 03. 성실납세기업 표창 (기획재정부 장관상)

2000. 01. 대우자동차 KD수출센타 물류공급

2004. 12. 최우수투자기업 선정(전라북도지사)

2008. 02. ISO9001 인증

2012. 03. 한국GM 부평공장 서열공급 추가계약

2008. 05. GM대우 군산공장 3rd Party 서열공급

		 (전용 공장 설치)

2002. 10. GM대우 군산공장 서열공급

2008. 08. 두산인프라코어 군산공장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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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overview

Business Line 1
모듈조립
Sub-Assembly

Business Line 2

Near to Customers
다양한 사업라인을 구축하여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BTX KOREA는
최신 IT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물류 관리를 통해 스마트한 내일을 약속하며 고객에게 다가갑니다.

3PL
Sequence & JIT(Just In Time)
Milk-Run

Business Line 3
수출입물류

Business Line 4

More exactly

Consulting
IT System

More clearly
More smoothl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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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ne 1. 생산・제조

21세기 자동차 산업의 혁명

생산라인의 윤활유

모듈조립

Sub-Assembly

BTX KOREA 는 자동차 모듈조립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GM 군산공

Sub-Assembly란 3~4개의 부품을 조립한 후 생산라인에 보급하는 방식입니다. 조

장 모듈조립 공급사업자로 선정되어 Front Horizontal, Front Vertical, Rear

립 라인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업체로부터 Sub-Ass’y라인까지 운송효율을 높일 수

Suspension을 조립해 직서열로 고객사(한국GM)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는 고객사(한국GM)의 생산라인 유연성을 높여 주어 제품 생산성을 높이
는 역할을 합니다.

1
1. 자동차 부품 모듈조립공장 내부 전경

1. Sub-Ass’y 조립라인

2. Front Horizontal 조립 Line

2. Sub-Ass’y 작업현장

3. Front Vertical 조립 Line

기술력
체계적인 프로그램 및 전문화된 기술인력 확보를 통해 총 18가지 아이템을 Sub-Assembly하
여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4. Front Suspension 조립 Line

기대 효과

Production

Customer

기술력 및 효과
BTX KOREA는 설비 및 생산시스템의 개발, 설계, 신뢰성 검증까지 조립공정 전 과정을 독자
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합화를 통하여 중량

1. 원가 절감의 효과

2. 조립 시 비쥬얼 검사가 가능하여 불량률 감소

3. 조립에 필요한 인력 및 면적 최소화

4. 생산성 향상

및 부품 수 감수, 조립의 편의성 증대, 효율적 재고관리 및 조립원가를 절감해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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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ne 2. 국내 물류

물류 흐름의 혁신

놀라운 효율성

3PL이란 화주기업이 고객서비스, 물류비 절감 등의 효율 향상을 목적으로 회사의 일부분,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고객사의 생산 정보를 공유하여 합리적인 생산 시스템을 형

혹은 모든 부분을 물류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BTX KOREA는 원자재

성합니다. Sequence와 JIT 시스템을 통해 고객사에 가장 알맞은 때와 장소를 파악

조달부터 완제품 판매까지 전체 SCM에서 발생하는 수출입 및 국내운송, 보관 및 재고관

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PL

Sequence & JIT

리, 입출하 관리, 물류정보시스템, 물류컨설팅 등의 제반 서비스를 일괄 대행합니다.

1. 최적 인프라 및 효율적 조달물류

Sequence 란 ?

BT X KORE A 3PL 서비스 강점

2. 쾌적한 창고 운영 및 자재 Adress 관리
3. 철저한 선입선출에 의한 재고 관리

1

4

풍부한 조달물류 경험
한국GM 현대자동차 조달물류 운영경험
두산 인프라코어 조달물류 운영경험

Telegram을 통해 판독한 정보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사내물류

각각의 자재를 생산 순서에 맞게

십수년간 한국GM 사내물류 운영

Rack(용기)에 담아 실시간으로 고객사

경험을 통해 노하우 축적 및 시스템 확보

2 통합물류 시스템

5 물류전문 인력 및 지식 경험

최신 정보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전문화된 물류인력 보유

고객의 요구에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

Sequence process
실시간 생산 정보

Line Side에 보급합니다. 부품 아이템마다

BTX KOREA (서열공장)

특성에 맞는 검사방식을 적용하여 오서열
(Wrong Sequence)제로화를 실현합니다.

Supplier

Customer
Telegram으로
정보 판독

조달, 사내물류 설계능력 보유

서열 생산
정보지

서열
작업

출고
rack

3 최적화된 인프라

3대 거점(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JIT(Just In Time) 란 ?

Networks를 보유

고객사로부터 발주 받은 부품을 1일 4회

고객 위주 최적의 인프라 운영

이상 적시적소에 적량을 보급하는

JIT process
실시간 정보 공유

운영방식입니다. 현재 전국의 9개 사업장에서

1

2

3

한국GM,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BTX KOREA (Jusr In Time 공장)

JIT방식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4회 납품 (24:00)
④

생산시간을 단축하고 재고를 최소화하여
비용 및 재고 면적을 줄입니다.

3회 납품 (19:00)
③

Supplier

Customer

2회 납품 (13:00)
②

1회 납품 (08:00)
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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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ne 2. 국내 물류

Business Line 3. 수출입 물류

30년 Know-how의 최적 운송시스템

편리한 One-Stop 서비스

Milk-Run

1. 최적의 운송 Route로 빠른 순회
2. 순회운송 대기 차량
3. LOC 부품 출하 현장

수출입물류

당사 차량이 부품업체를 순회해 LOC(물류센터)까지 운송하여 생산라인에 공급합니다.

