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물류산업진흥재단 매거진 제작』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1 물류산업진흥재단 매거진 제작』 협력업체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년 12월 31일

다. 사업내용 : 재단 사업 홍보와 더불어 우수 물류기업, 물류정책, 물류 트렌드 탐색,

재단사업 수혜업체 인터뷰 등 다양한 물류관련 컨텐츠 취재 및 제작을 통해 신 물류 정보를

읽기 쉽게 업계 내에 공유함

2. 제작 기간

  가. 2분기(뉴스레터 6월호) : 2021. 3월 3주차 ~ 2021. 06. 02(수)

  나. 3분기(뉴스레터 9월호) : 2021. 06. 03(목) ~ 2021. 09. 01(수)

  다. 4분기(뉴스레터 12월호) : 2021. 09. 02(목) ~ 2021. 12. 01(수)

※  컨텐츠 제작 세부 일정,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은 차후 선정업체에 별도 제공

※ 중간보고, 최종 업로드 및 배포 일정은 본 재단에서 지정한 일정을 반드시 엄수

※ 본 재단이 지정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시, 대금지급에 있어 패널티 부여 가능

3. 과업 내용

가. 총 3회(분기별 1회 첫째 주 수요일 발송) 물류기업, 물류정책, 물류 트렌드 탐색, 재단사업 

수혜업체 인터뷰 등 다양한 물류관련 컨텐츠 취재 및 제작 후, 별도의 기사 업로드 페이지를 

마련하여 게재하고,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가입 회원들에게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송

나. 기사 교정 및 교열

다. 뉴스레터 디자인 및 코딩

- 뉴스레터 발송용 탬플릿 디자인 및 코딩

- 메일링 가능한 HTML 소스 및 이미지 파일 제작

마. 뉴스레터 발송용 HTML 파일, 고화질 PDF파일, JPG파일, 원본 AI파일 제공,

재단 홍보매체 업로드용 기사 원문 한글파일 제공

3. 컨텐츠 제작

  가. 형식

- 전 월호 : 뉴스레터 발송용 HTML 파일, 고화질 PDF파일, JPG파일, 원본 AI파일

           별도의 기사 업로드 페이지 마련,

           재단 홍보매체 업로드용 기사 원문 한글파일

  나. 횟수

- 3회(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다. 내용

- 뉴스레터 6월호

목차 내용 비고

Logistics
Issue

Ÿ 물류 이슈

- 1월 ~ 5월까지의 해당 월 물류 관련 이슈 브리핑
-

KLIP 

Project

Ÿ 재단 사업 소개

- 재단 진행 사업 소개(2021 재단 정기교육)
-

Theme On
Ÿ 주제로 보는 물류

- 신선식품, 의약품 등 콜드체인 운송용기 주제

* 주제별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동시에 

연관된 우수 중소물류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함

Logistics 

Trend

Ÿ 기획 기사

- AIㆍ빅데이터 기반 무인화ㆍ자동화 로봇 관련 스마트 

물류 컨텐츠

- 스마트 물류 센터 엿보기

* 최신 물류 트렌드 정보제공

* 스마트 물류 관련 기획 

기사 제작

Column
Ÿ 칼럼

- 물류 법률, 노무, 세무 관련 칼럼 1개
-



- 뉴스레터 9월호

목차 내용 비고

Logistics
Issue

Ÿ 물류 이슈

- 6월 ~ 8월까지의 해당 월 물류 관련 이슈 브리핑
-

KLIP 

Project

Ÿ 재단 사업 소개

- 재단 진행 사업 소개(컨설팅 지원 사업)
-

Theme On
Ÿ 주제로 보는 물류

- 해외 역직구(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주제

* 주제별 산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동시에 

연관된 우수 중소물류기업 

또는 스타트업들을 소개함

Logistics 

Trend

Ÿ 기획 기사

- 친환경 물류 컨텐츠(수소/전기 화물차, 친환경 스마트 

포장용기 등)

* 최신 물류 트렌드 정보제공

* 친환경 물류 관련 기획 

기사 제작

Column
Ÿ 칼럼

- 물류 법률, 노무, 세무 관련 칼럼 1개
-

- 뉴스레터 12월호

목차 내용 비고

Logistics
Issue

Ÿ 물류 이슈

- 9월 ~ 11월까지의 해당 월 물류 관련 이슈 브리핑
-

KLIP 

Project

Ÿ 재단 사업 소개

- 2021 물류산업진흥 컨퍼런스

- 대ㆍ중ㆍ소 상생협력 연구 과제

- 제 8회 논문 공모전 수상작

- 올해의 중소 물류기업 및 장인

- 2021 물류 스타트업 경진대회

- 근무환경 개선 사업

컨퍼런스 특집으로 재단 진행 

사업 위주의 컨텐츠로 구성

Column
Ÿ 칼럼

- 물류 동향 관련 칼럼 1개
-

4. 결과보고서 제출

  가. 각호별 결과보고서

- 각호 제작 완료 후, 일주일 이내 제출

- 각호 결과보고서 요약, 향후 제작 방향 등에 대한 제언 포함

5. 제출서류

  가. 매거진 제작 계획서

- 상기 기재된 1항, 2항, 3항, 4항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

※ MS PPT 사용, 자유형식으로 기재하되, 괄호 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회사 조직도, 용역 수행 인력 현황, 최근 2년간 유사 용역 수행 실적) 

  나. 가격제안서

- 항목별 금액 상세 기재

  다. 기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통장 사본

6. 협력업체 선정 방법 및 근거

  가. 선정 방법 : 재단 내부 심사

  나. 선정 근거(제출 서류 종합 평가)

      - 재단 니즈에 부합하는 컨텐츠 제작 계획서 내용

        ※ 디자인 방향, 용역 수행 인력, 취재 및 컨텐츠 가공 계획, 뉴스레터 제작 및 업로드 방법, 

           기사 교정 및 교열 방법 등

      - 제안가격의 적정성 

        ※ 각 항목별 세부 내용 및 산출 근거 제시    

  다. 최근 2년간 유사 컨텐츠 제작 실적(’19년,’20년 기준)

※ 발주기관명, 제작 횟수, 계약 금액, 제작 기간 등

          

7. 서류 제출 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 기한 : 2021. 03. 12(금), 14:00

  나. 제출처 : 사업운영1부 매거진 담당자(srkang@klip.or.kr, 02-3279-3207)



8. 기타

  가. 업체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물류산업진흥재단 매거진 제작 사업규모 및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