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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아름다운 이음을 만들어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E1컨테이너터미널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신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E1컨테이너터미널(이하 E1CT)은

2007년 설립 이래 꾸준한 물동량 증가와 최고의 생산성으로 

컨테이너 전문 터미널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의 경험과 기술력으로 세상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인천항 최고의 컨테이너터미널로서 혁신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1CT의 One-Stop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E1CT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세상의 다리가 됩니다.

Connect
with the world



About E1 Container Terminal

E1 컨테이너터미널은?                            

About
E1 Container Terminal

황해권 최첨단 Container Terminal 고객 감동 서비스

The most advanced equipment

정형화된 첨단 운영시스템 구축으로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하역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박의 입출항 및 하역작업 현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Monitoring하여 선사와 화주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운영계획, 통제, 관리,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고객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Customer Oriented Service

터미널 운영의 경험과 기술력이 풍부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높은 생산성 및 선박 이접안의 정시성을 제공하는

인천항 최고의 컨테이너터미널입니다.

혁신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신기술 도입으로

고객의 요구를 항상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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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E1 

E1 컨테이너터미널의 모기업 소개

About

Energy leader, Life partner
국내 최초로 대규모 LPG 수입 사업을 추진하여 가스시대의 새 장을 연 주식회사 E1은 1984년 9월 6일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깨끗하고 편리한 LPG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 편리한 생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상사(현 LS네트웍스)인수, E1컨테이너터미널, E1물류를 통한 물류사업진출 등 사업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소 : 서울 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 LS용산타워 20, 21층 (우: 04386)

대표전화 : 02-3441-4114

홈페이지 : www.e1.co.kr

Address : 20/21F, LS Yongsan Tower, 9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Korea (Postal code : 04386) 

Tel : 82-2-3441-4270,4283

Website : www.e1.co.kr

E1
Container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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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erminal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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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5 2006 20092007 20152008 2017
07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06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03   첫 모선 입항 

(M/V CAPE FELTON)
02 터미널 공사착공

04  ㈜E1컨테이너터미널 
 법인설립

03 CFS 준공 및 사업개시11 항만운송 사업면허 취득

12 터미널 준공

12 CFS 2창고 준공

Good Partners Dream Together!

E1CT는 최첨단 물류장비 및 시스템을 기반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고객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큰 만족을 드리는 물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Going towards the world

가장 빠르고 안전한 인천항 최고의 컨테이너터미널

E1CT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북아 물류를 넘어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력과 최신의 장비로 바다 건너 세계와 소통합니다.

2007년 설립 이래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E1CT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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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Specifications Remark

안벽길이 [Quay Length] 259 m -

선석 [Quay] 1 Berth -

부두 수심 [Front Depth] -12 m -

접안 능력 [Berthing Capacity] 30,000 DWT -

야드 총 면적 [Yard total Area] 109,753 ㎡ -

야드 장치 능력 [Stacking Capacity] 8,400 TEU -

냉동 장치장 [Reefer Point] 280 TEU 440V * 224 Plugs

위험물 장치장 [Danger Point] 60 TEU -

CFS (Ⅰ, Ⅱ) Ⅰ: 7,944 ㎡ / Ⅱ: 2,465 ㎡ -

GATE Complex 5 Lanes [Incl. OOG lane 1] IN * 3 , OUT * 2

* Annual Handling Capability : 300,000 TEUs

Facilities

Termi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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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시설



Terminal Equipments
터미널 장비현황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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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 Crane

•Lifting Capacity : 50 ton

•Lifting Height : 30m

•Out / Back Reach : 39m / 15m

•Unit : 2

Empty Handler

•Lifting Capacity : 8 ton

•Unit : 1

Transfer Crane

•Lifting Capacity : 40.6 ton

•Lifting Height : 20.9m

•Unit : 6

Yard Tractor

•Carrying Capacity : 70 ton

•Unit : 10

Reach Stacker

•Lifting Capacity : 42 ton

•Unit : 3

Container Chassis

•Loading Capacity : 60 ton

•Unit : 25

Terminal CFS
터미널 CFS현황

창고 전경

CFS1 창고 CFS2 창고

CFS 장점

❶ 업무 간소화 - 컨테이너 CFS 작업 및 반납 업무까지 일괄 처리

❷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작업으로 차량 운송 대기 시간 단축

❸ 물류비 절감(화주) -  터미널내 운송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 절감

시설현황

‘15. 3월 1창고 운영 / ‘17. 12월 2창고 추가 운영

구분 1창고 2창고 세관검사장

평수 작업동242평 / 창고동420평 776평 242평

보안용CCTV
실내 7대 (작업장 및 창고동)