현지 육상운송과 해상 및 항공운송, 통관, 보관, 물류창고운영 및 납품까지 제반 업무 일체

시스템을 통해 발주와 운송이 유기적으로 관리되어 실시간 정보를 편리하게 공유할 수

에 대한 SCM(공급망 관리)을 제공합니다. 국내 물류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관세 지불 등으

있습니다. 30년 운영의 노하우와 전국적 운송 Networks 보유로 고객 중심의 가시적인

로 거래 조건이 까다로운 국외 물류 운영까지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또한 물류 특성에 맞

운영시스템을 제공하여 양자 모두 물류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는 루트 설계로 현지 공장에서 국내 고객사까지 “Door to Line side”를 실현합니다.

탄탄한 Networks

1. 수출입 물품의 안전하고 빠른 해상 운송

전국의 공장과 LOC를 연계한 다양한 순회 노선으로 최적의 운송망을 설계.

2. 수출입 물품의 체계적 보관 및 재고 관리
3. 수출입 물품의 입・출하 현장

합리적인 운영체계
SCM의 완성을 위해 국제운송으로 반입된 도입물품에 대해 별도의 도입 전용 시스템을 갖춰 체
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품 특성, 크기, 납품 조건에 맞게 Inventory 운영관리를 도입해
효율을 보장합니다.

1

해외

SHPR

공항

항공운송

통관(보세)
창고

공항
(보세)운송

운송

운송
(보세)운송

통관(보세)
창고

항만

해상운송

Customer

항만

국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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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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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Line 4. 물류 컨설팅

24시간 첨단 관리

고객 중심의 맞춤형

고객사의 발주, 국내 조달운송, 수출입운송, 창고 내 입출고 관리까지 총체적인 물류

3자물류를 통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특성에 맞는 최적의 물류 Solution을

활동을 선진화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Web 기반으로 24시간 동안

설계합니다. 현장운영 및 관리, 시스템 설계 및 개발 등 각 부문별 전문가를 갖춘 컨설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며 쉬운 인터페이스로 자료조회가 편리합니다.

팅으로 최적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IT System

1. 첨단 IT System을 통한 수・발주, 재고, 지수관리

Consulting

System Structure

1. 오랜 현장경험의 노하우와 최신 물류기법을

2. Real-Time 화물차량 위치추적 시스템

물류컨설팅 서비스

통해 최적 Solution 제공

3. PDA 스캔으로 입・출고관리

IT System

네트워크 Consulting

원가 Consulting

물류거점 전략 및 네트워크 최적화

물류활동 원가 관리 및 아웃소싱

최적 입지 선정, 시스템 관리

관리 효율화

물류 컨설팅
OMS

TMS

WMS

EMS

오더관리시스템

배차관리시스템

창고관리시스템

지수관리시스템

최적의 발주량 제공

배차조정 및 확정

과다 생산 및 결품 방지

운송지시서 발행

입・출고 및 재고 관리

지수 및 실적 관리
물류 개선 방안 제공

정보 Consulting

전략 Consulting

물류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전략계획 수립

물류운영 전략 및 체계

WMS・TMS 구축

실행 전략 수립

차량 위치 추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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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s

Main
Customers &
Supply

Head Office

Gunsan Plant & LOC

유기적인 관리로 탄탄한 유통망

Networks

JIT
Sequence

JIT

JIT
Sequence
Milk-Run
In-house logistics

JIT

JIT

모듈조립

Incheon 1 LOC
Incheon 2 LOC
Incheon 3 LOC

Milk-Run

Incheon LOC
Jeonju LOC
Ulsan LOC

Gunsan Plant
Gunsan 1 LOC
Gunsan 2 LOC

JIT
Sequence

Changwon Plant

Changwon Plant

Ulsan LOC

Jeonju LOC

Head Office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371-28 우림라이온스밸리

JIT
Sequence
Milk-Run

B동 1209호

Gunsan

Changwon

Ulsan

국내

Other
Customers
자동차 및 산업용 부품을
Gunsan Plant

Gunsan 1 LOC

Gunsan 2 LOC

Changwon Plant

Ulsan LOC

전북 군산시 소룡동 1592

전북 군산시 소룡동 1641-3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500-5

경남 창원시 성주동 30-3

울산시 북구 효문동 843-2

Incheon

Jeonju

Incheon 1 LOC

Incheon 2 LOC

Incheon 3 LOC

Jeonju LOC

인천시 서구 가좌동 295

인천시 서구 가좌동 537-2

인천시 중구 항동 58-43

전북 전주시 완주군 봉동읍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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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
Milk-Run

생산하는 300여 개 회사가
당사의 고객입니다.

JIT

국외

극동가스케트공업(주)

유성기업(주)

Dytech-Fluid Technology

덴소풍성전자(주)

(주)이화산업

Shanghai Huf Automotive

(주)델코

인알파코리아(주)

TAKATA Shanghai Safety Systems

동서공업(주)

인지컨트롤스(주)

동양기전(주)

(주)인피니티

(주)동원테크

(주)일흥

(주)만도

캐스코드(주)

(주)만엘휴멜코리아

(주)코리아하이텍

말레동현필터시스템(주)

코스모이엔지(주)

(주)성우하이텍

한국와이퍼(주)

성원하이드로릭스(주)

한일튜브(주)

(주)세아베스틸

현대위스코(주)

우진공업(주)

현대위아(주)

우창정기(주)

S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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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uccess Partner

BTX KOREA

차별화된 기술력과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여

Costs Reduction

Customer Satisfaction

Customized Service

Logistics

Manufacturing & Production Part

One-stop

고객의 성공을 위해 먼저 뛰는 상생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Partner

Sustained Growth

SCM

Services for People

Quality Service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만드는
BTX KOREA는 정성과 혼을 다해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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