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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표자 인사말 

대표이사   신 춘 균 

연혁 
 1999    09    보경특수강(주) 설립 

 2001    09    문래동 하치장 준공 

 2002    01    MIRACLE ERP 시스템 가동 

 2002    12    하치장 이전 (문래동 → 시화공장) 

 2004    06    상호변경 (보경특수강 → 비케이스틸) 

 2004    06    Stainless CR Shear Line #1호기 설치, 가동 

 2004    06    시화공장 STS 서비스센터 준공 

 2005    10    Stainless CR Mini Shear Line #1호기 설치, 가동 

 2006    12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선정(중소기업청) 

 2007    03    본사 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 안산시 반월공단) 

 2007    04    Stainless CR Shear Line #2호기 설치, 가동 

 2007    04    Stainless CR Slitter Line #1호기 설치, 가동 

 2007    06    반월공장 STS 서비스센터 준공 

 2014    04    Stainless HR&CR Shear Line #1호기 설치, 가동 

 2014    04    Stainless CR Slitter Line #1호기 설치, 가동 

 2014    05    시화MTV STS 서비스센터 준공 

S t a i n l e s s  
S t e e l  S e r v i c e  C e n t e r 

                 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영업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고객과 함께 Win-Win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BK의 이상이고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추구합니다. 
체계적인 구매관리, 재고관리, 생산관리로 신속한 납기를 약속합니다. 
 
다양한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STS304, 316L, 430, 409L, 439등 기본강종 및 
443CT, 445NF, FW1등 뿐만 아니라 

내열강인 STS310S는 국내 최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 스테인리스 원자재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Steel Service Center입니다 . Steel 
Service Center (일명 “코일센터”)는 단순히 철강재를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철강 메이커로부터 
대량의 원자재를 구매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고객사의 요구에 맞추어 절단, 가공하여 
공급하는 선진화된 유통형태를 말합니다. 
 
Stainless Steel은 주방용에서부터 건축용, 자동차용, 전기재료용, 구조용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사
용되는 중요한 원자재입니다. 치열한 경쟁환경 속에서 원자재의 원가경쟁력에 대한 중요성은 날
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원자재의 원가경쟁력이 곧 제품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
문입니다. 
 
               은 원자재의 대량 구매에 따른 매입단가 인하, 최신 설비와 대량생산에 의한 가공비, 
물류비의 절감 등 차별화된 원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품질관리, 신속한 납기, 전문화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K가족은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개선 노력으로 철강유통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고객
과 함께 성장하는 마켓리더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STS제조 공정도 

주문 

Internet Fax Phone 

발주 · 주문 

주문접수 

재고확인 

재고? 

고객 

생산계획 

생산완료 

포장 및 
검사 

출하 및 
납품 

No 

Yes 

맞춤 유통서비스 …. 체계적인 주문관리로 고객사의 요구에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취급품목 

Win-Win 
대량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효과를 고객 여러분께 

돌려 드립니다! 

다양한 재고 비축과 다양한 절단가공서비스, 신속

한 납기, 전문화된 기술서비스로 고객사의 원가절

감과 자재구입 경쟁력 향상, 자재관리의 효율화를 

이룸으로써 고객사와 함께 Win-Win을 실현합니다. 

스테인리스 냉연·열연코일 

Cold/Hot Rolled Stainless Steel Coi l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 Rolled Stainless Steel Sheet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Hot Rolled Stainless Steel Coil and Sheet 

스테인리스 후판 

Stainless Steel Plate 

스테인리스 310S내열강 

Heat Resisting Stainless Steel(310S) 



가공설비 

Shear Line 

STS CR&HR · 제품의 표면품질 보호와 평탄도 확보를 위하여 Rough Leveller, Light Leveller, 

H e a v y  L e v e l l e r 등  3 기 의   6 H i  2 1 단  L e v e l l e r  R o l l 을  설 치 하 여 
BA,PL,HL등 표면엄격재의 최고품질 보증 

구 분 내 용 

두께(mm) 0.3 ~ 6.0 

가공폭(mm) 400 ~ 1,560 

길이(mm) 400 ~ 11,000 (6,501 ~ 1,1000은 별도문의) 

Slitter Line 

STS CR · 일본산 최신 Belt Bridle Tension Control 설비 설치로 표면 Scratch 를 방지하며, 표면 
엄격재 등 고급제품 생산 
· Burr제거장치를 장착하여 0.2mm까지 고품질의 박Gauge 생산 

구 분 내 용 

두께(mm) 0.25 ~ 2.0 

가공폭(mm) 
30~1300, Max 15조 

2.0T(6조), 1.5T(8조), 1.2T(14조) 

내/외경(mm) 508 / 650~2,000 

One-Stop 국내 최신예 설비, 최고의 품질로 신속하게 납품해 드립니다! 



