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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SSC

본사 / 화성 SSC

화성 강관공장

아산 SSC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202번길 61-14  

TEL : 041-543-4400, FAX : 041-543-2800

본사 / 화성 SSC
강관 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40-9 

TEL : 031-354-4256, FAX : 031-354-4235

ERW  강관 제조

대협철강(주)

대협철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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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사업 부문철강사업 부문

1978  ▶  POSCO 가공센터 지정     

1990  ▶  SSC공장 시설 준공 완료      

1995  ▶  SLITTER / SHEAR / Mini SHEAR 설비설치 완료

            ERP 전산체계 업무 적용  

1998  ▶  ISO 9001 인증 획득     

2000  ▶  아산공장 인수, 병력특례 업체 지정     

2005  ▶  아산공장 준공 및 신규 설비 도입      

2007  ▶  아산공장 SLITTER 1기 추가 도입 및 창고동 증축     

2008  ▶  화성공장 이전 및 공장 증축

2010  ▶  강관 제조업 진출

2011  ▶  POSCO 열연 / 후판 시범 가공센터 지정

2013  ▶  아산공장 창고동 증축, Smart Phone용 Mobile ERP 체계 도입

            POSCO 특수강 제품 판매 개시

회사 연혁

회사 개요

대협철강㈜는 POSCO 가공센터로서 1978년 창업 이후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고용 
증대 및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외길을 
걸어왔습니다.

2005년 아산SSC증축 및 신규설비 도입으로 제2의 창업을 하게 되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설비 및 풍부한 원재료 저장능력을 확보하여 21세기 선도 기업으로서 약진해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는 강관 제조업에 진출하여 철강재 가공 유통에서 제조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아산공장 창고동 증축을 완료하여 원재료 저장능력 8만톤 이상의 
대형SSC로서 입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당사는 POSCO 냉연, 도금재 및  POSCO C&C 제품만을 취급 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하여 POSCO 열연, 후판 제품 및 POSCO 특수강 
제품까지 판매하게 되므로서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철강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 로서 그 역활을 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의쌀” 이라 불리는 철강 산업은 전통적인 굴뚝산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간 산업입니다. 20세기에 창업하여 지금에 이른 저희 대협철강(주)는 
20세기를 준비기를 거쳐 21세기 일류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지향, 투명 경영 및 납세보국,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존경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협철강㈜ 대표이사  김   수   명

CEO 인사말

소재지
본사/화성SSC 아산SSC 화성공장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40-9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영인로 202번길 61-14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초록로 640-9

저장능력 2만톤 5만톤 1만톤

보유설비

Slitter 1 Slitter 2 Tube Mill 1

Shear 2 Cutting Machine 4

Mini Shear 1 Mini Shear 1 Swaging Machine 1

취급제품

POSCO 제품 POSCO 제품 기계구조용 강관
일반구조용 강관

농업용 강관
단관비계용 강관

POSCO C&C 제품 POSCO C&C 제품

POSCO 특수강 제품 POSCO 특수강 제품

사업 부문 철강사업 부문 강관사업 부문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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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업 부문  ▶▶▶  화성 SSC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90,000
두 께       (mm) 0.25 ~ 4.0
가공폭   (mm) 30 ~ 1,550
최대 Cut 수 25
 속 도      (mpm) 200

•H·E·S Type / Spacer Type Knife 방식의 겸용 채용

•보호 필름 부착용 Winder / Unwinder 설치

• 정확한 클리어런스 유지로 에지(Edge)부문의 
버(Burr)발생을 방지, 절단면의 표면 미려

•C·P·C 센서 장착으로 고도의 정밀도 실현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13,000
두 께       (mm) 0.25 ~ 2.3
가공폭   (mm) 100 ~ 700
길 이       (mm) 100 ~ 5,000
 속 도      (mpm) 80

• Rotary Knife 방식의 Mini-Shear는 평탄도, 대각 정밀성 
우수

• 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소 사이즈의 Sheet 제품까지 
가공이 가능하므로 Loss 최소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 
만족 동시 실현

