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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Inc.는
1968년 청소용품 제조에서 출발,

건물종합관리 및 생산도급 등의 업무를 53년간
수행해오고 있는 아웃소싱 전문업체 입니다.

사훈인 신용과 근면, 화목에 입각
38,000여명의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열정과 화합으로 고객에게 봉사하고, 53년 동안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축적된 Know How를 십분 활용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구Inc.에는 꿈과 열정이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한걸음 한걸음씩 묵묵히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일 범
대표이사

구 자 관
책임대표사원

문 영 덕
사장

김 형 규
사장

삼구를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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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경영현황

삼구아이앤씨는 다양한 사업 분야의 현장 관리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5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100년을 넘어서는 대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임직원현황 그룹총자본금 매출규모 고객사수

약 38,000명
(21년 3월기준)

180억원 1조 5,679억
(20년기준)

549개기업 /
2,047개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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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1970 1980

1968 회사설립 1976 법인설립 (전문 아웃소싱회사) 1988 부산지사 설립

인천사업소 개소1989

53 years

1996 첫 사옥입주 (동작구 삼구빌딩)

ISO 9002인증 취득 (한국능률협회)1998

2005 ISO 14001인증 취득 (EC)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
: 경비,청소,시설 부문

삼구가걸어온53년을소개합니다.

1990

2020 2010 2000

2006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종합대상 수상

2007 기업혁신 우수상 수상

2008 나래 노인 돌보미센터(전문요양서비스)설립

IMI 사회공헌 부문 경영대상 수상

2010 구성원 10,000명 돌파

사명변경(삼구개발삼구Inc.)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경비,청소,시설 부문

2012 해외진출 : 카타르 법인설립

가족사 ㈜SENC 법인설립

2013 가족사 ㈜ACOS 법인설립

PM사 인수 : ㈜3SforU 인수

지크나라㈜ 인수

2014 가족사 합류 : 위티아㈜

가족사 ㈜S&K컨설턴시 법인설립

2016 구성원 20,000명 돌파

e-Sep시스템 구축
(차세대 운영시스템 구현)

2017 ㈜밸류인 인수

2018 사옥이전 (중구 시그니쳐 타워)

KFnS㈜ 인수

2019 구성원 35,000명 돌파

해외진출
- 맛바오 BPO(베트남 법인설립)
- 창저우삼구제조기술유한공사 설립
- 시스템아이씨 수주(중국우시)

가족사 합류 : 젠스타서비스㈜

MTS코퍼레이션 공장 설립

2020 구성원 37,000명 돌파

㈜클리어존 설립 (소독[방역])

폴란드 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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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KOO WAY

삼구는 ‘사람중심 ’의 기업문화를기본으로합니다.

우수 인재

확보

직원에 대한

사랑과 존중

고객 감동

삶의 가치와
영혼이 담긴

업무 몰입

구성원의

행복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

상승

사람중심

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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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인허가사항

허가사항 허가기관 및 등록번호

ISO 9001인증 한국경영인증원

ISO 14001인증 한국경영인증원

KOSHA18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1841호

K-OHSMS 18001  / OHSAS 18001 시스템코리아인증원 15-095-35S

소독업 동작구보건소 제29호

위생관리용역업 동작구청장 제00012호

저수조청소업 동작구청 제22호

경비업 서울지방 경찰청장 53호

시설관리업 동작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

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 동작 05-29-03

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동작-04-27-1-1

건설업-토공사업 동작-13-02-01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동작-12-10-01

전기공사업 서울-03522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지식경제부 제2010-59호

정보통신공사업 서울특별시장 제201611호

근로자파견사업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관악지청 1998-70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사단법인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제16-S029호

시설관리업, 서비스 품질, ISO 인증 등 다양한 인허가 취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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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의주인은사업장구성원입니다

고객사 사업장 구성원

책임대표사원 총괄사장

지원본부 정보기술지원본부
수도권운영본부

유통/호텔사업본부

미래전략 기획본부 FS본부 공항본부

업무협력팀
경영 1팀

유통사업팀

경영기획팀 FS 1팀 경영지원팀

재정팀
경영 2팀

호텔사업팀

마케팅팀 FS 2팀

정보화사업팀

홍보팀

운영지원팀

법무팀

경영지원그룹 미래전략그룹 케터링사업그룹

미래연구실 운영진단실 SHE본부 고배송

반도체운영본부 서산지사 증평지사

경영지원팀

Logistics 그룹 Foundry 그룹(위탁생산) 해외법인

경영 3팀

예정 미얀마 / 인도네시아

상생협력본부본부

경영자문위원회 경영기획자문위원회 그룹영업위원회생산전문위원회

SQC본부

글로벌사업팀

OP/PMI

영남지사

대전지사

소독(방역)사업

FM2 GroupFM1 Group

F&B 그룹

위탁사업 1팀

위탁사업 2팀

SENC경영지원본부

SENC 그룹

반도체사업본부 물류1팀

물류2팀

LGD(파주/구미) 경영지원팀 위티아

MTS

경영지원팀

베트남

중국

미국

폴란드

정보기술팀

SQC팀

부산지사

경영지원팀

가족사

나사산업안전 삼구FS 클리어존 삼구LS 브라운F&B 브라운네트웍스 SENC

위티아 SFPC 강원OS MTSC 3S4U G&B KFNS

삼구나래창일이엔지 씨앤알 휴먼스토리 프로텍 이레인물류

헝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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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삼구가있습니다