공급가능 

당사특화제품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Cold Rolled Stainless Steel Coil and Sheet 

스테인리스 310s 내열강 

Heat Resisting Stainless Steel(310S) 

취급품목 

Sheet, Coil, Hoop 

판매강종 

304(L), 316(L), 310S, 321 

430, 439(L), 443CT, 445NF 

409L, 420J2, FW1 

Duplex, 200계 

◎ 공급가능치수 

  Sheet Coil Hoop 

두께(mm) 0.3 ~ 5.0 0.3 ~ 3.0 0.25 ~ 2.0 

폭(mm) 400 ~ 1560 1000 ~ 1560 30~800 

길이(mm) 최대 6500     

◎ 300계 강종 ◎ 400계 강종 

1524 

1219 

0.3 0.5 5.0 

1219 

0.3 3.0 

공급가능 

*상기 외의 치수도 상담 후 공급가능 

취급품목 

Sheet, Coil 

판매강종 

304(L), 316(L), 310S, 410(S) 

420J2, 430 

Duplex 

◎ 공급가능치수 

  Sheet Coil 

두께(mm) 3.0 ~ 8.0 3.0 ~ 8.0 

폭(mm) 1000 ~ 1560 1000 ~ 1560 

길이(mm) 1000 ~ 11000   

◎ 300계 강종 ◎ 400계 강종 

3.0 

1524 

공급가능 

BAF 소둔재(430) 

*상기 외의 치수도 상담 후 공급가능 

취급품목 

Plate 

판매강종 

304(L), 304LN, 316(L) 316H, 

316Ti, 316LN, 310S 321, 317L, 

Duplex 

◎ 공급가능치수 

  Plate 

두께(mm) 9.0 ~ 

폭(mm) 1000 ~ 3400 

길이(mm) 최대 12000 

◎ 304(L) 강종 ◎ 316(L), 310S 강종  

3400 

3070 

공급가능 

별도협의 

*상기 외의 치수도 상담 후 공급가능 

8.0 

공급가능 

1219 

3.0 5.5 6.0 

9 10 

3270 

3400 

3070 

9 16 

3270 

폭(mm) 

두께(mm) 

  
  

표면 두께(mm) 폭(mm) 길이(mm) 

HR 
Sheet 1D 3.0 ~ 8.0 400 ~ 1524 최대 11000 

Coil 1D 3.0 ~ 8.0 1000 ~ 1524   

후판 Plate 1D 9.0 ~ 1000 ~ 3400 최대 12600 

CR 

Sheet 2B 0.3 ~ 3.0 400 ~ 1524 1000 ~ 6500 

Coil 2B 0.3 ~ 3.0 300 ~ 1219   

Hoop 2B 0.25 ~ 2.0 30 ~ 800   

Pipe   주문자 협의   주문자 협의 

환봉   6ф ~ 130ф   4000~6000 

취급품목 

Sheet, Coil, Hoop, Pipe 

환봉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Hot Rolled Stainless Steel Coil and Sheet 

스테인리스 후판 

Stainless Steel Plate 

1000 

2.0 

폭(mm) 

두께(mm) 

폭(mm) 

두께(mm) 

0.8 3.0 



표면 보호피막 

Surface Protection Film 

표면사상 

Surface Finish 

표면 가공방법 용도 

No.1D   열간압연 후 열처리 및 산세처리를 한 것으로 무광택   표면광택이 필요 없는 용도에 사용 - 산업용, 건축구조용, 화학탱크 등 

No.2D    냉간압연 후 열처리 및 산세처리를 한 것으로 무광택   광택이 요구되지 않는 제품 - 일반용, 건축용, DDQ용, 등 

No.2B    No. 2D를 조질압연한 제품으로 표면광택이 좋고 기계적 성질이 개선됨  
  거의 전 용도로 사용 
  대표적인 냉간압연 제품 

BA    냉간압연 후 광휘열처리를 한 제품으로 고도의 반사율 및 광택을 가짐   자동차부품, 가전제품, 주방용품, 장식품, 건축용 등 

HL   적당한 입도의 연마재를 사용하여 연속 연마무늬가 생기도록 연마한 제품   건축내외장재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 

