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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방비나_ SEBANG VINA Co., Ltd.

세방비나 흥옌 물류센터

5th Floor, Licogi 13 Building, Khuat Duy Tien street,
Nhan Chinh ward, Thanh Xuan district, Hanoi city

Pho Noi B Textile and Garment Industrial Park,
Yen My District, My Hao district,
Hung Yen province, Vietnam

T +84 . 4 . 3222 . 2108
F +84 . 4 . 3222 . 2110

호치민

세방비나
SEBANG
NET WORK

당진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세방비나는 세방그룹의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5년 1월 14일에
설립된 투자 법인으로 베트남에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경인

경인 안성 수도권 물류 센터
인천 물류 센터

about SEBANG VINA

동해

동해 항내 물류센터

세방비나는 앞으로 지속적인 신 물류기법의 개발, 프로세스 혁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고객만족, 더 나아가 고객감동 실현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떨치겠습니다.

인천

당진

포항
군산 5부두, 7부두

포항 물류센터

1965년 항만하역 사업에 첫 발을 내디딘 세방그룹은 지난 반세기 동안 전국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에
경쟁력 있는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한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기업입니다.

군산
전주

전주 물류센터

울산

울산 세방 신항부두

세방그룹은 수·출입 화물의 항만하역, 창고보관, 육·해상운송, 중량화물 운송 및 설치, 3자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세방그룹만의 독보적인 기술력 및 최신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노하우,

창원
광양 삼천포
목포 대불부두

목포

부산 우암 CY / CFS

부산

창원 물류센터
삼천포 화력발전소 전용부두

물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종합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 및 3,000만톤 이상의 벌크 화물을 처리하는 세방그룹은 한국 주요
항만과 도시에 대규모 CY & CFS, 최신식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집화, 수배송 등 고객 요구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업체의

광양 하포 일반부두

편의를 위하여 통관은 물론 화물 중계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 IT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물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 현황

창고 현황

주변 접근성
구분

내용

위치

흥옌성 포노이 B공단

준공일(예정)

2016. 9. 30.

창고규모

지상1층 (중2층 사무실)

대지면적

30,000㎡ (9,075평)

연면적

10,064㎡ (3,044평)

보관 용적

7,684Pallet

Location &
Facility Status

세방비나

위치 및 장점
위치

장점

하노이

30km

·하노이 및 인근 지역을 타켓으로
유통 물류에 최적의 입지 조건

하이퐁항

75km

·15년 12월에 개통한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에 가장 근접한 최신식 물류센터

공항

47km

· IT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노이바이 공항

47km

하노이

30km

세방비나

75km

하이퐁항

물류 서비스
및 조감도

물류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작업처리와
실시간 물류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
·운송 | 베트남 내 수/배송,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물류센터 운영 | 보관, 재고 관리, 상하차, 유통가공(포장, 라벨작업) 등
·IT 지원 서비스 | WMS, OMS, TMS 등
·보세창고 | 보세 화물 보관 및 운송

Logistics Services &
3D Image

·포워딩 서비스 | 국제 물류 서비스(해상/항공 화물), 로컬 서비스(운송, 통관, 검역, 상품화 작업,
서류 관리), 물류 컨설팅

특징
·하노이 및 인근 지역을 위주로 물류유통기지 및 보세구역 장점을 이용, 수출입 전초 기지로 활용 가능
·물류센터 외 야적장을 이용, 수출입 화물의 환적, 집화, 수배송 등 화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2016년 9월 물류센터 1개동 준공 후 2017년 이후 동일규모의 2차 물류센터 시공 예정
·창고 내부에 별도의 항온 창고를 보유하여 온, 습도에 민감한 화물 보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