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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은 창의와 도전정신, 앞선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며 고객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꿈과 미래가
포스텍은 물류, 중장비, 기자재, 선재, IT, 설계사업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다년간의 

물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시스템 확립을 통한 육·해상, 항공운송 사업과 중장비 임대, 기자재, 

케이블 가공·판매의 중장비사업, 축적된 노하우의 선체 Block 제조기술을 통한 선재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종합정보기술체계를 구축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을 위한 IT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설계사업으로 고객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텍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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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업, 포스텍

STX조선해양 계열 편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신청

스마트앱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경남메세나대회 Arts & Business상 수상

ISO20000(IT서비스) 획득

Web Award Korea 2009 대기업 종합 분야 우수상 수상

무역의 날 2천만불 수출의 탑 수상

KOSHA 18001(안전보건시스템) 획득

㈜포스아이 흡수합병

종합물류기업 인증 취득(건설교통부)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OHSAS18001(안전보건) 

획득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획득

복합운송/육·해상운송 서비스 사업 진출

회사설립

2014. 07

2013. 11

2013. 05

2011. 12

2010. 12

2009. 12

2009. 12

2009. 11

2009. 11

2009. 04

2007. 11

2006. 08

2004. 04

2002. 10

1995. 07

History

미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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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P를 활용한 선박엔진 선적

종합 물류기업으로서 다양한 운송장비의 직접 운영으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물류사업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까지 포스텍이 가지 못하는 길은 없습니다. 

물류사업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국내의 Main-Port인 부산과 진해지역 등에 전용부지를 확보하고 

하역, 보관, 분류 서비스를 통해 적기에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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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지엘씨

운영형태 : 지분참여, 공동운영

설립일자 : 2011. 12

시설현황 : 부지면적 36,733.35㎡ 

 건축면적 16,318.00 ㎡

 위험물창고 : 720 ㎡ 

 장비-리치스테커(50톤) 등 다수 보유

특       징 : 넓은 야드공간 및 고내/무기둥 방식으로  

 조선 및 엔진 대형 기자재 보관 효율성 최대 

 전 세계 In/Out 국제물류 서비스 제공

㈜부산크로스독

운영형태 : 지분참여, 공동운영

설립일자 : 2007. 11

시설현황 : 부지면적 30,978.50㎡ 

 건축면적 16,701.03 ㎡ 

 창고층수 2층 

 장비-리치스테커(50톤) 등 다수 보유

특       징 : 풍부한 물류서비스 기능 경쟁력 있는   

 In/Out CFS 기능 동시제공 

 전 세계 In/Out 국제물류 서비스 제공

칼트로지스부산㈜

운영형태 : 지분참여, 공동운영

설립일자 : 2007. 04

시설현황 : 부지면적 37,775.00㎡ 

 건축면적 17,164.00㎡ 

 위험물 창고 750㎡ 

 장비-리치스테커(50톤) 등 다수 보유

특       징 : 무기둥/소방전 매몰형으로 조선기자재  

 보관 등 효율성 최대

 위험물 창고 보유로 다양한 화물 처리

■ 국제해상/항공운송 주선

■ 수출입 대행/지원 서비스

■ 보세화물 보관 및 운송

■ 일반 국내 화물운송

■ 특수 및 중량 화물운송(MTP, T/P, L/B 운송)

■ 컨테이너 운송(CNTR 및 SHUTTLE운송)

■ 국내연안 해상화물운송(BARGE운송)

■ 한·중·일 해상화물운송(BARGE운송)

■ BULK 화물 해상운송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육상운송
서비스

해상운송
서비스



다양한 육·해상 중장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임대부터 매매, 정비까지 

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장비사업

전국적 네트워크와 전문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고객감동, 고객행복을 이끌어 갑니다.

6

고소작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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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정비센터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 67(죽곡동)

주요면허

주요장비

육상장비 특수장비

■ 고소작업차

■ 지게차

■ Cargo Truck

■ Trailer

■ Transporter

■ Module Transporter

■ Floating Barge

■ Tug Boat

크레인

■ Crawler Crane

■ Angle Crane

■ Tower Crane

■ Hydro Crane

건설기계 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건설기계 매매업

중장비 매매

중장비 임대

중장비 정비

■ 육·해상장비 및 특수장비 임대

■ 육·해상장비 및 특수장비 매매(S&P)

■ 중장비 타이어 및 부품 판매

■ 중장비 정비센터 운영

■ 고소작업차, 크레인, 특수차량(Transporter 등) 운용 및 정비 

Crawler CraneMTP(Module Trans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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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와 효율적 구매로 정확하고 신속한 Door to Door 

Service를 제공합니다. 