No.3    KS L 6001 (연마제 입도)의 규정에 따라 100~120 번으로 연마한 제품   건축용, 주방용품, 전자제품 외장용 등 

No.4  
  KS L 6001 (연마제 입도)의 규정에 따라 150~180번으로 연마한 것으로 No.3보다   
  연마상태가 미세함 

  건축용, 주방용품, 차량용, 의료기구, 식품설비 등 

No.8  
  상당한 광택 및 반사기능을 가진 연마 제품으로 800Mesh 이상의 연마재로 Buff를  
  회전시켜 만들며 연마흔적이 나타남 (건식) 

  건축용, 반사경, 압판대용, 장식용 등 

MR  
  고도의 광택 및 반사기능을 가진 연마 제품으로 1000Mesh 이상의 연마재로 Buff 
  를 회전시켜 연속가공 연마한 제품으로 연마흔적이 거의 없음 

  

EM  
  Etching 또는 방전가공으로 문양을 조각한 EMBOSSING ROLL에 의해 냉간압연한  
  제품 

  건축용, Elevator용, 압판대용, 전자부품용, 장식용 등 

Etching  
  냉연압연 최종제품 표면에 SCREEN으로 문양 인쇄후 산의 차별침식을 이용하여 입 
  체적인 문양을 만든 제품 

  건축용, Elevator용, 압판대용, 전자부품용, 장식용 등 

COLOR  
  냉간압연 최종제품 표면에 형성된 부동태산화물 층을 조절하고, 빛의 굴절과 간섭 
  작용을 이용하여 여러가지 색으로 발색시킨 제품 

  건축용, 고급 의장용, 주방용품 등 

VIBRATION    다축수평연마에 의해 무방향성으로 연마한 제품    건축용, 가전제품, 장식품 등 

위의 재질 이외의 보호피막재를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문의 바랍니다. ◎:우수 ○:양호 △:미흡 

사용시 유의사항 
표면 보호피막이 부착된 스테인리스 강판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해주시고 접착재 물성치 변화로 고객사 사용시 부작용을 유
발할 수 있으므로 제품인도 후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질 색상 두께(ρm) 
가공특성 

특  징 적용용도 
성형 절곡 Roll성형 

PVC 

White 100 ○ ◎ ○ 
  * 강한 접착력 
  * 내후성, 내열성 우수  

  * 건축 내외장재 (HL, No.3, No.4) 
  * 장기보관 사용재 

Blue 80 ◎ ◎ ○   * 가공용, 고광택용에 유리 
  * DRAWING용 (SINK, 2종 양식기) 
  * 고광택용 (BA, MIRROR) 

PE 
투명 

50 △ ○ △   * 원가측면에서의 유리 
  * 단순 표면보호 
  * 경가공용 Blue 

강 종 조  성 특    성 용    도 

301   17Cr-7Ni   304보다 Cr,Ni함량이 적으며 냉간가공으로 고강도화   열차, 철도차량의 내외장재/ 구조용, 전자기기 부품 

301L   17Cr-7Ni-LC   301의 저탄소강으로 내입계 부식성, 용접성이 우수    철도차량 

303   18Cr-8Ni-고S   피삭성, 내스코어링성 향상    볼트, 너트 

304   18Cr-8Ni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강종으로 내식성, 기계적 성질이 우수   가정용, 산업용에 전반적으로 사용 

304L   18Cr-9Ni-LC   저탄소의 304강으로 입계부식에 대한 저항성 우수 
  내입계부식성이 크게 요구되는 화학,석탄, 
  석유산업분야기기, 건축자재 

304LN   18Cr-8Ni-LC   저탄소, 질소첨가강, 304대비 고강도 및 내식성 향상    전동차 구조용, 급탕 탱크용 

304J1   17Cr-7Ni-2Cu   304에 Cu첨가로 항균성 성형성이 우수. 심가공 제품에 사용   보온병, 보온도시락, 주방용 Sink 

305   18Cr-12Ni-0.1C   고Ni 함유강으로 비자성 및 냉간성형성이 양호하여 심가공 용도에 적합   전자부품, VTR Guide Roller,전자총 

