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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처리비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택배비 ▪극소형 2,100원(건) 80cm/2kg 이하 ▪대형 4,000원(건) 160cm/25kg 이하

▪소형 2,400원(건) 100cm/5kg 이하 ▪이형 8,000 
~11,000원(건)

160cm/25kg 초과

▪중형 2,800원(건) 120cm/15kg 이하

* 기준길이 : 택배 박스의 가로+세로+높이 세 변의 합
* 도서산간 지역 및 해외 배송비는 실비 추가 정산
* 택배비는 공급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부자재비 ▪박스-극소 1호 220원(개) 18cm×12cm×8cm ▪봉투-택배봉투 150원(장) 40cm×50cm×4cm, 재질 : HD

▪박스-극소 2호 450원(개) 26cm×20cm×16cm ▪봉투-안전봉투 180원(장) 23cm×28cm×4cm, 재질 : PET

▪박스-극소 3호 650원(개) 35cm×25cm×15cm ▪완충재-에어캡 80원(장) 25cm×50cm

▪박스-소형 1,450원(개) 41cm×31cm×15cm ▪완충재-에어캡 봉투 120원(장) 30cm×30cm

▪박스-중형 1,650원(개) 50cm×35cm×25cm ▪친환경-종이 완충재 300원(장) 50cm×50cm

▪박스-대형 2,650원(개) 박스-중형 기준 초과 ▪친환경-종이 테이프 80원(건) 택배박스 1건당

* 서비스 기준: 가로×세로×높이 (테이프비 포함/콜로세움 자체 제공 박스 사용 시 기준, 고객사 개별 박스 사용 가능)
* 부자재비는 공급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포장작업비 ▪표준 600원~(건) 입고 시와 동일한 형태의 택배 출고를 위한 피킹/패킹 작업 기준,
합포장(5개 이내) 무료 적용, 대형/고중량 작업 시 별도 협의
* 바코드 출고 시 바코드 스캔비 80원/건 추가(부착이 필요한 경우, 부착비 별도)

보관비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팔레트 플랜 ▪수도권 1,000원(팔레트/1일) 1팔레트 : 110cm×110cm×155cm 
1팔레트당 최대 1SKU

▪지방 600~800원(팔레트/1일)

셀 플랜 ▪수도권 200원(셀/1일) 1셀 : 60cm×45cm×45cm
1셀당 최대 1SKU

▪지방 120~160원(셀/1일)

EA 플랜 ▪의류/잡화/도서 10~20원(개/1일) 의류/잡화, 도서 이외 유형은 사전 별도 협의

* 1팔레트 미만의 보관 상품은 부피 기준의 CBCM(cubic centimeter)으로 일별 자동 계산됨 
* 10cm×10cm×10cm당 1원
* 기본 로스율 0.3% 적용(제품 유형에 따라 별도 협의)

서비스관리비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입고비 ▪택배 250원(박스) 기준 길이 120cm 초과 시에는 무게/부피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차량(팔레트) 2,500원

▪차량(박스-1톤 미만) 40,000원 상온 기준이며, 냉장냉동 이용 시 상온 요금의 40%를 가산
컨테이너 비용은 FCL 기준

▪차량(박스-2.5톤) 100,000원

▪차량(박스-5톤/20FT컨테이너) 250,000원

▪차량(박스-11톤/40FT컨테이너) 500,000원

콜로세움 상온 요금제
콜로세움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로 사용하신 만큼 요금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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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비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검수비 ▪단순검수 무료 규격화된 박스 크기/매입 수+박스당 1 SKU인 경우에만 적용 가능,
입고 물량의 1~3% 랜덤 검수

▪전수검수 50~300원(개) 단순 검수가 불가능한 경우,
유통기한, 판매기한, 일련번호, 바코드 등 요청 관리 사항 등을 고려한 사전 협의

검품비 ▪의류/잡화 300원~(개) 오염/실밥/불량 체크 등(사전견적 협의)

▪가구 1,000원~(개) 불량 여부/부속품 체크 등(사전견적 협의)

▪식품, 가전, 고가품 별도 협의 기기 오작동 여부/외관 체크, 일련번호 관리 등(사전견적 협의), 
상품 판매가 30만 원 이상

부가서비스비 ▪상품가공 200원~(건) 스티커/스탬핑, 라벨/텍 작업 등

▪세트구성 500원~(건) 단순 박스 포장부터 특수 패키징, 큐레이션 박스 등

▪특판/납품 별도 협의 B2B 판매를 위한 물류 작업

▪이벤트 별도 협의 홈쇼핑, 공동구매, 크라우드 펀딩 등 대량 단품 이벤트 분류작업

▪해외배송 1,000원~(건) 도큐먼트 작업, 이지드랍/이지특송 작업 등

일반출고비 ▪팔레트 3,000원(팔레트) 팔렛타이징(팔레트분류/적재/랩핑) 필요시, 추가 비용 13,000원 발생

▪박스 1,000원(박스) 기준 길이 120cm 초과 시에는 무게/부피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

* 일반출고는 최소 24시간 전 요청 시, 이용가능

반품관리비 ▪반품처리 600원~(건) 반품 접수 및 반품 운송장 번호 리스트 제공
육안 기준 양품화 여부 확인 작업 기준
추가 검품 작업 비용은 별도 협의
사전 협의된 반품 처리 가이드에 따라 처리

▪폐기처리 300원~(건) 기준 길이 120cm 초과 시에는 무게/부피에 따라 추가 비용 발생함

▪별도보관 보관비 실비

▪양품화 500원~(건) 고객 변심 또는 제품 하자로 인한 반품 시에만 발생
사전 협의된 양품화 작업 가이드에 따라 처리
양품화 전후 처리 비용은 별도 협의

일반관리비 구분 요금(단위) 서비스 기준

▪전담 매니징비 택배 처리비, 보관비,  
서비스 관리비 요금의 5~10%

월 택배 건수에 따른 차등 및 누진 할인 적용
운송장 출력비 및 COLO 이용료 무료제공

▪창고 통신비/보험료

▪데이터 서버 관리비

이커머스 물류를 고민하신다면, 콜로세움과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고도화된 AI 기술력과 정교한 물류 시스템으로 고객 맞춤 솔루션을 찾겠습니다.

서비스 문의하기

콜로세움 상온 요금제
콜로세움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요금제로 사용하신 만큼 요금을 정산합니다.

https://www.colosseum.kr/service-inqui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