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음을 전하는 명품 서비스
주류유통 전문기업

회사 소개서



회사 소개
Company profile

회사명 세왕상사주식회사

대표자명 정길주

사업장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진황도로 61길60

홈페이지 www.sewang.co.kr

설립일 1978년6월20일

업태및종목 종합주류도매업 (맥주/소주/양주/사케/기타주류)



The organization and 
the staff situation

조직 및
인력현황

영업본부
경영지원

인력현황

경영자및경영지원 :총15명

영업본부및영업부 :총75명

대표이사

영업부Ⅰ

영업1과

영업2과

영업3과

영업부Ⅱ

프랜차이즈팀

특수영업팀

관리부

서비스팀

재고관리팀

경리부

법무팀

총무팀



Company history

회사 이력

1988.12

1996~2010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세왕주류판매㈜

세왕상사㈜상호변경
삼전동사옥신축이전
둔촌동사옥신축이전
매출200억달성

매출300억달성
적당주의타파교육
판매및영업사원생맥주기기교육/하이트
직원전세자금지원운영실시
성공인의직장교육
와인교육4일
영업본부/일본연수/니혼슈
판매및영업사원생맥주기기교육/오비
영업본부/중국연수/아사히
주류유통업계동향및영업방향교육
프랜차이즈영업, 벤치마킹교육
영업지원팀일본연수/ 태산주류

매출400억달성
간부워크샵
영업본부팀영업교육
판매기사워크샵
호주와이너리투어/ 빈티지코리아
오비맥주3만개돌파판매기념감사패수상
하이트맥주3만개돌파
일본하쿠시카월계관견학/ 젠니혼
영업지원팀베트남연수/아사히
영업지원팀영업교육

영업본부팀마닐라연수
전직원OJT 교육
직원학자금지원운영실시
영업관리자리더쉽교육
영업지원팀홍콩연수
영업본부팀세부연수
고객의심리를읽는커뮤니케이션영업교육/ 영업본부지원팀
법무팀세부연수
퇴직연금가입

긍정의리더쉽영업교육/ 영업본부
간부사원영업교육
매출500억달성

제50회납세자의날‘모범납세자상’수상



Business status

영업현황
배송시스템

서울전지역과경기도전지역을중심으로

현재26개지역으로세분화되어운영

영업시스템

창업과운영,경영을지원하는

1대1관리솔루션지원으로최고의전문가들이
고객과밀착된관리시스템을운영

주요거래처

호프,주점,한식당,레스토랑,일본식주점,

웨딩홀,클럽,바 등의주류를취급하는
모든업종의거래처보유

:

:

:



Market competitiveness

시장경쟁력
유통질서준수

인재양성 양질의판매

ü 원칙에입각한유통질서준수
ü 최고의신용과A/S
ü 2015년서울지방국세청모범납세자

수상기업

ü 국내도매장최고의물류시스템구축

ü 양질의거래처확보

ü 서울및경기지역 주요상권에
대한경쟁,우위력확보

ü 임직원내,외부교육을통한우수인재양성

ü 오랫동안 축적된노하우와 젊은사고방식으로
최고의주류컨설팅



Sales figures

매출현황

매년지속적인매출성장
2012년매출300억 /2013년매출400억 /2015년매출500억달성

차별화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처증가

최상의품질관리 /최상의주류컨설팅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현재

v 단위:억원

305

407

463

507



재무구조건전성
-업계상위도매장으로서
안정적인주류공급가능

업계평판고려
-신뢰를바탕으로고객과
소통및협력

통합주문시스템구축
-인터넷/스마트폰/전화를 통해
고객의주문상품을 정확한배송

행사기획
-제조사와수입사연계한행사진행

업소지원
-주류소비성향을분석하여적절한컨설팅
-제품의신선도집중관리및안정적인주류공급

주류도매장
선택시

고려사항
The selection of 

consideration



Support matters

주류 공급시
지원사항

주류판매에필요한냉장쇼케이스

생맥주기자재

소주컵 /맥주컵등의소모품지원

신제품행사팜플렛및홍보활동

국내저명한전문가들과 협업으로
최상의컨설팅가능

기자재

소모품

정보



Holder of the vehicle

보유차량
현황

2.5 ton 

26대

냉장차량및AS

1.4 ton

1대

1.2 ton 

5대



Why People Choose Us

추천서

“세왕상사와함께하는이유.”
저는판교에서 “오징어청춘” 이라는브랜드의 가맹점으로 열심히살고있는청년개인

사업자입니다.수많은 주류도매분야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장사를준비하고시작하게 되면

서로먼저파트너가되고싶어했던거 같아요.허나많은분들이달콤한조건과지원을

이야기함으로 혹하게만들었던 부분이많았습니다.

