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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소개 

◈ 세계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인터넷,  

    물류 산업으로 인해 점점 글로벌 한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 단순히 최저가를 제시하거나 상품과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Business Partner 될 수 있도록 더 나이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사장님 뒤에서 도움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 CH express는 항상 사업주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단순한 배송 서비스만을 생각하지 않고 오랜 기간 다져진 노하우,  

    시스템 개발 능력 및 축적된 자본력, 고객 서비스의 강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나 사업주 분들의 편에 서서 100% 만족할 수 있는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CH express 



1)창고보험 

2. About Us 

Delaware / 델라웨어 New Jersey / 뉴저지 

◈ 저희 회사는 상품, 창고, 보안에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 상 품 보 험 : 파손주의 상품의 경우 보험 가입 시 추가패킹이 필수 

    ◆ 창 고 보 험 : 모든 물류 센터가 250만불 이상의 보험을 가입,  

                         모든 상품들은 화재 및 도난으로 발생되는 손해까지 처리될 수 있어 

                         사고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였습니다.  

    ◆ 보안시스템 : 모든 물류센터 내 CCTV 16개 운용 중, 24시간 녹화 및 감시가 가능하고, 

                          1년 동안 자료를 보관하여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를 예방합니다.   



2)입 • 출고 관리 

2. About Us 



3) 오류 관리 

2. About Us 



4) 반품 관리 

2. About Us 



2. About Us 

5)24시간 C/S 가능 

● 현지 배송부터 한국 통관 및 배송까지 

    원하시는 내용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한국에서도, 현지에서도 시간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원하는 내용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2. About Us 

6)구매대행, 공동구매 

● 구매대행 

  ● 결제가 불편하셔서 고민이신 회원사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다년간의 노하우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 공동구매 

  ● 다량의 제품 매입을 원하시는 회원사분들께 저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 미국 현지 직원들이 사업의 필요한 물건들 직접 구매하여  

       사장님의 사업에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Our Service 

CH express만의 약속 

●  CH express는 우체국 택배만을 사용합니다. 

●  합 배송/나눔 배송 별도 비용 없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  당일 출고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  저희는 파트너에게 저희 공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 재고가 많아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창고 보관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  본사가 한국에 위치하여, 사장님들의 궁금증, 답답함.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항상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저희의 다년간의 노하우 사장님을 위한 노하우 입니다. 



노광득 팀장   010.4434.57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