• H·E·S Type / Spacer Type Knife 겸용 형식의 Slitter

• Slitter / Mini Shear 설비에 보호 필름 부착용 Winder / Unwinder 설치 

• Rotary Knife 방식의 Mini Shear는 평탄도, 대각 정밀도 우수

• 전 설비의 Dust Cover 설치로 청정 설비화

• Lift Crane 설치로 원재료 보호

보유설비 현황

 설 비 보유대수

Slitter 1

Mini Shea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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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15,000
두 께       (mm) 0.25 ~ 2.3
가공폭   (mm) 90 ~ 780
길 이       (mm) 300 ~ 5,000

  속 도       (mpm) 80

•Rotary Knife 방식

•Drop Guide 설치로 고급 냉연재 Scratch 방지

•5,000mm 길이까지 가공 가능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90,000
두 께       (mm) 0.25 ~ 4.0
가공폭   (mm) 30 ~ 1,550
최대 Cut 수 25
 속 도       (mpm) 300

• Spacer Type Knife 채용 : Stand By 형식으로 작업 
능률성 향상

•Omega Type Belt Bridle 설치

• Cleaning Unit, 도유제거 설비

•E.P.C 센서 설치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90,000
두 께       (mm) 0.25 ~ 4.0
가공폭   (mm) 30 ~ 2,050
최대 Cut 수 25
 속 도       (mpm) 250

• Spacer Type Knife 채용 : Stand By 형식으로 작업 
능률성 향상

•국내 최대 2,050mm 광폭재 가공 가능

•Color, STS, 전기강판 등 고급재 가공에 초점을 둔 설비

•Belt Bridle 설치

• Slitter / 박물 Shear의 최대 가공폭은 국내 최대 수준인 2,050mm

• Upcut 방식 Rotary Knife 및 Drop Guide 설치로 고급 외판재 가공 가능

• Sensor 감지식 Auto Door 설치 및 전 설비에 Dust Cover 도입으로 청정 설비화

• 공장 내부 무선 네트워크 설치 및  Wireless Bar Code 물류관리 체계 운영

• 전 설비에 고화질 / 고선명 CCTV 설치로 품질관리 능력 제고

• 전 설비에 보호 필름 부착용 Winder / UnWinder 설치

• Lift Crane 설치로 원재료 보호

  • 박물 Shear는 Magnetic Conveyor 설치로 표면 손상 방지

 설 비 보유대수

Slitter 2

박물 Shear 1

후물 Shear 1

Mini Shear 1

보유설비 현황

철강사업 부문  ▶▶▶  아산 SSC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47,000
두 께       (mm) 0.8 ~ 6.4
가공폭   (mm) 800 ~ 1,750
길 이       (mm) 400 ~ 6,000
 속 도       (mpm) 60

•6.4mm까지 가공 가능 / 30 ton 중량까지 처리 가능

•Twin Leveller 설치로 평탄도 우수

•Side Trimmer 설치로 Side 부분 Slitting 가능

내 용구 분

  가공능력      (Ton / Year) 80,000
두 께       (mm) 0.18 ~ 2.3
가공폭   (mm) 400 ~ 2,050
길 이       (mm) 500 ~ 8,000
 속 도       (mpm) 80

•Rotary Knife 방식

• 국내 최대 2,050mm 광폭, 국내 최대 8,000mm 길이까지 
가공 가능 

•Magnetic Conveyor 설치로 표면 손상 방지
•Side Trimmer 설치로 Side 부분 Slitting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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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설비 현황

• HR, CR, PO, F/H, HGI, GI 등 소재 사용

• 용사기 설비 보유, 도금재 강관 생산가능

• MAX 2.5인치(Ø63.5), 소재 두께 4mm까지 생산 가능

• 가변 고주파 용접방식 채택

• COLD SAW 방식 Cutting으로 절단면 관리

• 자동차산업향 강관 제조에 최적화된 설비 특성

• Two Stand 방식의 Tool 채택으로 생산성 극대화 

내 용구 분

 가공 능력    (Ton / Year) 12,000
                  외 경       (Ø) MAX 63.5 (2.5인치)

두 께       (mm) MAX 4
 속 도       (mpm) 120

강관사업 부문  ▶▶▶  화성공장

 설 비 보유대수

Tube Mill 1

Cutting Machine 4

Swaging Machine 1

     