그러던중 본사의소개로세왕상사를 만나게되었고, 역시본사와의파트너로써

유지하고 상생하는데는 그럴만한 충분한이유가있구나하는 생각이들었습니다.

그건첫째로신뢰였습니다. 실수없는공급과담당제를 통한관리로주류에대한걱정이없게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둘째,시장변화 및개발에따른빠른응대였습니다. 신제품들의 공급부족에도 혜택을볼수가

있었지요.

셋째는소통이었습니다. 상사와의관계는물론주류생산업체와의 관계형성으로 효율적인

영업의각종홍보지원을 아끼지않아감사했죠.

이러하니 어떻게세왕상사와 파트너로서 함께하지 않을수있겠어요?

오징어청춘 판교점/신호재사장



Why People Choose Us

추천서

“자영업자들의 든든한힘이되어주는세왕상사”
창업자와 궤를같이하는사업분야는 많지만그중에가장창업자와 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곳

이주류도매업분야라생각된다.

특히오랜사업경험을통해음식점과 주류창업자와자영업경영자를 이해하고 있는세왕주류

는창업자들에게 주류공급뿐만아니라장사에대한팁도전달해주는 역할을하고있는강점을

갖고있는기업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산업은매년10%씩의 성장세를보이고있으며새로운아이템이지속적

으로창업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의 사업노하우로앞으로펼쳐질주류시장을 반발짝앞서내다볼수회사가되어자영업

자들의든든한힘이되어주길 바란다.

동국대외식프랜차이즈 전문가과정 주임교수
창업컨설팅그룹 창업피아 대표
KBS1라디오 빅데이터로 보는세상창업코너 진행자
아시아경제TV '성공도전 창업의신' 진행자
KBS2TV '생생정보' 미식발굴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신사업아이디어 선정위원
근로복지공단 창업자대출심사위원 창업피아 /이홍구대표



“(주)리코플레이트와 상생하는 ‘세왕상사’벌써 10년,

진정한파트너로우정을다지다~!”
(주)리코플레이트와 상생하는 ‘세왕상사’ 벌써 10년, 진정한 파트너로 우정을 다지다~!

(주)리코플레이트 대표이사 이정욱입니다.

‘세왕상사’와 함께 함지 벌써 10년이 되어 갑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동안

세왕상사와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주마등 처럼 스쳐갑니다.

처음엔 ‘청담이상’ 1호점을 오픈하면서 단순하게 주류만 잘가져다 주면 되는

거래처라고 생각했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주)리코플레이트의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재 ‘청담이상’, ‘남자의 청춘’, ‘청담 정스시’의 3개의 브랜드와 50여개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세왕상사’의 많은 도움이 있었으며 국내

외식업의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파트너이기에 저의 믿음과 신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뢰를 넘어서 함께 상생할 수있는 바로 그런 회사~!!

항상 고객을 위해 준비 된

‘세왕상사’ 가너무도 멋집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서로에게 중요한 고객이자 친구가 된

‘세왕상사’의 무궁한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욱 돈독한 파트너로서 서로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정이 두터워지도록 기원합니다.

Why People Choose Us

추천서

(주)리코플레이트 /
이정욱대표이사



Client

주요거래처

현재2000여개의업체와거래중



Company image

회사전경

1200평대지에지하400평3층건물 3개동구조

교육장은물론직원식당및기숙사를운영하는국내최대
주류유통전문기업

지하철 9호선보훈병원역(2018년 3월개통예정)에서
1분거리위치



Company image

회사전경

지하400평에수입맥주,와인,일본주 등보유

품목별구분보관으로 철저한관리유지



“언제나최선을다하는기업이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