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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이 세아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1966년부터 고급 특수강 분야에서 쌓아온 세아창원특수강만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역량을 발판 삼아 보다 다양하고 특별한 가치를 전하고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찍이 생산 기반을 닦으며 특수강 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었듯이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대한민국 특수강의 새로운 

역사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표준이 되는 날까지, 세상에 없던 새로운 철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으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더 

큰 감동을 전하겠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의 오늘은
대한민국 특수강 산업의 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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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VISION

대표이사

세아창원특수강의 역사는 대한민국 특수강 산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합니다. 

1966년 창립 후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공장을 가동하며 한 차원 높은  

고급 특수강 생산과 최적화된 생산 공정 시스템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특수강  

산업의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균형 잡힌 제품 포트폴리오와 전문  

제조 기술력을 갖추고, 시장의 수요와 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가치 창출을 

위한 솔루션을 앞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아창원특수강은 철강제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세아의 전문성,  

특수강 분야에 특화된 세아의 탄탄한 노하우와 결합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고기능의 고급 특수강 소재와 차세대 특수합금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기술

적인 혁신과 시너지를 일으켜 고급 특수강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한 단계 더 높게 

비상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향한 우리의 집념과 도전은 미래 기업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강 산업의 건강한 내일을 설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특수강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향한  

비전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써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세아창원특수강이 
세아그룹의 일원으로
새로운 내일을 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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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경영 환경 친화

정직

고객가치 확대
인류사회 공헌

GLOBAL LEADER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

핵심 가치

고객 만족

열정 실력

기술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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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특수강(주) 설립

삼양특수강(주)과 한국특수강공업(주) 합병, 

한국종합특수강(주)으로 사명 변경

부설 중앙연구소 설립

창원에 특수강 공장 준공(봉강, 강관, 판재)

1억 불 수출의 탑 수상

삼미종합특수강(주)으로 사명 변경

제2특수강 공장 준공(제강, 압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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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6

2007

200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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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14

창원특수강(주) 설립 인가, 포스코 편입(봉재, 관재 사업)

국제품질보증규격(ISO 9002) 인증 획득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인증 획득

2억 불 수출의 탑 수상

국제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 획득

4억 불 수출의 탑 수상

1단계 설비합리화 종합 준공

–  AOD, HV Mill, RSM, DST 설비 도입

– 제2산세공장, 조괴공장 준공

포스코특수강(주)으로 사명 변경

7억 불 수출의 탑 수상, 대형단조공장 준공(9,000톤 프레스)

중국사무소 개소

태국사무소 개소

제강 생산량 누적 1,500만 톤 달성

일본사무소 개소

Ø5 선재 국내 최초 상업화 생산 성공

2단계 설비합리화 종합 준공

–  신제강 준공: 60톤 전기로, 수직 연주기

–   압연공장 합리화: 연속 가열로(90톤),  

대형 압연기(SBM), 45톤 배치로 3기 신설

공정거래자율준수 최고등급(AA) 획득

2015 세아그룹 편입, 

(주)세아창원특수강으로 사명 변경

창원시와 1,000억 원 투자 협약

개척과 도전의
50년 발자취

HISTORYCOMPANY  STORY HISTORYCOMPANY  STORY

1997 20151966



Business Sites

서울사무소  서울 마포구 세아타워에 위치하며 기획, 영업, 수출, 구매 기능을  

토대로 국내외 전반적인 마케팅과 원자재 수급 역할을 수행합니다.

부산영업소  영남권에 집중해 있는 수요 산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중국사무소  세계 최대 철강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시장의 최신 특수강  

동향을 파악하고 수요 산업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합니다. 

태국사무소  동남아 자동차 및 가전 산업의 핵심인 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의 신속한 고객 대응과 다양한 산업에 걸쳐 판매 활동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일본사무소  세계적인 품질 경쟁력을 강조하는 일본시장의 요구에 대응하면서,  

신규 강종을 비롯한 고급 특수강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조사하여 

차세대 소재 발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FACILITIES06 07 COMPANY  STORY

연간 120만 톤의 제강능력을 갖춘 창원공장은 약 670,000㎡의 대지 위에 단일 

공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용도가 다양한 다품종의 고급 특수강 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열처리나 가공 등 

고객 맞춤형 후처리 공정을 통해 고객의 요구에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일관생산체제를 확보한 무계목 강관의 대구경  

생산 공장이 새롭게 가동되면서 창원공장은 글로벌 특수강 메이커의 중심지로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특수강 메이커를 향한
베이스캠프, 창원공장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부지