• 자동차향 강관 제조에 최적화된 설비 특성

• 자동차 Seat Frame용, 보강재, Head Rest용 등 자동차 부품용 생산 가능

• 최신식 자동절단기 보유로 절단면 관리 능력 국내 최고 수준

• 단순 조관 외 절단, 면취, Swaging 등 강관 후처리 가공 능력 보유

• POSCO 가공센터와 강관제조를 겸하고 있어 안정적인 원재료 관리 능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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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량 발주 대응 가능

• 로스율 최소화로 고객 손실 방지

• 생산성 향상과 간이 자동화에 효과적  

내 용구 분

가공 두께    (mm) MAX 6

가공 길이    (mm) 150 ~ 2,000

• 일반 자동 절단기 4대 이상의 생산성 보유

• 국내 최고수준의 절단면 관리 가능

• 절단 오류 자동 감지 및 방지 기능 보유

• 절단과 면취(Brushing) 동시 가능

내 용구 분

가공 두께    (mm) MAX 9

가공 길이    (mm) 30 ~ 4,500

• 강관 단면을 축관 및 확관하여 용접 가공성 향상

• 자동화 설비로 생산성 극대화

구 분 내 용

외경   (Ø) MAX 31.8

길이    (mm) 500 ~ 2,000

강관사업 부문  ▶▶▶  화성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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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 제품

취급 제품

HR : Hot Rolled Steel (열연)

•  열간압연기 (Hot Strip Mill)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의미 합니다.

•  HR은 모든 냉연도금재의 원소재가 되므로 그 품질 수준은 냉연 
도금재의 품질 수준을 상당 부분 좌우합니다. 

•  당사는 2011년부터 POSCO 열연 제품을 판매 및 가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용도는 Rerolling용, 강관용, 건자재용, 자동차용 등 매우 
다양합니다.

PLATE : (후판)

•  분류의 기준은 일정치 않으나 일반적으로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강판을 의미합니다.

•   주된 용도는 선박 건조용이고 건자재로도 많이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너지 플랜트, 에너지용 강관 등의 소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HR과 같이 2011년부터 POSCO 후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후판은 용도에 따라 제품 설계를 해야 하는 등 품질적 고려 사항이 많아 
구매 시 사전 상담 등이 필요합니다.

CR : Cold Rolled Steel (냉연강판)

•  CR제품은 흔히 냉연강판이라고도 부르며, 열연코일의 스케일(녹)과 
불순물을 산세 과정을 통해 제거한 후 압연기를 통해 상하 방향으로 
압축하는 힘을 주어 두께를 얇게 늘이고, 이 과정에서 딱딱해진 재질을 
열처리를 통해 개선,가공성과 표면의 거칠기, 평탄도 등을 확보한 
제품입니다.

•  냉연제품이라는 명칭은 포괄적으로 위와 같이 산세와 압연, 열처리만을 
거친 CR제품을 비롯하여 이후 도금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제품까지를 
총칭하는 명칭으로도 사용됩니다. 

•  냉연제품은 도금재와 달리 표면에 철과 공기 중의 산소가 반응하여 
녹슬지 않도록 보호하는 층이 없으므로 대체로 표면에 기름에 칠해진 
도유 상태로 유통됩니다. 

PO : Pickled Oiled Steel (산세강판)

•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철과 불순물을 산세라인(POL)에서 
제거하고, Skin Pass Mill을 거쳐 평탄도 등을 향상시킨 후 도유 
처리된 단순제품으로 일반 열연강판의 사용목적에 취약한 도장성  
내식성, 표면상태, 형상 제어 등 가공성을 보완한 제품으로 건자재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부품, 일반기계 등에 사용됩니다. 

CGI : Continuous Galvanized Steel (용융아연도금강판)

•  표면처리 강판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GI 제품 (용융아연 
도금강판)은 산세압연공정을 거친 F/H 제품을 CGL Line에 투입하여 
연속 소둔 한 후 소정의 재질을 확보하고, 460̊ C 정도의 아연 
도금욕을 통과시켜 아연을 표면에 도금하여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또한, 표면의 아연층이 공기와 접촉하여 백색의 녹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통 크롬산염 처리를 합니다.

•  GI 제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건축용 자재로 
널리 쓰이는 Color 제품의 가장 보편적인 원료가 되기도 하는 제품 
입니다. 