국내 전지역에서 본사, 지사, 사업소를 통하여 사업장을 전문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주소지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동관 6층

연락처 02-828-3939

구로
주소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이앤씨벤처드림타워3차 905호

연락처 02-828-3828

공항
주소지 인천시 중구 공항동로 465번길 130

연락처 032-743-3939

이천
주소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연락처 031-630-5650

증평
주소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미암로 82-41

연락처 043-820-1896

대전
주소지 대전시 서구 둔산로 69 금성빌딩 4층

연락처 042-487-5539

울산
주소지 울산시 남구 왕생로 97

연락처 052-710-3090

서산
주소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산업로 59-122 

연락처 042-487-4439

부산
주소지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5 가루라빌딩 802호

연락처 051-714-3980

본사
서울시 중구

구로
지사

공항
지사

이천
지사

부산
지사

증평
지사

대전
지사

서산
지사

대구
사업소

광주
사업소

제주
사업소

울산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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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글로벌삼구가있습니다.

미얀마법인설립추진中
(S. Okkalapa Township, Yanggon, Myanmar)

• 뉴저지(본사, 물류센터), 델라웨어(물류센터)

• 설립일: 2015. 07. 01

• 인원: 총 20명

• 업무범위: 배송대행지 제공, 통관절차 대행, 국제배송 지원

* 배송대행: 직접배송 불가 해외상품 현지창고 보관 및

통관/국내배송 서비스제공

고배송
(100 Temple Ave. Hackensack, NJ 07601)

맛바오 BPO
(Chung cu Carillon Ap, 171A Hoang Hoa Tham St.Ward13)

• 호치민(본사), 하노이(지사)

• 설립일: 2019. 06. 03

• 인원: 총 2,861명 (관리 2명, 현장 2,859명)

• 고객사: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이마트, MS오피스, 소니 등

• 업무범위: 콜센터 운영,  인력파견(페이롤, 판매), 미화관리

생산 및 물류관리(식료품 공장)

* 페이롤: 급여 및 근태관리(급여 아웃소싱)

우시삼구전기안장유한공사
(121 Chongwen E Rd, Huishan District, Wuxi, Jiangsu)

• 우시(본사)

• 설립일: 2016. 04. 12

• 인원: 총 425명 (관리 2명, 현장 423명)

• 고객사: SK하이닉스

• 업무범위: 반도체장비 클리닝, 웨이퍼박스 수거, 세척, 운반

폴란드 MTSC
(ul. Karłowicza 13/5, 40-145 Katowice, Poland)

헝가리법인설립추진中
• 카토비체(본사)

• 설립일: 2020. 04. 02

• 인원: 총 100명 (관리 1명, 현장 99명)

• 고객사: SK hi-tech battery (SK이노베이션 자회사)

• 업무범위: 2차 전지분리막 기술컨설팅, LIBS/CCS 품질관리

내부물류(지게차 상하차 등)

* LIBS: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 (전기차용 이차전지 부품)

* CSS: 세라믹코팅 분리막 (전기차용 이차전지 부품) 

• 양곤(본사)

• 설립일: 2020. 10(예정)

• 인원: 176명 (예정)

• 고객사: 이노그룹

• 업무범위: 이노시티 FM(시설, 경비, 미화) 및 호텔 관리

* 이노시티: 양곤지역 내 종합휴양시설 (호텔, 리조트, 아파트 건립 예정)

GPMG
(22 W 34th St. New York, NY 10001)

• 뉴욕(본사)

• 설립일: 2019. 08. 01

• 인원: 총 26명

• 고객사: 삼성스토어, 신한은행, 노아은행 등

• 업무범위: 맨하탄 내빌딩 FM관리(시설, 경비, 미화) 

창저우삼구제조유한회사
(1668 Jintan Qu, Changzhou Shi, Jiangsu Sheng)

• 창저우(본사)

• 설립일: 2019. 07. 15

• 인원: 총 118명 (관리 2명, 현장 116명)

