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C 혁신운동

CHANGE  변화 

CHALLENGE  도전

CHANCE  기회

TNC 글로벌㈜  │ 글로벌방제㈜  │  (유) ACE방제 

TNC GLOBAL CO., LTD.
고객에 대한 신뢰와 도전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온 명실상부 최고의 종합 물류기업

PRO-2020 www.tncglob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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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Y

1984. 10. 31 (유)에이스방제 창립

1998. 10. 21 주)유니마린 (Bulk선사)  창립

2000. 04. 18 글로벌방제㈜ 창립

2007. 06. 07 TNC글로벌㈜창립

 서울/부산/광양/싱가포르/베트남 지점개소

 일본 이케다 그룹 업무협약

2012. 02. 15 본사 및 물류센터 신축확장

2013. 03. 15 인천공항 항공물류센터 개소

2013. 04. 01 무역사업부문 신설

2017. 12. 01 베트남 현지 합판공장 설립

2018. 03. 15 본사 서울 이전

2018. 06. 04  광주사무소 개소

2018. 07. 20 내륙운송 사업부 신설

2018. 09. 18 창원지사 개소

2018. 09. 30 제주지사 개소

2018. 10. 26 경기광주 영업소 개소

 - 현)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 지회장

 - 현) 한국국제물류협회 본회 부회장

TNC그룹은 지금도 성장·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는 국제물류 시스템을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는 SYSTEM 개발과 

품질개선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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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사업부문 해상,항공운송을 비롯하여 통관대행, 내륙운송, PROJECT 화물 운송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운송, 무역) 전 방위적인 영역에서 ONE-STOP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3자물류에서는 물류비 절감과 신속함을  

 위한 물류 컨설팅을 통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장사업부문 3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포장기술의 혁신 , 품질의 혁신을  

 통하여 소형 포장에서 중.대형 포장 까지 완벽한 품질, 신뢰성있는 제품만을 생산, 공급 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방제사업부문 검역은 제2의 국방이라는 말처럼 특별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선박 및 수출입 화물,   

 목재 포장재 소독 등의 종합 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100년 역사를 가진 일본 이케다방역㈜ 업무   

 제휴를 통해 선진화된 첨단 소독 기법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부문 전세계 120여개 250여개 도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객 여러분의 해외 진출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작은 제품 하나일지라도 정성을 다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CEO MESSAGE

저희 TNC글로벌㈜는 

고객에 대한 신뢰와 도전을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온 

명실상부 최고의 종합 물류기업입니다.

TNC그룹 회장   손  영  철 

  VISION
전문화

Professional

PRO-2020

성장

Procedure

성과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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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네트워크

  WORLD NETWORK

TNC글로벌은 현재 전 세계 약 120여 개국에 Global Network를 구축하고, 중국 산동성과 일본, 싱가폴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Customer를 위한 해상·육상·항공 및 3PL(제3자물류)등

통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택

광주

광양

창원

부산

울산

경기 광주

서울

제주

농림부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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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및 수상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마케팅대상 수상

IATA 및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 등록

CENTROLENE NETWORK 

(싱가포르,독일) 회원 등록

WORLD BLN (스위스) 회원사 등록

농림부장관상 수상

ISO9001/ISO14001 인증서 취득

2006.11.18 

2011.2.18

2007.12.31

2013.3.13

2017.3.1

201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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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사업부 ]

해상, 항공운송을 비롯하여 국내 외 통관대행/ 육상운송/ BULK 운송 및 PROJECT 화물 운송에 대하여  

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입과 연계한 창고보관, 재고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ONE-STOP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자 물류에서는 고객들이 수출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비 절감과  

신속함 및 물류컨설팅을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NC글로벌은 다년간의 KNOW-HOW와 신뢰를 바탕으로 운송, 포장, 물류센터 제공 등 화주기업의 화물을 차별화된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물류비 절감 효과와 화주기업에 대한 신속, 정확, 고객만족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NC 
GLOBAL

입고

보관

선적

운송

포장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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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 글로벌㈜은 FIATA/KIFFA 회원사로서 전세계 120여개국 250여 

GLOBAL NETWORK 구축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해상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상운송

FCL/LCL

해상운송

보험 
부보서비스

특수화물
특수 컨테이너

통관대행
위험물

운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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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 글로벌㈜은 IATA 회원사로서 전세계 120여개국 250여 GLOBAL NETWORK 

구축을 통하여 고객에게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 수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REE TRADE ZONE 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공항내 보세창고, 일반화물

창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귀사의 화물 보관, 취급이 용이합니다.

