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 Properties
Developing Tomorrow

Renovate

Build

Imagine
Create

CEO Message
인사말

BRIC은 물류센터 컨설팅에서부터 설계와 시공, 운영 관리 등
물류센터 개발에 관한 전 영역에서 고객사의 성공을 이끌며
국내 최고의 종합 물류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BRIC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최우선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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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은 물류기업의
최고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물류산업계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물류 건설 및 개발 분야의 성과뿐만 아니라
물류 서비스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핵심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BRIC과 함께 길을 걸어온 모든 고객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물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브릭프로퍼티스㈜

Corporate Philosophy

CI Introduction

기업 이념

Corporate
Philosophy

CI 소개

브릭의 이니셜 B를 심벌로

우리는 상상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며
미래를 건설합니다.

형태화한 로고

건물 형상 B

물류창고, 부동산 개발,
자산 상징.

Our Values

화살표 arrow

유통, 업계 정상, 성장,
확장, 미래를 상징.

Build

Renovate

Imagine

Create

눈 eye

시대를 읽는 마인드,
정신, 조망을 상징.

“우리는 세상을 관찰하고 조망하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홍보 영상

Developing Tomorrow

로고가 내포한 통합적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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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 Services
BUSINESS AREA

물류센터의
모든 것, BRIC과
상의하십시오.

1

타당성 조사와
자금 조달

한발 더 앞선 기술,

Feasibility Study &
Financing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여
선진 물류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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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
DEVELOPMENT
PROCESS
BRIC은 고객사의 요구와 환경을

정밀 분석하여 최적화된 물류창고를
공급합니다.

BRIC이 보유한 자체 기술과 원스톱
서비스는 완벽한 물류센터 건설과

최고의 물류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BRIC의 최종 목표는 고객사와의
동반 성장을 통해 미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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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Engineering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Project
Management
3

BRIC은 최적의 입지 조건,
1.
주변 환경과의 융화, 자원 활용 등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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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IC은 많은 물류센터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요구 사항에

운영 및
관리

맞는 최적의 물류센터를

Operation &
Maintenance

기획‧설계합니다.

BRIC은 프로젝트 전 과정을
3.
운영하는 종합 관리 체제를 갖추고

설계‧조달‧시공 프로세스 통합 관리,

시운전

Commissioning

사전 인허가 리스크 분석,
5

스케줄링 기법을 활용한 돌발 변수

예측‧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 안전한
BRIC은 무재해 현장을
4.
달성하기 위해 경험 많고 유능한
전담 관리 감독자를 배치합니다.

시공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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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진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공법을 부단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5.

다수의 물류센터 건설,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는 Full Turn-key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운전 준비에서 성능 보증 운전까지
완벽한 물류센터를 제공합니다.
자체적인 물류센터
6.
운영뿐만 아니라 PM(Property

Management) 임무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센터를
제공합니다.

Developing Tomorrow

프로젝트의 인도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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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컨설팅 및 건설

물류센터의 		
모든 가치, 		
BRIC에 담겨
있습니다.

One-Stop Service Provider
토지 매입에서부터 운영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토탈 물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토지 매입, 개발 인허가, 시공, 자금 조달, 운영에 이르기까지
물류센터 개발 전 과정에 걸쳐 업무를 수행합니다.
최신 물류센터 시공 기술을 접목하여 자체적으로
물류센터를 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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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t-to-Suit(BTS)

입출고 시간 단축, 적재 효율 극대화, 최신 설비-

고객사 니즈에 맞는 맞춤형 물류 창고를 공급합니다.
급변하는 물류 트렌드와 다양한 화주 니즈에 맞는
맞춤 시공을 구현합니다.

전 층 접안 가능 설계를 통한 입출고 시간 단축,

최대 10m 층고를 확보한 4단 RACK 설치로 적재 효율 극대화,
최신 냉동·냉장·상온 설비 등 맞춤형 물류 창고를
완성해 드립니다.

High Quality Builder
앞선 기술과 통합 서비스로

고객사와 함께 성공을 만들어나갑니다.
국내외 유수 업체들과의 협력,

다년간 축적된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보다 높은 품질의 물류센터를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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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s Affiliates
브릭용인물류센터
브릭서이천물류센터

브릭동이천물류센터

브릭화성물류센터

브릭동안성물류센터
브릭고백리물류센터

BRIC Services
물류센터 임대 및 관리

열정과 도전으로
물류센터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BRIC
BRIC은 2020년 6월 브릭용인물류센터 준공을 시작으로

브릭서이천물류센터, 브릭화성물류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BRIC은 최적의 입지와 교통,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물류센터 구축으로
물류센터의 혁신 모델을 만들어갑니다.

BRIC과 함께 성공 비즈니스를 펼쳐보십시오.
08

BRIC Properties

BRIC Location
브릭 물류센터 소재지

고객사의 요구와 환경에 맞는

더 탁월해야 한다는
신념이 만들어낸 이름,
BRIC

선진 물류 시스템으로

고객사의 경제적 효과를 증대시킵니다.

BRIC은 그동안 쌓아온 물류 개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

선진 물류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BRIC 전문가들의 투지와
헌신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BRIC 계열사와 전국의 물류센터는
BRIC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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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C Ⅵ
BRIC II
영동고속도로
BRIC Ⅳ
BRIC I
BRIC III
BRIC Ⅴ

평택·파주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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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용인물류센터
영상

BRIC Ⅰ 브릭용인물류센터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인접하여

소재지

최신 물류시스템으로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0년 6월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며,

고객의 비스니스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연면적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13,02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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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덕평IC),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와

소재지

최신 물류센터 시스템을 적용하여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1년 7월

인접하여 우수한 교통 환경을 자랑하며,
통합 물류 체계를 구축해 드립니다.

연면적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억리
10,254평

Developing Tomorrow

브릭서이천물류센터
영상

BRIC Ⅱ 브릭서이천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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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화성물류센터
영상

BRIC Ⅲ 브릭화성물류센터

평택화성고속도로(양감IC) 5분 거리에 위치한 물류 창고로

소재지

스마트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사의 경제적 효과를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2년

수도권 남부의 최고 입지를 자랑하며,
극대화할 것입니다.

연면적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송산리
15,72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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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이천 IC) 10분 거리에 위치,

소재지

거듭날 것입니다.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2년 하반기

이천 지역에 집적되는 물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연면적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부필리
14,065 평

Developing Tomorrow

브릭동이천물류센터
영상

BRIC Ⅳ 브릭동이천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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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릭동안성물류센터
영상

BRIC Ⅴ 브릭동안성물류센터

중부고속도로(일중IC)에 인접해 있는 동안성물류센터는

소재지

할 것입니다.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2년 하반기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물류를 책임지는 허브 역할을

연면적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16,578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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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이천 IC)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서여주 IC)에

소재지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어

특징

상온·저온 복합창고

준공

2022년 하반기

인접해 있는 고백리물류센터는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연면적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
12,783 평

Developing Tomorrow

브릭고백리물류센터
영상

BRIC Ⅵ 브릭고백리물류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