310S   25Cr-20Ni 
  고Cr 과 고Ni의 합금강으로 고온에서의 내산화성과 고온강도가 높고 
  내열성을 필요로 하는 내열재료로 광범위하게 사용 

  가열로, 열처리로, 소각로, 연소장치부품, 히터, 
  자동차배기계 부품, 열교환기 

316   18Cr-12Ni-2.5Mo   Mo 첨가로 내식성, 내공식성, 고온강도가 특히 우수 
  수도배관, 해수설비, 화학, 제지, 염료제조설비 
  해안지역시설물 

316L   18Cr-12Ni-2.5Mo-LC   저탄소, 316강의 특성에 내입계부식성이 우수   Chemical Tank, Chemical 선박 

316LN   18Cr-12Ni-2.5Mo-N-LC   316L 강에 N을 0.1~0.3wt% 첨가하여 강도향상    화학설비, 핵융합반응로 

316Ti   18Cr-12Ni-2.5Mo-Ti   316강에 Ti를 첨가하여 내입계부식성 향상   원유증발 방지장치(원유저장탱크), 열 교환기Cover 

317   18Cr-12Ni-3.5Mo   내공식성이 316대비 우수    염료설비 

317L   18Cr-12Ni-3.5Mo-LC   316L강 보다 고Mo제품으로 내해수성 및 내 SCC우수    Chemical선박, 화학제품Reactor, 석유화학 저장설비 

321   18Cr-9Ni-Ti   304강에 Ti를 첨가하여 입계부식을 방지 
  항공기 배기관, 보일러Cover, Expansion joint 등 
  용접·조립 후 열처리가 불가능한 부품 및 설비 

347   18Cr-9Ni-Nb-0.06C   고온에서 우수한 크리프성 보유    고온용 용접 구조물 

XM15J1   18Cr-13Ni-4Si   Si첨가로 내고온염부식성과 내산화성 우수    자동차배기계(Flexible coupling), 히터, 소각로부품 

410L   13Cr-LC   410강에서 C함량을 낮추어 가공성, 용접 굴곡성 우수    냉동 컨테이너 구조재 및 외장재 

430   18Cr 
  Ferrite계의 대표적 강종으로 열팽창률이 낮고 성형성 및 내산화성이 
  우수 

  가전부품, 2종양식기 

430J1L   18Cr-Cu-Nb - L(C,N)   430강에 Cu,Nb를 첨가하여 내식성, 성형성, 용접성 우수    자동차 배기계 부품, 건축 내외장재, 가전제품 

430Ti   20Cr-Ti-LCN   20Cr에 Si, Ti 첨가로 유리와의 접합성이 우수    Tv, Monitor 가전제품, Stud Pin 

436L   18Cr-1Mo-Ti,Nb,Zr - L(C,N)   Mo 및 Ti, Nb를 첨가로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이 우수    내열 및 온수기기류, 주방 및 가전기기류 

444   19Cr-0.5Mo-Nb-LC   고 Cr, Mo첨가강으로 내입계부식성, 내공식성, 내SCC성 우수    저수조, 급탕조, 태양열 온수기, 전기온수기 

410   13Cr   양호한 내식성, 기계가공성을 보유    1종 양식기 

410B   12Cr-LC   410대비Mn, Ni함량을 조절하여 소입(Quenching)경도확보    오토바이 디스크 브레이크 

410S   13Cr-0.08C   410에 내식성, 성형성을 향상시킨 강종    일반칼날, 1종양식기(Spoon, Fork, Knife등) 

420J2   13Cr-0.3C   420J1강보다 소입 후 경도가 높음    내마모성이 요구하는 기계부품, 공업용 칼,가위 등 

409L   11Cr-Ti-0.03C   Ti첨가로 용접성 및 가공성 우수    자동차 배기관 

329J3L   22Cr-5Ni-3Mo-N-LC 
  Cr, Mo, N등 내식성 강화원소 다량함유하여 염소부식, SCC,  공식, 
  틈새부식, 마모 및 침식에 의한 저항성이 매우 우수 

  탈황설비Duct, 담수화설비, 저수조, 염화물을 함유하는    
  용액 및 식품관련 산업의 압력용기, 탱크, 파이프 PVC WHITE PVC Blue PE 투명 PE BLUE 

Austenite Ferrite Martensite 내열강 이상계 

스테인리스 강종 별 용도  

Application of Stainless St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