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lex Logistics Center

복합물류센터

서정인터내셔날 복합물류센터의 강점

① 인천공항, 인천항 및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인근으로 수도권 1시간내 진입

② 수도권 확장 및 제2경부선 대비 물류적 잠재성장성 보유 

수도권 진입 접근성 우수

① 천안 주변 산업단지 30분 거리 위치 접근성 우수

② 주변 산업단지 화주 유치 용이

주변 산업단지(고덕, 탕정, 기흥, 화성, 이천) 접근성

① 최첨단 시설의 위험물 전용창고 및 냉장, 냉동, 상온 , 위험물, 유해물품  보관기능

② 3PL운영 및 풀필먼트 기능 등 부가물류기능 가능

편의성, 첨단기능 보유

① 인천공항, 인천항 및  경부고속도로 북천안IC 인근으로 수도권 1시간내 진입

② 수도권 확장 및 제2경부선 대비 물류적 잠재성장성 보유 

W/H 사업 운영 Know-How

복합물류센터별 세부 특징

인천공항물류센터

항공 터미널과 10분 거리 위치한 복합 물류센터로 고객의 
Needs를 100% 충족시키는 종합 물류창고. 고객의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복합 온도 통제 
가능시설을 갖춰 빠른 물류처리 및 위험물 저장 및 취급 
가능합니다.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6번길 97-51, G1 블럭 / T. 032-722-7000 / E. MOP@SJ-INTL.COM

●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보세창고
●      귀중품 보관 및 특수화물 운송 가능 

●      1류부터 6류까지 모든  위험물 취급 물류서비스 제공
●      위험물 전문가의 관리

서비스 강점

층별 현황

위치

냉장/냉동 창고 1H / 1G / 1I
냉장/보온 창고 1B / 1D / 1E / 1F

보온 창고 1A
일반 창고 1C

●      

●      

●      

●      

냉장/보온 창고 2A / 2E / 2F
일반 창고 2B / 2C

귀중품 창고 2D●      

●      

●      

1층 2층

1B1A
1I

2A 2B 2C 2D

2F

2E

물류 장비현황 디젤, 입식지게차 등 / 1t, 2.5t, 5t, 7.5t 등 다양한 화물 운송차랑 보유

다양한 물류 사업 최적의 조건과 산업군별 특화된 고객 특성 맞춤형 One - Stop 서비스를 진행하며 보관부터 유통, 조립, 
포장 등의 사후 관리까지 시스템화 된 복합물류센터로 대기업 납품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C 1D 1E

1F



복합물류센터별 세부 특징복합물류센터별 세부 특징

●       인천공항 위험물 터미널 단독 운영
●      민간 최초 체결
●      국내 1~6류 위험물 및 국제 CLASS 1~9 등급 DG화물 처리 가능

●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의거한 창고 시설
●      위험물 등급에 따라 수출 및 수입 보관
●      재고 및 위험물 유지관리

서비스 강점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

1류부터 6류까지 모든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진일보한 위험물 취급 물류서비스.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 의거한 창고 시설은 물론, 위험물 관리 전문 직원에 의한 화물 
관리로 다양한 위험물 등급에 맞는 위험물 냉동 창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부에 위치해 전국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한 최적의 입지조건                                ●       각층 직접 접안 가능 / 층별 독립공간 사용
●        A동은 지하 1층 저온 창고, 지상 2층, 4층 상온창고, B동 ~ D동 험물저장소, 
    E동 식당/기숙사로 구성된 복합형 물류창고

서비스 강점

천안 1 물류센터   

대한민국 중부에 위치한 입지조건 좋은 초대형 종합물류
센터. 대기업 납품 적합성 인증을 획득하여 대규모 물량의 
빠른 대응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고  국제 기준 NFPA30
소방설계 적용된 위험물 관리 시설과 각종 지게차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모전4길 77-1  /  T. 041-415-1830  /  E. 3PL@SJ-INTL.COM

각 동별 현황

위치

지하 1층 냉장/냉동창고 (전용면적 4,169.00㎡)
지상 2층 상온창고  (전용면적 5,195.43㎡)
지상 4층 상온창고  (전용면적 3,755.21㎡)

A동

B동

●       4층 실내 하역장 보유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77-45  /  T. 032-722-7090  /  E. ACCDG@SJ-INTL.COM