• 고객사: SK이노베이션

• 업무범위: 웨이퍼 부품 회수, 세정, 분류 및 출하 공정

*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 기판재료 (실리콘 등 반도체 얇은 판)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H3oCjnJ3lAhWU62EKHZ9GBlcQjRx6BAgBEAQ&url=http://roebroe.blogspot.com/2018/03/blog-post_16.html&psig=AOvVaw2Y8zI2_CfrT_Qi2ixttHo_&ust=157119301737719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iH3oCjnJ3lAhWU62EKHZ9GBlcQjRx6BAgBEAQ&url=http://roebroe.blogspot.com/2018/03/blog-post_16.html&psig=AOvVaw2Y8zI2_CfrT_Qi2ixttHo_&ust=15711930173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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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구는이렇게성장하였습니다

2020년 매출 1조5,679억원 및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종합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삼구인들이행복하게 일하는 글로벌 서비스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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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삼구의고객사입니다

(現 전체 매출 中 69.8% 는 상장사 매출)

주요 고객사 549개사 / 전국 현장 2,047개소

[ 농심 : 83’~현재, 대한항공: 86’~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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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사업영역

FM

물류
통합물류관리

생산

F&B
건물·시설 종합관리

위탁.제조.생산

식·음료 사업관리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물류사업영역

SSG.COM

신세계면세점

벤츠코리아 SK종합화학KNC

S-OIL

벤츠코리아 차량 부품물류센터
- 차량 부품 및 부속품 Inbound, Outbound 물류 업무 일체

LG생활건강
- 물류센터 상품 입/출고, 선별, 포장 및 출하

롯데면세점
- 점센터 내 보세, 물류 상품 입고/검수/피킹/패킹

SSG.COM
- 물류센터 내 입고/검수/피킹/패킹/물류

신세계면세점
- 점센터 내 보세, 물류 상품 입고/검수/피킹/패킹

- 통합물류센터 내 입고/검수/피킹/패킹/물류

신라면세점
-통합물류센터 내 입고/검수/피킹/패킹/물류

SK종합화학 Polymer공장
- PP(폴리프로필렌) 포장, 상하차, 출하

대한제당인천공장

- 원부자재 적재, 상차, 하차 등 입출고 및 부대업무

S-OIL 온산공장

- PP(폴리프로필렌) 포장, 상하차, 출하

KNC Nexlene공장
- Nexlene(고성능 폴리에틸렌) 포장, 상하차, 출하

유한킴벌리충주공장
- 제품 입고 및 분류, 상하차, 재고관리

대한제분인천·부산공장
- 제품 상하차 및 지게차, 포장업무

창고물류 생산물류

FM 기타생산 F&B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생산사업영역

SK 하이닉스 이천, 청주공장
- MT: Memory Module 테스트 및 최종 외관 검사
- 장비PM(Prevent Maintenance): 각 공정별 장비 분해, 세정 및
소모품 교체 후 조립, 유지보수

- 공정물류 및 생산지원, 폐기물처리, M10A,B,F플래늄실 안전점검
- QRT Test Team : Module 신뢰성 검사(물리적 검사) 

SK 이노베이션 증평, 청주, 서산공장

- 전지, 회로소재(LiBS, FCCL 등) 및 배터리 제품 오퍼레이터 운영
- 수입검사, 품질검사, 품질보증 및 입·출고, 물류, 포장, 출하, 납품
- 자재/부자재/제품 관리 등의 생산 지원, Utility, SRU 운영 및 유지보수
- 매점, 카페, 구내식당 운영(증평) 및 안내, 미화, 경비, 영선

LG디스플레이 파주/구미 사업장
- 서비스 : AS용 제품 분리, 세정, 각종 Parts 제공 업무
- QA : 디스플레이 패널 품질검사(패널 Repair, 정전기, 강성 검사 등)
- 개발물류 : 패널과 자재 등 운반 물류 업무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SK루브리컨츠 코아비스 동희산업

코아비스
- 자동차 연료펌프, 모듈 등의 사출 가공 및 전반적 생산업무 진행

SK루브리컨츠울산Complex공장

- 윤활유(ZIC나라) 제품 충전 및 출하

동희산업울산공장

- 자동차 서스펜션, 차체 도장, 물류, 포장 업무 등 총괄적 업무 진행

전자부품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및연료

물류 FM 기타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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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고객사

당사

2005년

2006년

당사

당사 당사

설비투자(70억)
· Slitter

· 세척장비

· QC장비

·지게차/운송차

· 부지 매입

· 공장 설립

· 2019.11 준공

공장신축(30억)

폴란드공장
(2020.09)

중국공장
(2018.05)

• 삼구는 국내 유일한 생산 위탁운영에 대한 최적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초기

확대

안정화

생산지원

포장

물류

검사

안전

생산

재고관리

구매/발주

2006년

2008년

2014년

사업영역

직접투자사례

생산
물류 FM 기타F&B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고객사 당사

당사

당사

2002년

2002년

당사

당사

사업영역

• 삼구는 각 산업에 대한 오랜 이해도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생산대행사례

생산
물류 FM 기타F&B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FM사업영역

업무범위
Facility Management

미화

보안

시설

안내

주차

서울파이낸스센터
[36,193평]

Building Value-Up!