GA : Galva-Annealed Steel (합금화 용융아연도금강판)

•  GI제품과의 다른 점은 강판이 액체 용융 아연금속을 통과하자마자 
표면에 도금된 아연금속이 굳어지기 전에 특수한 열처리를 가하여 
소지 강판과 아연 도금층 사이에 Zn-Fe 합금층을 형성시킵니다.

•  도금층 표면에 함유된 Fe 성분 때문에 어두운 회색빛을 나타내며  
뛰어난 용접성과 도장성, 도막하 내식성을 보이므로 자동차용 강판에 
주로 상용되며 과거 CR, EGI 등이 주로 사용되었던 자동차용 외판은 
현재 대부분 GA로 대체된 상태입니다. 

•  GA는 최근 차량 경량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고장력화, 박물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자동차용 강판 중 가장 품질제어가 어려운 
제품입니다.  

•  자동차향 외 일부 세탁기 부품 등 도장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가전분야에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EGI : Electro Galvanized Steel (전기아연도금강판)

•  CR제품(냉연강판)을 소재로 전기 도금법을 이용해 표면에 얇고 
미려한 아연 도금층을 만들어 내식성을 높인 제품입니다.

•  아연의 부착량이 적으며, 균일하고 치밀하게 도금된 상태이므로 
도장성 및 도장 후 내식성이 우수한 제품입니다. 또한, 도금처리가 
상온에 가까워 CR제품 원판의 재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 제품의 재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공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G(H) 
: Electro Galvanized Steel (HR Base)

 

•  EGI가 CR소재를 원소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EG(H)는 HR을 원소재로 
사용합니다.

•  HGI에 비해 도장성이 우수하고 EGI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고내식성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 가능합니다.

흑색수지강판 : Black Resin Coated Steel

•  흑색수지강판은 전기아연도금강판(EGI)에 하이폴리머 계열의 
ARS(내마모성) 비드 도료를 입힌 컬러강판으로,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우수합니다.

•  흑색수지강판의 제조법은 전기아연도금라인과 MCL(Multi Coating 
Line)을 통과시키는 롤 코팅 방식과 착색도장강판생산설비(CCL)에서 
제조하는 플로우 코팅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현재 흑색수지강판은 주로 영상가전제품의 외장재, PDP·LED 등 
평판디스플레이의 새시류, 그리고 DVD와 셋톱박스 등의 케이스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당사는 POSCO에서 생산하는 흑색수지강판을 아산공장의 전용 가공 
설비에서 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LCD, PDP, LCD-
Monitor의 Back Cover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아연도금강판 : HR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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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제품

POSCO 제품 POSCOC&C 제품

COLOR 강판 : 컬러강판

•  Color 제품(컬러강판)은 냉연제품 중 부가 가치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서 CR  
EGI, GI, AL, STS 등을 소재로 하여 고객사의 요구 및 최종 용도에 따라 
다양한 컬러를 표면에 코팅 한 후 소부경화시켜 생산된 제품입니다.

•  색상 및 소재 제품별로 여러 종류의 수지를 적용하여 생산이 가능하며, 참고로 
강판이 제품으로 성형되기 전에 철판 또는 코일 상태에서 도장한 것을 총칭 
PCM이라는 명칭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ALCOSTA : 알루미늄도금강판

•  ALCOSTA는 우수한 내식성과 내열성으로 열기기, 자동차 배기계 등으로 
사용되며, 내열성은 아연강판, 갈바륨강판, 냉연강판에 비하여 매우 
우수합니다. 450℃ 고온에 장시간 사용하여도 외관의 손상과 변색이 전혀 
없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표면재질이 Al- Fe 합금층으로 변화되어 
색상은 바뀌어지나 내열, 내식성은 계속 유지되며, 약 600℃ 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표면이 매우 미려하여 우수한 열반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450℃에서 ALCOSTA의 열반사성은 약 80%이며, Toaster, Gas Range 
Oil Stove, Gas Oven 등의 반사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ALCOSTA는 공기 또는 수중에서 미세한 산화막 및 수산화막을 형성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내식성이 우수하며, 도장성의 경우 알루미늄 표면의  
도장성은 아연도 강판 보다 우수하므로 우수한 특성을 가집니다. 

