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출품목록 리스트 (List Your Entries)
No
Korea 16
Korea 17

Entry Title

Category Code

삼호그룹

B01. Best Multinational Company

SAMHO GROUP

Asia

삼호그룹 브로슈어 -

N03. Best Marketing or Sales Brochure or

“All way to the World, SAMHO GROUP”

Kit

Category
Entry Title

Korea Entry 16
B01. Best Multinational Company

b. in Asia

삼호그룹
SAMHO GROUP

최근 1년 동안 이룬 업적

1. 삼호드림호 VLCC 320,000톤급 인수 : 삼호해운(주)
2. 삼호니콜호 벌크선 77,000톤급 인수 : 삼호해운(주)
- 77,000톤급 벌크선 삼호니콜호를 도입하여 탱커시장은 물론 벌크시장까지 진출, 글로벌 해운선사의
핵심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시장을 향한 국제경쟁력을 더욱 강화
3.
: 삼호조선(주)
4.
: 삼호그룹 신용주 회장
- 부산산업대상은 부산상공회의소가 부산지역 상공업 진흥을 위하여 10년 이상 헌신해 온 지역의 기업인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수상하는 상
5.
: 삼호그룹
- 지역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광역시에서 시상하는 ‘부산광역시 우수기업’으로 선정
5.
: 삼호조선(주)
- 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 우리나라 전체 조선소 중에서는 1999년 제7회에서 수상한 현대중공업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삼호조선 안전환경팀이 수상
- ‘행동하는 안전관리, 생동감 있는 생산현장 창조’라는 슬로건으로 출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철한
사명감을 근간으로 한 삼호조선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중대재해 없이, 동종업체의 재해율이
평균 1.7%일 때 0.8%대를 유지 관리
6.
- 삼호그룹 사보 <삼호 Frontier>
7.
: 삼호I&D(주)
- 해상공사 기술력을 인정받음
8. F/C 대형 크레인 삼호4000호 신조 : 삼호I&D(주)
- 국내 최대 F/C 선단 보유로 중대형 교량 및 항만건설용, 장비임대업 주력
9. F/C 중소형 크레인 삼아2200호 신조 : 삼아개발(주)
- 항만축조공사, 교량건설 조선블록탑재, 해양플랜트 작업
10. 기술개발연구센터 설립 : 삼호하이테크(주)
- IT와 제조업의 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11. 10톤 함마공장 증축 : 삼미금속(주)
- 10톤 A.D.HAMMER를 성역화 및 자동화 LINE으로 설치하여 유럽 동남아 및 중국 등으로의 수출 증대와
중형 단조품에 대한 품질우위 독점을 실현하여 자동차 부품의 물량증대에 대응하고,
조선기자재 발전설비 산업기계 부품의 물량 및 품질 향상에 기여
제45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의 탑’ 및 ‘대통령상’ 수상
제26회 부산산업대상 경영대상 수상

부산광역시 우수기업 선정

제16회 안전경영대상 중소기업부문 대상수상

2008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창간사보부문 우수상 수상

인천대교 건설 참여

b. in

출품자 Biology / 보충자료 Web address
삼호그룹 홈페이지 http://www.samhogroup.com
삼호해운 홈페이지 http://www.samhoshipping.com
삼호조선 홈페이지 http://www.samhoshipbuilding.com
삼미금속 홈페이지 http://www.sammiforge.co.kr
삼호I&D 홈페이지 http://www.samho-ind.com
삼호하이테크 홈페이지 http://www.samhohi-tech.com
삼호실업 홈페이지 http://www.samhoent.com
대한금속 홈페이지 http://www.daehanmetals.com
(주)삼호 홈페이지 http://www.samhocorp.co.kr
부산일보

:

[CEO

창]

미래

기업의

핵심

역량

-

2008.03.03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110000&subSectionId=1010110000&newsI
d=20080303000449
경제투데이 : 한신평, 삼호조선(주) 신용등급 ‘BB(안정적)’ - 2008.3.29
http://www.eto.co.kr/?Code=20080329151842033&ts=84414
머니투데이 : 신한은행 1억 2400만불 선박금융 주선 - 2008.04.1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40816443336238&outlink=1
파이낸셜뉴스 : 포스코 - 중기 에너지 절감기술 ‘상생’ - 2008.03.28
http://www.fnnews.com/view?ra=Sent0601m_View&corp=fnnews&arcid=0921271113&cDateYear=2008&cDa
teMonth=03&cDateDay=28
부산일보 : 삼호조선 “기회는 지금” - 2008.05.30
http://www.busanilbo.com/news2000/html/2008/0530/0C0020080530.1035144018.html
노컷뉴스 : 선도기업 1000개 부산 경제 이끈다 - 2008.07.06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871319
국제신문 : 삼호그룹 - 끊임없는 혁신과 개척, 글로벌 4대 해양기업 ‘부푼 꿈’ - 2008.07.30
http://www.pusannews.co.kr/news2006/asp/center.asp?gbn=v&code=0100&clss_cd=220303&key=20080731.2
2035194348
부산일보 : [부산 메세나 물꼬 튼다] (상) 어떤 기업들이 투자하나 - 2008.08.01
http://www.samhogroup.com/Group/Sub.aspx?Category=03&Content=0303

연합뉴스 : 부산시, 2008 메세나촉진사업 지원 대상자 확정 - 2008.08.1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85158
동아일보 : ‘60세 대한민국’ 60세이상 기업은 50곳뿐 - 2008.08.13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8130132
부산일보 : [포토뉴스] 미얀마 유학생에 장학금 - 2008.03.26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sectionId=1010010100&subSectionId=1010010100&newsI
d=20080326000531
연합뉴스 : 광양시, 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사랑의 쌀’ 400포 전달 - 2008.09.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98&aid=0001991984
연합뉴스 : 통영 중형조선 3사, 주민에 체육공원 ‘선물’ - 2008.10.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339348
파이낸셜뉴스 : [마린 CEO & COMPANY] ⑤ 신용주 삼호그룹 회장 - 2008.11.02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s&arcid=0921469753&cDateYear=2008&cDa
teMonth=11&cDateDay=02
쿠키뉴스 : 부산상공회의소, 산업대상 수상자 선정 - 2008.11.24
http://www.kukinews.com/news2/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921105772&cp=nv
EBN 산업뉴스 : 삼성중공업 70억 수출탑, STX조선은 20억탑 - 2008.12.01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358071
매일경제 : 삼호조선 “생명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실천 - 2008.12.10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8&no=749628
연합뉴스 : 부산CEO "불황기일수록 배워야 산다“ - 2009.01.1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2453980
이투데이 : D‧J‧N조선 3개사 워크아웃, ‘퇴출업체 無’ - 2009.01.2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201&idxno=204942
노컷뉴스 : 경상대 - 한국조선기자재연구원 MOU 체결 - 2009.01.2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042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