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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stics
Leader
 창조와 열정으로 국내 굴지의 물류회사를 넘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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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About SAMIL  회사소개 |  Best Logistics Service  ㈜삼일

회사개요   Company Overview 

창립이래 50년의 시간을 

오직 한결같이 물류만을 생각하며 달려 온 삼일은

운송사업, 하역사업, 터미널사업을 영위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삼일은 1965년 창립이래 오직 고객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고객의 물류

비 절감과 최적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수백대의 

대형화물차량과 특수장비, 자동화된 첨단물류창고, 디지털 물류시스템을 

보유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육상운송, 항만하역, 보관물류 및 터미널 사

업을 영위하는 명실상부한 종합물류회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주)삼일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 미래 

를 만들어 가는 기업, 가능성을 실천하는 기업,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이는 기업으로서 인류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고객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주식회사 삼일 임직원 일동

회 사 명 주식회사 삼일

대표이사 홍상복

설 립 일 1965.12

임직원 수 156명 (관리직 93명, 기사직 17명, 기타직 46명)

자 본 금 16,213 백만원 

매 출 액 95,104 백만원

주요 서비스 화물운송, 항만하역, 보관물류, 터미널 사업

홈페이지 www.samil31.co.kr

사업장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사 업 장 포항 외 6개 (인천, 당진, 대구, 창원, 광양, 부산)

Together for a better future

since 

1965
사업장 (포항 외) 

   6
임직원수 

 156

     자본금         (백만원) 

16,213
     매출액         (백만원) 

9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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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
1965년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취득 이후 신규투자 및 경영다각화를 통해 도약기와 성장기를 거쳐
온 저희 (주)삼일은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나아가고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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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Company Overview 

History

·태동기

1978. 07. 01 본사이전 (포항시 괴동동 611번지)

1976. 07. 10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취득

1975. 12. 24 삼일운수사  → 삼일운수(주) 법인설립

1974. 12. 20 포항종합제철 (주) 운송협력업체 등록

1965. 12. 08 삼일 운수 설립 (포항시 중앙동 73번지)

·도약기

1998. 09.09 기업 이미지 통합 (로고 심볼마크 제정)

1997. 03. 15 장외등록 (등록번호462)-기명식 보통주 400,000주

1997. 04. 07 창원,당진 지점설치

1994. 06. 04 제품자동화창고 준공

1993. 10. 08 자동차운송주선업 등록 인가

1993. 07. 01 항만운송사업면허 인가 (항만하역업)

1984. 01. 09 삼일운수 (주) → (주) 삼일로 상호변경

1982. 07. 09 대구출장소설치

1981. 12. 14 부산, 부평영업소 설치

1980. 10. 08 서울영업소 설치

·성장기

2009. 12. 01	 광양영업소	설치
2007. 12. 01	 종합물류업	인증취득	(건설교통부)
2007. 06. 1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ISO	9001:2000	/	KS	A	9001:2001)

2005. 08. 01	 부산YK스틸	출하	위탁관리
2001. 03. 23	 디지털	물류사업	추가
2001. 01. 01	 항만사업부	부두운영사제(TOC)	시행
2000. 01. 01	 목적추가-화물터미널사업	외	13종

·재도약기

2016. 05. 01	 당진물류창고	준공
2015. 03. 23	 대표이사	홍상복	취임
2014. 07. 14	 본사	이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2014. 01. 23	 포항신항3부두	임항창고	준공
2013. 01. 12	 우수화물인증	취득	(국토교통부)
2012. 06. 21	 삼일	물류센터	건립	(규모	5,800평)
2012. 03. 23	 해상화물	운송주선업	추가

1960~1979

1999

19
80

~

2000~2010
2011~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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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
삼일의 핵심사업으로써 1965년 창업이래 국가경제의 동맥인 수송분야에서의 축적된 최고의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최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며 운송에서부터 창고
보관, 출하용역, 물류정보의 제공까지 Total 물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소개   Our Service

Inland Transportation

서비스 특징 ·일반화물자동차, 특수화물자동차 등 약 400여대의 대형 화물차량 확보 

·인천,부산,광양을 비롯한 전국 6개 영업지점망을 연계한 운송네트워크 구축

·최첨단 물류창고 등 다수의 보관창고를 보유하여 고객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TRS (다중 무선통신)을 통한 배차시스템 가동으로 신속 배차 및 정확한 운송 