ALZASTA : 아연알루미늄도금강판

• 알루미늄의 견고한 산화피막과 아연의 희생방식 효과로 우수한 내식성 보유

• 특유의 매끄러움, 평탄함, 미세한 스팽글과 함께 밝은 회백색의 외관

• 우수한 도장 밀착성

•  ALZASTA는 각종 부식환경에서 아연도금강판 대비 4배 이상의 내구성을 
가집니다.

•  ALZASTA는 아연도금강판과 동등한 수준의 가공성을 가지며, 가공부위에 
균열이 적어 가공부위의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  아연도금강판 대비 내열성이 월등히 우수한 ALZASTA는 400°C의 
고온에서도 단 기간 변색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  ALZASTA는 열반사 효율이 아연도금강판 대비 2배 가량 우수하여 각종 
건물의 지붕재로 적용시 냉난방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복합산화물인 흑색 연료를 함유한 흑색도장을 실시하여 더욱 뛰어난 승온 
억제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UV 강판 

•  컬러강판의 일종으로 POSCO에서 생산 중입니다.

•  UV(Ultra Violet : 자외선)을 이용하여 도료를 경화시키는 최신 
강판으로 기존 컬러강판이 소둔로에서 열로 경화시키는 것에 대비 
됩니다. 

•  특징은 고선명성, 고광택성이며 내스크래치성이 강합니다.

• 차세대 컬러강판으로 자동차용까지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HGI : Hot Galvanized Steel (열연용융아연도금강판)

•  열연코일을 산세처리 후 아연의 희생방식을 통한 내식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용융도금법을 이용하여 아연 도금한 표면처리 
강판입니다.

•  모체금속(열연코일)의 선택을 통해 내식성 강화요소를 겸비한 경제성 
강판으로 일반 건축자재, 농원용 파이프, 도로용 가드레일 등에 
사용됩니다.

•  GI(H) : Galvanized Steel(HR BASE)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POSMAC 
:
 

•  POSMAC은 HR을 원소재로 하며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의 
삼원계 합금도금 강판입니다.

•  일반적으로 아연도금강판 대비 최대 5배까지 강한 내식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일신제강이 ZAM이란 명칭으로 이미 양산하고 있는 제품으로 
2012년 POSCO가 국내 최초로 개발 및 양산에 성공하였습니다.

•  향후 POSMAC의 고내식성으로 인해 기존 CGI나 HGI, 갈바륨 등을 
상당 부분 대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로 고급 건자재 용도로 사용하며 그외 자동차, 가전, 강관향에도 
채택이 가능합니다.

F/H : Full Hard (미소둔강판)

•  일반냉연제품이 TCM -> 소둔 -> 정정라인의 공정을 거치는데 반해 
Full Hard材는 TCM공정에서 냉간압연만 시행하고 출하되는 
제품입니다. 이는 Full Hard材를 구입하는 수요업체가 대부분 
도금업체로서 소둔로를 기장착하고 있어 2중으로 소둔처리되게 하지 
않고 바로 산세·도금하기 위함입니다.

•  어닐링공정을 거치지 않아 미소둔강판 또는 풀하드강판이라고 부르며 
열연강판을 산세처리한 후 냉간압연하고 전기청정공정에서 압연유 
등을 제거한 냉간압연강대를 말합니다.

POSCO Magnesium Alloy Coated Steel
(고내식합금도금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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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제품 생산 제품

ERW  강관

ERW 강관 
•  강관은 철로 만든 파이프를 의미하며 Tube라고도 

합니다.

•  구조용,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건자재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당사에서 직접 제조하는 강관은 자동차용 구조관과 인발 
작업 등을 위한 재료관, 금속가구의 프레임용 강관 
건자재용 각관, 농업용 강관, 가전용 강관 등이며  
소재는 HR, CR, PO, F/H  HGI, GI 등을 사용합니다. 

•  강관은 구조관, 배관, 후육관, 농업용 강관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당사의 제조 품목은 주로 구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조 공법상 ERW(전기저항 용접) 
강관에 속합니다. 