기자재사업

상품표준화와 합리적 구매를 바탕으로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구매대행 파트너입니다. 

용접자재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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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자재 및 소모성 자재를  

합리적으로 구매하여 고객의 구매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국내조달 : 원(부)자재, 조선기자재 등 최적  

 단가 공급

■ 해외조달 : 원(부)자재, 시설자재 등의 

 수출/수입 판매

■ 주요품목 : 조선기자재, 소모성자재 및 용접기,  

 용접봉 등 용접자재 One-Stop Service 

■ 주요거래처 : STX조선해양, 고성조선해양, 

 (주)광산 등 

조선기자재
소모성자재

판매

신뢰를 바탕으로 각종 고철/ 

비철을 최적의 가격으로 고객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요거래처 : STX조선해양, 고성조선해양,  

 STX엔진/중공업 등 

고철매매

고객의 니즈에 적합한 사양,  

완벽한 품질, 정확한 납기를 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육·해상 케이블 Cutting 및 판매

■ 주요거래처 : STX조선해양, TMC 등

케이블
가공/판매

고철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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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곡사업장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35번길 26(죽곡동)

축적된 선체 BLOCK 제조기술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조선 BLOCK 및 해양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재사업
품질만족, 납기준수, 안전제일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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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목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선체 BLOCK 전계열  

소·중조립 제작

주요실적

STX조선해양 소·중조 BLOCK : 연간 80,000톤

공장면적

42,700㎡(죽곡공장)

자격인증현황

2009. 11	 KOSHA	18001

2007. 09	 GL	Approve	for	Plant

2007. 09	 DNV	Approve	of	Welder

2007. 03	 GL,	DNV,	ABS,	KR,	LR	Approve	of	W.P.S

2006. 08	 OHSAS	18001:1999

2006. 08	 ISO	14001:2004

2004. 02	 ISO	9001:2000

BLOCK제작 현장

품질만족 납기준수 안전제일

축적된 선체 BLOCK 제조기술 노하우와 특화된 기술력

국내·외 선체 BLOCK 및 해양구조물 제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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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표준 IT 운영 및 맞춤형 시스템 서비스를 통해 고객사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를 극대화 하고 고객의 더 높은 가치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여

고객 감동에 다가서겠습니다.

IT사업

창원IDC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6, 2층(신월동, STX빌딩)

서울IDC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63, 7층(도곡동, STX R&D센터)

IT Outsourc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어플리케이션, 

각종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IT서비스와 

고도화된 IDC의 안정성·확장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peration of H/W, S/W ·
Network Service ·

System Diagnosis Service ·

· Security Service

· Data Center Service

· Application Service

풍부한 노하우
기술력

IT Infra

고객사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극대화

IT 서비스의 체계화로 고객정보 시스템 지원 최적화

고객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향상

조선

제조

에너지 해양 중공업 건설

물류유통

금융통신

IDC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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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tegration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전략 및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경영 전략과 IT 

전략을 연계할 수 있는 IT Governance 

체제를 지원합니다.

네트워크 및 인프라 운영 서비스

정보포탈 서비스(EP/ECM)

통합플랫폼 관리(Enterprise 2.0)

의사결정 지원체계(SEM/EIS)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정보분석 서비스(BI/EDW)

SOA,

On Demand, RTE

체계실현을 통한 고객의 비즈니스 

수익성 제고

IT Governance 구현

▶  기업체

▶  관공서

▶  학교

기업체  ◀

관공서  ◀

학교  ◀ 

공급망관리(SCM) 고객관계관리(CRM)

Core ERP

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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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해양 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양 PLANT 사업분야에서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선체, 선장, 기장, 전장설계를 TRIBON SYSTEM으로 일원화하여 

3D 입체로 MODELING 및 도면을 작성하고 결과물을 미리 추출합니다. 

이를 통해 오작방지, 납기준수, 원가절감 등 효율적이고 정확한 설계업무를 실현합니다.

설계사업

최고의 품질과 정확한 납기를 사명으로 생각하며 항상 고객의 이익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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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 플랜트LNG 운반선 자동차 전용 운반선

해양

플랜트설계

엔진설계
중공업

설계

조선설계



본사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28번길 6,(신월동 STX빌딩)

www.forcetec.co.kr   Tel. 055-212-7777

주식회사 포스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