동별 / 층별현황

위치

A동

1류 - 산화성고체(염소 브롬)
2류 - 가연성고체(황,유황,철분)
3류 - 자연발화 금수성물질

4류 - 인화성 액체(석유, 알콜류)●      

●      

●      

●      

A44류
A54류class 8class9

보온 소화가스실A33류
A22류
A11류

A74류(냉장)
A64류(냉장)

소화가스실
B34류

B동

B21류6류

B14류class2class6class7

5류 - 자기반응성물질
6류 - 산화성 액체●      

class 1  화학류(폭발위험)
class 2 가스류(인화,독성)
class 6 독성(독성,점염성)

class 7 방사성
class 8 부식성

●      

A동
B동 위험물저장소 (전용면적 1,802.34㎡)

국제기준 NFPA30 소방설계 적용
C동 / D동
위험물저장소 (전용면적 865.56㎡)
3류 위험물저장소 (전용면적 141.35㎡)
E동

지원시설 / 경비실 / 식당 / 기숙사 (전용면적 261.67㎡)

●       국제기준 NFPA30 소방설계 적용

C동
D동

E동

●      

●      

●      

●      

●      

물류 장비현황 삼방향지게차 / 전동, 디젤지게차 등 / 8.5t 등 다양한 화물 운송차랑 보유



서비스 강점

인천시 연수구 아암대로  755  /  T. 032-722-7033  /  E. ERIC@SJ-INTL.COM

규모 및 현황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태왕빌딩 6층  tel  02-2139-8100 ￜ fax  02-2139-8119

본      사  E-mail  sales@sj-intl.com   Tel  02.2139.8100

Contact Point

인     천   E-mail  mop@sj-intl.com    Tel  032.722.7000 위 험 물   E-mail  accdg@sj-intl.com  Tel  032.722.7090 천     안   E-mail  3pl@sj-intl.com       Tel  041.415.1830  인 천 항   E-mail  eric@sj-intl.com      Tel  032.722.7033 

복합물류센터 문의

국제물류영업 문의

3,000평 부지 운영
규모

향후 200년 채굴 물량 확보
현황

서비스 강점

인천시 연수구 아암대로  755  /  T. 032-722-7033  /  E. ERIC@SJ-INTL.COM

규모 및 현황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태왕빌딩 6층  tel  02-2139-8100 ￜ fax  02-2139-8119

본      사  E-mail  sales@sj-intl.com   Tel  02.2139.8100

Contact Point

인     천   E-mail  mop@sj-intl.com    Tel  032.722.7000 위 험 물   E-mail  accdg@sj-intl.com  Tel  032.722.7090 천     안   E-mail  3pl@sj-intl.com       Tel  041.415.1830  인 천 항   E-mail  eric@sj-intl.com      Tel  032.722.7033 

복합물류센터 문의

국제물류영업 문의

3,000평 부지 운영
규모

향후 200년 채굴 물량 확보
현황

복합물류센터별 세부 특징

●      중량물 및  석재 수출입 및 보관에 최적
●      3000여평 이상의 Open Yard 야적공간
●      컨테이너 적출 및 적입에 용이

●      서해안 관문 인천항의  Open CFS 기능 보유
●      30 톤급  특수 지게차 보유
●      인력/장비 등 전문성 보유

서비스 강점

인천항 야-드

가평석 수출 독점과 큰 석재 수출입과 컨테이너 적출 
가능한 물류창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30톤지게차로보유
로 중량물 화물 적재에 적합합니다.

인천시 연수구 아암대로  755  /  T. 032-722-7033  /  E. ERIC@SJ-INTL.COM

규모 및 현황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26, 태왕빌딩 6층  tel  02-2139-8100 ￜ fax  02-2139-8119

본      사  E-mail  sales@sj-intl.com   Tel  02.2139.8100

Contact Point

인     천   E-mail  mop@sj-intl.com    Tel  032.722.7000 위 험 물   E-mail  accdg@sj-intl.com  Tel  032.722.7090 천     안   E-mail  3pl@sj-intl.com       Tel  041.415.1830  인 천 항   E-mail  eric@sj-intl.com      Tel  032.722.7033 

복합물류센터 문의

국제물류영업 문의

3,000평 부지 운영
규모

향후 200년 채굴 물량 확보
현황

30톤 지게차
보유장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