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HIPPING CORPORATION
대한상선㈜은 1983년 창사이래 해운, 무역, 자원개발을 망라하는 종합자원 수송기업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의 성장에 일조하여 왔습니다. 한국전력 및 포스코 등 국내 화주뿐만이 아니라,
해외 발전소, 제철소 광산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 및 원자재 수송선사로 성장하여 왔습
니다. 또한, 오랜 Trading 노하우를 기반으로 포스코, 세아그룹, 현대제철 등 국내 유수의 제
강사에 원료 및 철강 제품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의, 도전, 성취라는 사훈 아래 화주와의 협력 강화와 시너지 창출 및 신규 거래선 개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치창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OVERVIEW / 개요
계열사명 : 대한상선㈜
대표이사 : 김칠봉
설립일자 : 1983년 9월
자 본 금 : 553억원
총 자 산 : 2,388억원
매 출 액 : 2,280억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22, 9층 (당산동 2가, 진덕빌딩)

HISTORY / 연혁
2016.12 SM그룹 가족사 편입
2016.11 ㈜삼선로직스  대한상선㈜ 상호변경
2012.07 한국중부발전과 15년 석탄 장기운송계약 체결
2010.07 한국남동발전과 20년 석탄 장기운송계약 체결
2008.03 한국동서발전 외 1개 사와 10년 석탄 장기운송계약 3건 체결
2007.05 한국남부발전 외 2개 사와 10년 석탄 장기운송계약 5건 체결
2006.04 한덕철광㈜ 인수
2006.03 ㈜바로코사 인수
2002.09 보세창고 면허취득
2000.02 POSCO와 15년 석회석 장기운송계약 체결
---------------------------------------------------------------------------------------------------------------------1991.12 POSCO 수출상사 등록
---------------------------------------------------------------------------------------------------------------------1989.05 외항화물운송 면허 취득
1984.06 내항화물운송 면허 취득
1983.09 회사설립

BUSINESS / 해운
한국전력공사 : 10척
선박명
화물
건조년도
MEISTER
석탄
1997
DANGJIN
석탄
1995
BORYEONG
석탄
1993
DANGJIN FRIENDSHIP
석탄
1994
VISON
석탄
1986
YOUNGHEUNG
석탄
2010
* XIN HAN
석탄
2013
* POWER LOONG
석탄
1992
* ANTONELLA LEMBO
석탄
2011
* XIN RUN
석탄
1998
* 용선선박 4척 : XIN HAN호, POWER LOONG호, ANTONELLA LEMBO호, XIN RUN호
POSCO : 1척
선박명
PRETTY PROSPERITY

화물
석회석

건조년도
1997

BUSINESS / 무역 / TRADING PRODUCTS
제품
세아창원특수강의 수출창구로서 스테인레스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철강제품 및 석유화학제품을 국내외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STS Wire Rod

304(L,M,H,C),303(F,C)316(L,H),etc

Carbon/Alloy Bar

S45C,SMC440,SCM420,etc

STS Round Bar

304,304L,316,316L,et

Chemical

ABS,PP,PC,PET,PETSD,EPVC,etc

원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제강사에서 사용되는 합금철 및 기타 원자재 공급업체로 몰리브데늄, 페로실리콘,
크롬, 망간 등 최고의 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Molybdenum
Ferro Molybdenum, Molybdenum
Briquette

Chrome

High/Low Carbon Ferro Chrome

Silicon

Ferro Silicon, Silicon Metal

Manganese

Manganese Metal, Ferro
Manga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