194,000평

생산 능력
제강 120만 톤

주요 제품
스테인리스 선재 · 봉강
무계목 강관
공구강 · 금형강 

탄소 · 합금강
특수합금

자유단조품

Overview



INTEGRATED  
PRODUC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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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MAKING ROLLING FINISHING PRODUCTS

FORGING

EXTRUSION

EAF 
60/100ton

LF VD
60/100ton

VIM 
2ton

ESR 
6/30ton

Billet Caster

Heating

Heating

Induction 
Heating

Press
9,000ton

Boring Extrusion Pilgering

Drawing

 Press
2,200ton

RFM
2,800ton

Roughing Mill Kocks Mill Precision Sizing 
Block

SBM BM HV Mill
CCR/FBM

Wire Rod

Round Bar

Seamless 
Pipe & Tube 

Flat Bar

Open Die Forging
Product 

Centerless 
Grinding

Peeling

Pickling

Hydrostatic 
Test

Heat 
Treatment

ECT/TOM/MLFT

MT

UT

Bloom Caster

IngotVOD
60ton

AOD
100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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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스테인리스 봉강 및 선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고급 특수강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스테인리스강을 비롯한 공구강,  

특수합금 등의 제품 분야에서 국내 상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최적의 제품 생산은 물론, 양질의 제품을 안정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과 기술을 갖추었습니다.  

50여 년간 쌓아온 세아창원특수강만의 앞선 기술과 생산 노하우로 고급 특수강  

소재의 혁신과 차세대 소재 개발을 실현해 나가며 고객의 가치 향상을 위해 기여 

하겠습니다.

PRODUCTION 
SYSTEM 

기술에 대한 집념과 고객을 향한 진심

제강 압연 단조 압출 후처리

COMPANY  STORY



용해

전기로(EAF, 2기): 100, 60톤
VIM(2기): 2, 8톤

정련

LF(2기): 100, 60톤 
VD(1기): 100톤
VOD(1기): 60톤
AOD(1기): 100톤
ESR(4기): 4, 6, 8, 30톤
VAR(1기): 8톤

주조

빌릿 연주기(만곡형)
블룸 연주기(수직형)
강괴 주조(1.5~150톤)

블룸 연주기(수직형)

ESR

AOD

PRODUCTION  SYSTEM 13 

STEELMAKING
제강

12COMPANY  STORY

60톤 전기로

제강공정은 특수강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용해, 정련, 주조로 나뉩니다. 

용해설비는 60톤, 100톤 전기로와 高 청정강  

생산을 위한 VIM이 있습니다. 

정련은 LF, VD, VOD, AOD로 노외정련이  

가능하고, 高 기능성의 소재는 ESR 특수정련 

으로 생산합니다.

주조는 연속주조와 강괴주조가 있으며, 이 공정

에서 빌릿, 블룸, 강괴 등의 반제품이 생산됩니다.

제강공정



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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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연설비

SBM
BM
FBM · CCR
선재 · 소형 봉강 압연기 

선재는 조압연—중간압연—사상압연으로 배열 

된 연속 압연공정을 통해 생산됩니다. 3-Roll  

방식의 압연기는 표면과 중심부를 균일하게 압연 

하고, 최신 RSM 설비로 균일한 조직과 0.1mm  

이내의 정밀한 치수 제어를 진행합니다.

봉강과 평강은 단조 및 압연 공정을 거쳐 생산 

됩니다. 최신 SBM 대형 압연기로 대형 봉강 및 

광폭의 평강 제품을 생산하며, HV Mill에서는 

수평과 수직으로 연속 압연하여 치수를 정밀하게 

제어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압연공정

CCR

FBM

Laying Head

ROLLING
압연



9,000톤 대형 프레스

2,200톤 프레스

RFM

단조설비

단조기(2기): 9,000/2,200톤
RFM(1기): 2,80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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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공정에서는 제강공정에서 생산한 강괴를  

가열한 후 프레스를 이용해 다양한 형상의 제품을  

만듭니다. 선박용 샤프트, 엔진 부품, 플랜트용  

쉘, 각종 환봉과 평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조가 완료된 후에는 각 제품의 요구 특성을  

맞추는 열처리, 가공, 외관 및 내질 검사를 거쳐 

고객에게 최종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단조공정FORGING
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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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설비

압출 프레스(2기): 2,000/5,000톤
인발기
필거밀

2,000톤 압출 프레스 필거밀

인발

무계목 강관은 환봉 소재를 절단하여 중심부에 

구멍을 뚫은 다음 유도 가열로에서 소재를 가열 

한 후 프레스로 일정 규격의 외경과 내경으로  

압출하여  생산합니다.