항공운송

전세계 콘솔 
서비스

Cold Chain

귀중품/ 위험물 
운반 서비스

신속 정확
실시간 추적 
SYSTEM

통관대행

보험 
부보서비스

항공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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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 글로벌㈜의 프로젝트에 특화된 유니마린㈜의  

다년간의 Know-How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송하여 드립니다.

프로젝트화물/BULK 운송

 화물 종류및 지역/국가 특색에 따른 최적의 루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신속 선박의 수배와 선적 현장 검토 작업 이후 선적서류 (인증, 통관, 보험) 을 진행하게됩니다.

  TNC 글로벌㈜ 해외 파트너와 협업하여 프로젝트/BULK 화물의 운송에 문제가 없도록 해당 국가의 사전 조사, 통관법규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일괄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TNC 글로벌㈜은 국내 각 거점과 World Wide Network를 활용한 각국의 대규모 창고를 활용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응이 가능한 냉장/냉동, 항온/항습, 상온 창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항공 물류의 기점 인천공항의 TNC 글로벌㈜ 자체 창고 운영을 통한 항공 화물 창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주기업에 운송,보관,포장,방역 등 두가지 이상 물류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자재  

수급,재고 및 창고관리 상품 수/배송 등 물류와 관련된 전분야를 

위탁하여 고객 서비스를 향상, 물류비용 절감 그리고 물류 운영

의 선진화를 도모합니다.

3PL 물류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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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글로벌㈜는 서울, 인천, 평택, 부산, 울산, 광양 등 지역별 내륙운송거점과  

물류센터를 연결하는 지역별 내륙 네트워크와 연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등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고객 기업에  

최적화 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송사업부 - 내륙운송

셔틀운송

내륙운송

일반운송 위험물 운송

보세운송
무진동

차량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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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소독에서 수출입 화물 소독 및 시설물 방역에 이르기까지 직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방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몇 안되는 ISPM 인증 획득 업체로 방제 방역 분야 국내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ISPM NO. 15. 부록 Ⅱ) 

  KR : ISO의 2자리 국가코드 (예 : KOREA ⇒ KR)

  34019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여한 고유번호 (확인번호)

  MB : IPPC에서 승인된 조치에 대한 약어 (HT, MB)

ISPM NO. 15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5

[ 방제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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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포장

  밀폐형포장 목상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포장방법으로 주로 내용물이 외부로의 습기나 먼지 충격 도난 

등으로 부터 보호해야할 경우 사용됩니다.

개방형은 방수, 방습을 요하지 않는 제품 포장에 적용됩니다.

[ 포장 사업부 ]

포장사업부문은 30년 간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가 요구하는 포장기술의 혁신,  

품질의 혁신을 통해 소형포장부터 중.대형 포장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품질, 신뢰성 있는 제품 포장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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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포장 BOX내부를 알루미늄팩으로 진공상태를 만들어 녹방지 및 부식을 방지하는 포장입니다

  SKID 포장 목상자가 아닌 받침목 형식의 포장으로 중량을 고려하여 샤클과 와이어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번들 포장 번들형은 포장물의 성질, 형태, 운송수단, 하역조건, 충격, 보관 등을 고려하여 STEEL BAND 등을 

사용하여 포장하는데 적용됩니다.

  제품출하 제품포장 완료 후 컨테이너 안에 입고시켜 해상운송도중 유동적인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와이어 및 고정목으로 고정작업을 마친 후 출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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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사업부 베트남 합판 공장

  해외/국내 판매 에이전트

  업무영역

  포장용 원부자재의 해외 구매     해외산지의 원자재 개발및 시장조사

  국내 생산품의 해외 수출사업      해외 수입품의 국내 판매 사업

  합판/LVL 공장

  베트남 하노이 현지 합판생산 설비 구축으로 가격경쟁력 확보

  타 국가 대비 좋은 품질력  및 생산력

  해외/국내 판매

TNC글로벌㈜과 ㈜엔트라의 판매 대리점 계약 체결로 국내 및 해외 판매 에이전트 역활

  판매 아이템

  비접촉식 세차기 (소형/대형 차량)

  세륜기 (대형차량 비산먼지 제거용)

  방역기 (차량 액체 방역/소독)

  자전거 주차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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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부

CENTROLENE 2018 AGM Meeting 참가

2017 FIATA 세계 총회 참가 (쿠알라룸푸르) 2017 UN ESCAP 아시아 태평양 총회 참가 (태국)

WORLD BLN 2nd Meeting in Penang 참가

TNC글로벌해외사업부에서는 전세계 120여개국 250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고객들의  

해외진출에 있어 경쟁력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TNC 
GLOBAL

GLOBAL 
NETWORK

TOTAL 물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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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C GLOBAL CO., LTD.
고객에 대한 신뢰와 도전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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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tncgloba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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