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송지 진입제한, 과적 방지, 주문 분할, 물량 배분, 상차 추가/감량 기능 제공 및 

수/배송 최적화 엔진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배차관리를 위한 
자체 기술 보유

차량별 표준적재량, 표준연비, 최적거리 등을 바탕으로 차량 정산, 임시용차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온도 및 위치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냉장/냉동식품,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 배송 시 위치와 온도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과거 이력과 

차량의 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손쉬운 배송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콜드체인을 위한 
실시간 위치 및 온도 관리

차량 기사에게는 배차 내역 알림과 휴무 관리를, 대리점과 고객에게는 

기사 출발 알림 및 제품 미출고 내역 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변동이 

자주 발생하는 물류 시장에서 신속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업무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스마트폰 연계를 통한 
업무 간소화

물류 운영 업무 표준화
및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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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보드 배송 노선 지도

ZINi TMS란?

TMS는 기준정보 및 업무 규칙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배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주문 
분할, 운송사별 물동량 배분, 상차 감량, 상차 추가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차량관제시스템과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시 출도착(율), 적재(율), 운행(율) 등의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형태 : 구축형, 클라우드형

ZINi TMS 특징

ZINi TMS 수·배송 관리시스템
TM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ZINi TMS Module 구성도

ZINi TMS
Module

기준정보
수·배송
배차계획

배차조정모바일

정산/실적
관리

차량운송

·납품처별 배송계획 수립

·화물/차량/납품처 기준 배차계획

·차량할당 및 배송 라우팅

·배차계획의 조정

·차량조정 (자동/수동)

·적재화물 조정

·운송차량에 배송위치

·모바일 기반 운행경로 관리

·출/도착예정 관리

운송요율에 의한 정산관리·

운송비/도로비 관리·

용차정산 관리·

차량/운송사별 운송실적 관리·

모바일 기반 배송관리·

배송관리·

차량관리·

휴무관리·

시스템 운영 기준정보·

배송처/공급처 및 차량/기사관리·

센터위치/도크/적재용량 관리·

업무규칙/정책관리·

1 신속성

·신속/정확한 업무지원

  - 신속/정확한 배차 계획 지원으로 시간 단축

  - 차량 회전/적재율 및 납기 준수일 증가

  - 운영인력 효율화로 인력 감소

  - 실시간 운행경로 제공으로 경제성 제고

- 배송경로 Routing 분석으로 유류비 감소

- KPI 분석을 통한 운송효율 관리

- 업무 표준화에 따른 관리능력 향상

- 다양한 업무 정책 선택 관리로 사용 편리성 제공

가시성2
·배차/차량관리 가시성 확보

   - 데이터기반 공정배차

   - 차량 기사 모바일 배차지시 및 운행관리

- 차량 위치관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가변성3
·사용자 커스터마이징 및 기능 확장

   - 운영 전략에 의한 사용자 정책 설정 기능지원

   - 차량 위치/온도/연비 관제 시스템 연계지원

- ERP 및 다양한 Legacy와 I/F 방법 제공

ZINi TMS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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