·온라인 물류시스템의 구축으로 제품 입출고 및 재고현황 등 고객사에 물류정보 제공

·ISO 9002 및 우수물류기업 인증 취득으로 고객을 위한 품질경영 실현

   
차량 보유 현황  

추레라 풀카고 카고 덤프

149대 8대 45대 15대

서비스 분야 철제품 및 일반화물
·코일, 선재, 후판 등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철강제품의 운송에 적합한 전용차량과 
특수장비를 보유, 최적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요청 시 보관 및 선별출하 서비스
를 제공

컨테이너 운송
·부산, 인천, 광양 등 주요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는 컨테이너 화물들에 대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점 및 영업소에서 전국적 운송네트워크를 활용한 배차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
속하고 정확한 운송서비스를 제공
 
중량물 및 특수화물
·국내 최초로 2MW급 풍력발전기 20기를 하역, 운송,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중
량화물, 장척 화물 등 특수화물운송에 적합한 신장비와 전문인력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사에 
관련 전문기술력을 제공

철제품
및

일반화물

중량물
및

특수화물

컨테이너
운송

중량물 운송

산하물 운송

철강 운송

타워 운송

삼일2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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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
포항항 7,8부두 TOC 부두운영사로서 자체 부두 선석 및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박의 입출항 시점
부터 수출입 제품에 대한 항만하역, 보관 및 고객사의 공장인도까지 일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소개   Our Service

Stevedoring

서비스 특징 ·자체 부두 선석을 보유하여 선박 입출항에서부터 하역작업까지 신속한 작업 수행

·전문 하역요원들의 관리감독하에 제품별 작업매뉴얼을 통한 24시간 작업체제

·우천시 제품 사전 수송작업을 통한 조기 선적이 가능하도록 전천후 운송장비 운영

·하역작업 후 보관서비스와 단거리 및 장거리 운송 등 연계서비스로 고객 편의 제공

·자체 임항창고 보유 및 창고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제품 입출고 정보 및 재고정보 제공 

   
선석 보유 현황  

위치 선석수 접안 능력 길이 (M) 수심 (M) 면적 (㎡)

포항항 4선석

10,000 톤급 191 7.0 (Apron 4,584 / 야적장 15,471)

  5,000 톤급 157 5.0 (Apron 3,486 / 야적장  4,110)

20,000 톤급 240 8.8 (Apron 5,184 / 야적장  4,316)

10,000 톤급 150 8.5 (Apron 3,600 / 야적장 18,000)

계 (Apron 16,854 / 야적장 41,897)

서비스 분야 철강제품 및 일반화물
·코일, 선재, 후판, 빌렛, 파이프 등 제품별 하역작업에 적합한 하역장비와 운송수단 보유 
·하역작업 후 제품 규격별 선별 작업 후 단거리 및 장거리 운송서비스 제공

벌크 화물
·벌크 전용 선석을 보유하여 무연탄, 크링카, 코크스, 비료 등 벌크화물은 당사가 주로 전담
· 화주의 출하 지시에 의해 항만내 계근 후 고객사의 공장까지 양질의 품질상태로 운송   

서비스 제공
 
중량물 및 특수화물
· 고중량의 건설기자재 및 프로젝트 화물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및 전문기술력 확보
·특수차량 및 장비를 투입, 최적의 작업방식과 경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하역운송서비스 제공   

철강제품

일반제품

임항창고 내부

중량물

임항창고

철강제품
및

일반화물

중량물
및

특수화물

벌크 화물

PART 2.  Our Service  서비스소개 |  Best Logistics Service  항만하역



13 14

보관물류
최첨단 자동화 물류창고 등 다수의 창고시설과 넓은 야드를 보유하여 고객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장별 상하차 설비 및 장비의 완비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출하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소개   Our Service

Warehousing

서비스 특징 ·고객사별 보관계약 방식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사별 제품별 구분관리로 고객사 출하 요청 시 선별작업 후 신속, 정확한 출하서비스 제공 