SCOPE

시그니처타워
[30,246평]

현대자동차 양재사옥
[25,023평]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33,389평]

롯데월드타워
[99,326평]

프라임오피스 관리실적

생산물류 기타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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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SK건설 종로빌딩 [10,106평]

CCMM빌딩 [27,159평]농심사옥 [30,094평]

SI타워 [20,026평] SK증권빌딩 [14,335평] 상암 S-CITY [14,106평]

예금보험공사 [14,092평] 센터플레이스 [12,868평] 센터포인트광화문 [11,780평]

NC소프트 판교 [26,756평]

CJ제일제당사옥 [24,321평]

삼성생명대구사옥 [25,008평]

사업영역 FM
생산물류 기타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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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인천국제공항

현대백화점 (12개점)

현대프리미엄아울렛(남양주점)

롯데백화점 (7개점)

신세계백화점 (5개점)

센트럴시티

삼성디지털프라자

인천세관

대구공항

경방타임스퀘어

아브뉴프랑(3개점)

뉴코아아울렛(2개점)

센터포인트몰

스타필드시티

고려은단

삼진어묵

삼송빵집

현대백화점

업무범위

보안

주차

검색

판매

Building Value-Up!

미화

시설

판촉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SCOPE

사업영역

쇼핑/판매/운수시설 관리실적

FM
생산물류 기타F&B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시그니엘서울

LCT 시그니엘부산(해운대)

JW메리어트호텔서울

포시즌스호텔

페어몬트호텔

글래드호텔

롯데시티호텔

메이필드호텔

신라호텔

파라다이스시티

기아자동차양지연수원

오라카이호텔

네스트호텔

힐리언스선마을

경주힐튼호텔

라마다호텔앤스위트

시그니엘 서울&부산 신라호텔 파라다이스시티

포시즌스호텔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JW메리어트 서울

업무범위

보안

세탁

룸메이드

기물

퍼블릭

시설

하우스
키핑

SCOPE

사업영역

호텔/리조트 숙박시설 관리실적

FM
생산물류 기타F&B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F&B사업영역

벤츠코리아

SKI 증평공장대한항공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케이터링

대한항공케이터링

태릉선수촌케이터링

단체급식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롯데푸드

동원홈푸드

하림푸드

ECMD

외식부문

바이킹스워프

보노보노

쉐프에비뉴

에이치키친

베즐리베이커리

빌텍

카페/구내식당/매점

SK이노베이션증평공장

벤츠코리아

단체급식사업장 10개소

골프장클럽하우스

베이커리

신세계푸드천안공장

신세계푸드오산공장

매일유업평택공장

롯데제과증평공장

삼송빵집

육류/생선류/채소류

신세계푸드음성공장

신세계푸드이천공장

삼진어묵

매일유업

신세계푸드 베이커리

위탁도급 직영운영 위탁생산

기타FM생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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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사업영역 기타

타임스퀘어 오피스 HSBC 여의도파이낸스타워

HSBC  펀드투자 센터플레이스 펀드투자

타임스퀘어 오피스리츠투자

여의도파이낸스타워 펀드투자

파크스퀘어 펀드투자

파크스퀘어 센터플레이스

간접투자 [펀드/리츠]

F&BFM생산물류



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사업영역

그린S (실내공기품질관리전문브랜드)

예금보험공사 농심 사옥 비발디파크

현대백화점(필터)

대명레저산업

대명리조트[양평]

대명리조트[단양]

대명리조트[경주]

대명리조트[제주]

대명리조트[변산]

대명리조트[거제]

델피노리조트

오션월드

소노펠리체

쏠비치

엠블호텔여수

SK이노베이션

농심

예금보험공사

베스티안병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관악사

영통중학교

키자니아

강북구의사회

대명문화공장

의왕시

공조필터
납품/설치

에어컨 분해
화학세척

실내공기품질
법정방역

교직원공제회

M&J비즈타워

특수방역

스타필드시티명지점

신세계백화점센텀점외 4곳

롯데아울렛고양터미널점

긴급방역

동탄센터포인트몰

파라다이스시티호텔

노랑풍선빌딩

두산퓨얼셀

용인브릭물류센터

시그니쳐타워

하나빌딩

교직원공제회 스타필드시티 명지 동탄센터포인트몰

클리어존 (소독관리전문브랜드)

기타
F&BFM생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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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함께하고 싶은 기업

“삼구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사람의가치와 자리가 소중한기업

사업영역

판촉업무위탁

도루코

농심

다향오리

선진포크 닌텐도

농심

도루코

다향오리

선진포크

닌텐도

기타
F&BFM생산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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