•  ERW 방식은 고주파를 이용하여 Strip을 가열한 후 
접합시키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강관 제조공정 

Slitting 성형 및 용접 비드제거 정형용사 1차절단

2차절단

원자재

Swaging검사포장 및 마킹출하

POSCO 특수강 제품

환봉
•  강관과 달리 속이 차있는 금속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2차 가공 등을 거쳐 각종 

산업재로 사용되며 자동차, 방위산업, 조선, 가전산업 등 전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12년 부터 POSCO 특수강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계목 강관
•  ERW 강관과 달리 용접 부위가 없는 강관을 의미합니다. POSCO 특수강은 

STS 무계목 강관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당사는 2012년 부터 POSCO 특수강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무계목 강관은 용접 부위가 없으므로 압력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자동차  
방위산업, 조선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Web CRM 체계

•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고, 생산, 운송, 매출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2002년 동종 업계 최초로 CRM 체계 운영 개시

 고객 만족도 조사  : CSI
•분기당 1회 전 고객사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 조사 실시

•고객 불만 사항 파악 및 적시적인 조치로 고객 만족도 제고

•2004년 동종 업계 최초 실시

 Mobile ERP 체계
• Smart Phone과 Tablet PC 등 Mobile 기기를 이용하여 

당사 ERP상의 핵심기능을 실시간 이용 가능  

   영업사원의 적시적 정보파악으로 대 고객서비스개선

•2004년 동종 업계 최초 무선 PDA를 이용한 서비스 실시

•2012년 Smart Phone과 Tablet PC를 이용할 수 있도록   

  System 개선

 Bar Code 물류관리 체계

•Wireless Bar Code Terminal 및 무선 AP로 구성

•ERP와 연동되어 실시간 물류 흐름 추적 및 확인 가능

 LBS 화물차 위치관제시스템

• GPS 장치를 이용하여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고객사에 물류 Flow에 대한 적시적 정보 제공

•2008년 동종업계 최초 도입, 운영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체계  :  SMS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생산완료 및 배차완료 현황 정보 실시간 제공

•2005년 동종 업계 최초 실시

 철강 시황정보  E-mail 발송

•월 1회 이상 철강관련 시황정보 제공을 통해 고객사에게 적시적인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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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생산 가능 규격 및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기계적 성질표 고객 서비스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KS D3517, JIS G 3445) 기계적 성질표생산 가능 규격 

종    류 기    호

인장시험

인장강도 항복점
연신율 (%) (MIN)

kg/㎜² kg/㎜²

(MIN) (MIN) 11호 시험편 5호 시험편

12호 시험편

종방향 횡방향

11종 A STKM11A 30 이상 - 35 이상 30 이상

12종

A STKM12A 35 이상 18 이상 35 이상 30 이상

B STKM12B 40 이상 28 이상 25 이상 20 이상

C STKM12C 48 이상 36 이상 20 이상 15 이상

13종

A STKM13A 38 이상 22 이상 30 이상 25 이상

B STKM13B 45 이상 31 이상 20 이상 15 이상

C STKM13C 52 이상 39 이상 15 이상 10 이상

14종

A STKM14A 42 이상 25 이상 25 이상 20 이상

B STKM14B 51 이상 36 이상 15 이상 10 이상

C STKM14C 56 이상 42 이상 15 이상 10 이상

15종
A STKM15A 48 이상 28 이상 22 이상 17 이상

C STKM15C 59 이상 44 이상 12 이상 7 이상

16종
A STKM16A 52 이상 33 이상 20 이상 15 이상

C STKM16C 63 이상 47 이상 12 이상 7 이상

17종
A STKM17A 56 이상 35 이상 20 이상 15 이상

C STKM17C 66 이상 49 이상 10 이상 5 이상

18종

A STKM18A 45 이상 28 이상 25 이상 20 이상

B STKM18B 50 이상 32 이상 23 이상 18 이상

C STKM18C 52 이상 39 이상 15 이상 10 이상

19종
A STKM19A 50 이상 32 이상 23 이상 18 이상

C STKM19C 56 이상 42 이상 15 이상 10 이상

20종 A STKM20A 55 이상 40 이상 23 이상 18 이상

원형강관 각형강관

12.0Ø 15×15

12.7Ø

15.9Ø 18×18

19.1Ø

21.2Ø 20×20

22.2Ø 25×25

25.4Ø 30×20

27.2(26.9)Ø 30×30

31.8Ø 40×20

33.5Ø 50×30

34Ø 40×40

38.1Ø

42.7(42.2)Ø

50.8Ø

63.5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