·최상의 창고 상태 관리 및 제품별 매뉴얼화된 작업수행으로 최상의 제품 품질상태 유지     

· 제품의 입고시점부터 출고까지의 물류 흐름을 실시간 Tracking 하며 재고 위치정보
의 전산화로 고객사 긴급출하 요청 시 신속한 대응

·디지털 물류시스템 운영으로 고객사에 제품 입출고 및 재고정보 등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절차

보관계약 체결 ⇒ 제품 입고정보 접수 ⇒ 제품 입고검수 ⇒ 하차 및 보관 ⇒ 출고지시

서 접수 ⇒ 제품 선별 및 상차 ⇒ 출고검수 및 송장발행

하차작업

보관관리

상차작업

출고검수

물류시설
보유현황

지역 사업장 창고명 면적(평) 보관능력(평) 야드 (평) 보관능력(톤)

포항

괴동 물류창고 776 6,500 2,623 23,000

장흥

자동화 창고 1,018 10,000

3,722 9,000정비공장 창고 711 1,500

텐트하우스 473 1,500

옥명
물류센터 5,800 40,000

8,000 11,000
제2물류창고 1,300 4,500

기타 7,700 13,000

당진 송산 물류센터 1,400 17,000

계 11,478 81,000 22,045 56,000

옥명 물류센터 야드 장흥 자동화 창고 괴동 물류창고 당진 물류창고

PART 2.  Our Service  서비스소개 |  Best Logistics Service  보관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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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사업
교통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여 산업물류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운수업체와 화물
알선업체간의 정보교환, 배차, 주차, 주유, 사무실 임대 등 Total 물류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소개   Our Service

Terminal Business

물류터미널
소개

·물류 발생의 근원지인 포항철강관리공단내에 소재

· 포항-건천간 산업도로, 영일신항만-포항철강공단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포항 -
울산간 고속도로 진입로인 남포항IC에 인접한 교통의 요지에 위치

·107,304㎡ (32,459평)의 넓은 부지, 440여대의 차량을 동시에 수용 가능한 주차시설 완비

·임대 사무동, 주유소 및 화물취급소 등의 부대시설 완비

시설 현황

주유소 임대사무실주차장 물류센터

서비스
소개

주차 관련 서비스

·주차 관제시스템(차량번호인식)운영으로 입출차 편리, 차고지 증명 발급 등

사무실 임대

·시스템 냉난방 임대사무실 20실 보유, 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 완비  
 
주유 서비스

·대형 화물차량의 진출입 용이, 최신식 자동세차기 보유

시설 명칭 시설 현황

부지 면적 107,304㎡

주차 시설 주차 가능 대수 : 433대 (승용차 153대, 화물차 280대)

관리사무동 및
임대 관리동

지상 3층, 연면적 3,753㎡, 임대 사무실 총 20실

근린 시설 식당(1층)

화물 취급소 4,480㎡

주유소
443.6㎡ (1층) , 자동세차기 

주유기 6대 : 경유 주유기건(12), 무연 주유기건(12)

PART 2.  Our Service  서비스소개 |  Best Logistics Service  터미널사업

터미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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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등 주요 거점별 영업지점망을 연계한 전국적 운송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간 연계  
운송과 복합운송으로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점

대구 영업소

당진 지점

광양 영업소 

인천 영업소

포항 본사

창원 지점

PART 3.  Business Network  영업망 |  Best Logistics Service   ㈜삼일

Business Network 사업장 주소
  및 
연락처

주요
고객사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항본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054-289-1051 054-286-6321

본사영업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054-289-1065 054-286-6321

운송사업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054-289-1030~1 054-286-6321

터미널사업
(주유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덕로 125-15
054-289-1053
054-272-6301

054-286-6321
054-273-3109  

항만사업부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262 해운센터 101호 054-278-5261~2 054-278-5263

부산 지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76 대한통운빌딩 1006호 051-463-7935 051-463-7936

당진지점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로 21 041-356-9186~8 041-356-9189

광양영업소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200, 2층 6호 061-792-3031 061-792-3034

인천영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석로 90번길 4 032-772-3125 032-772-3126

대구영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9길 14-14 세은빌딩 301호 053-583-3131~2 053-583-3130

창원지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72번길 5-6 3층 055-276-0461~2 055-276-0463



Make a better world
  with a better service

저희 (주)삼일은 “더 나은 서비스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는 사명감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VISION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종합물류기업

더 나은 서비스로
더 좋은 세상을

MI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