실외 7대 (펜스 및 야드)
실내 13대, 실외 3대 2대

장치량
작업동 - 20ft 기준 25.8van (3단장치)

창고동 - 20ft 기준 47.0van (3단장치)
20ft 기준 79.1van  (3단장치) 20ft 기준 25.8van  (3단장치)

비고 총 부지면적 : 2,407평 중·장기 화물 보관 창고 수출·입 화물 단기 보관 창고

장비현황

지게차

2.5TON 3TON 4.5TON 16TON

2대 3대 2대 1대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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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Contact
터미널 연락처

담당업무 전화(032) 팩스(032) 이메일

경영지원 880-2202 880-2381 e1cthr@e1ct.co.kr

선사영업 880-2310 880-2381 marketing@e1ct.co.kr 

정산 880-2352 880-2380 account@e1ct.co.kr 

Planner 880-2322~3 880-2383 planner@e1ct.co.kr 

On-Dock 880-2353~4 880-2383 ondock@e1ct.co.kr 

Center 880-2331~2 880-2382 center@e1ct.co.kr 

세관 880-2362 880-2363 cfse1@e1ct.co.kr 

CFS수입 880-2356, 2361 880-2359 cfse1@e1ct.co.kr 

CFS수출 880-2357~8 880-2359 cfse1@e1ct.co.kr 

업무 연락처 E1CT 오시는길 인천 중구 서해대로93번길 42(항동7가)

42, Seohae-daero 93beon-gil, Jung-gu, Incheon, 22342, Korea

연안부두

E1컨테이너
터미널

E1CT CFS

한일
대우시멘트

한라시멘트 
인천

제2경인고속

옹암교차로

대우로지스틱스
인천지사

롯데
팩토리아울렛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CJ라이온

서해사거리

제2순환고속



Processing performance /
Status of productivity

Terminal
Competitiveness

터미널 처리실적 터미널 경쟁력

Processing performance / Status of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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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생산성 현황

ITEM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작업 모선[척] 224 236 322 401 399 385 420 367

GP 37.5 35.4 33 29 28.8 29.2 30.3 28.3

NP 46.6 44 41.3 33.7 34 33.7 34.4 31.6

T. Time(min) 15.3 16.4 19.6 24.2 21.6 23.9 24.6 24

* GP (Gross Crane Productivity, 총 장비 생산성) : 총 처리물량 / 장비의 총 작업시간

* NP (Net Crane Productivity, 순 장비 생산성) : 총 처리물량 / 장비의 순 작업시간

* T.Time (Turnaround Time) : 트레일러가 터미널에 진입하고 다시 나오기까지의 소요시간(분)

400,000

350,000

300,000

250,000

200,000

150,000

100,000

50,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0

160,182 166,401

258,109

353,360

380,146

334,949 342,530
301,964

단위 : TEU, shifting물량 제외

높은 하역생산성

❶ 최대 50 ton 작업이 가능한 크레인 보유

❷ 20피트 컨테이너 2개 동시에 작업가능

High unloading productivity

❶ Lift up to 50 ton Crane 

❷ Twin Lifting (20ft * 2)

Port time and port cost Savings

❶   Enabled 24 Hours of arrival & sailing operation 

regardless of difference of tides

❷   Use of electrical, stable and eco-friendly 

equipment

시간과 비용의 절감

❶ 조수간만의 차에 관계없이 24시간 수시 입출항 가능

❷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기식 장비 사용

터미널 운영시스템 (ATOMS)

❶ 선박작업 및 컨테이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❷ 선박 입출항 스케쥴과 컨테이너별 양적하시간 정보 제공

Advanced Terminal Operation & 
Management System (ATOMS)

❶   Easy to trace ship and container status on real 

time basis

❷   Provides reliable estimation of ship’s schedule 

and container loading/discharging time

신속한 운영

❶ 터미널 반출/입 전 과정에 충분한 전용 제반시설 확보

❷ 반출/입 시간 평균 20분 이하 달성 및 충분한 장치장 확보

Quick operation

❶   Ensuring of an efficiency in entering and departure 

by terminal specific facilities

❷   Entering and departure average 20 minutes or 

less & Enough space and equipment



World best global logistics corporation
Beyond Incheon port
인천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물류기업

company & ship's 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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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

인천항 최고의 컨테이너터미널 E1CT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북아 물류를 넘어 세계를 향해 달려갑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기술력과 최신의 장비로 바다 건너 세계와 소통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E1CT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