압출한 강관은 열처리—산세—검사 과정을 거쳐  

열간 제품이 되고, 필거 또는 인발을 거쳐 치수  

정밀도가 우수한 냉간 제품이 됩니다. 무계목  

강관은 전수 비파괴 검사를 통해 표면과 내질에 

결함이 없는 완벽한 품질로 공급됩니다.

강관공정EXTRUSION
압출

PRODUCTION  SYSTEM 



스테인리스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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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봉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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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목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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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OMPANY  STORY

교정

열처리로

검사

코일산세

FINISHING
후처리

후처리 설비

열처리로, 교정, 가공, 검사, 코일산세



스테인리스 선재

제강—선재압연—열처리—산세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를 통해 생산하는 스테인리스  

선재는 지속적인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0.1mm 이내로 치수 제어가 가능한 고속 정밀 압연기(RSM)로 5~34mm 규격의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고온상태에서 직접 열처리하여 결정입도와 강도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DST(Direct Solution Treatment) 설비를 비롯해, 친환경 첨단 산세기술인 무질산  

산세공정으로 정밀하고 우수한 품질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강종으로 오스트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계, 그리고 하이레벨의 듀플렉스까지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PRODUCT AND BUSINESS FIELD STAINLESS STEEL WIRE RODS

파스너용

탄소, 황을 낮추고 구리를 첨가해 냉간 압조성을  

향상시킨 소재로, 볼트, 너트, 스크류 등 냉간  

압조용 파스너 소재로 공급함

와이어 로프용
탄소 함량을 상향 조정해 강도를 확보하여 각종 

크레인 로프, 해수용 로프, 와이어 로프 소재로 

사용됨

자동차 부품용
티타늄, 나이오븀 등을 첨가해 내열, 내식성을 

향상시킨 강종으로 자동차용 배기장치의 부품 

소재로 사용됨

22 23 

국내 유일의 스테인리스 선재 생산업체로,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  주요 용도 와이어 로프, 볼트 · 너트, 스프링 등

·  대표 강종  304, 316, 304J3, 410, 430 등 

·  수요 산업 산업기계, 건설, 가전, 자동차 등

STAINLESS STEEL 

WIRE RODS



스테인리스 봉강은 제강—압연—열처리—가공—검사 등 일관생산체제로 생산됩니다. 소형  

압연, 대형 압연, 단조공정으로 외경 5.7~885mm의 폭넓은 규격과 형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쾌삭강부터 슈퍼 듀플렉스 강, 엔진 밸브용 내열강 등 다양한 강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와 더불어, 후처리 공정으로서 제품 조건에 최적화된 열처리와  

최대 250mm 대형 사이즈까지 필링이 가능한 가공설비를 통해 미려한 표면 품질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생산 인프라와 제조 기술력을 토대로 발전 플랜트 및 터빈용,  

자동차 엔진 밸브용 내열강 등을 개발해 국내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품질검사와 주문에서 생산, 출하에 이르는 품질보증체계로 고객이 신뢰하는 최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테인리스 봉강

STAINLESS STEEL 

BARS

STAINLESS STEEL BARS

고강도 샤프트용
경화 열처리에 의해 높은 강도와 인성을 얻을 수 

있는 마르텐사이트계 강종으로 고강도 샤프트,  

금형 및 베어링 부품에 사용됨

터빈 블레이드용
고온에서 강도와 충격 인성, 내열 및 내마모성을 

확보해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용 부품에 

사용됨

진공계, 반도체 부품용
가장 널리 사용되는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으로 내식성이 중요한 기계 부품이나 진공계 부품
에 사용됨

PRODUCT AND BUSINESS FIELD 24 25 

내식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고품질의 봉강을 
다양한 강종과 폭넓은 규격으로 생산해

고객 만족을 실현합니다

·  주요 용도 발전 터빈 부품, 자동차 기어류, 선박용 샤프트, 석유화학 장치 부품 등

·  대표 강종  304, 316, 410, SUH11, SUH660, Duplex 등  

·  수요 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플랜트 부품소재 등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강부터 압연, 압출, 냉간 가공, 검사 등 소재 생산부터 제품에 이르는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열된 소재를 2,000톤 압출 프레스로 열간 압출한 후 열처리, 인발, 필거, 비파괴 검사를 

거쳐 다양한 규격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주문에서 출하까지 단계별 품질관리와 시험으로  

품질 신뢰를 확보하고 있으며, 반도체 및 플랜트용, 핵융합발전용 제품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최근 5,000톤 압출 프레스가 신설된 대구경 강관공장이 새롭게 가동되면서 외경 1/8~10

인치까지 폭넓은 생산 규격을 확보함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무계목 강관

SEAMLESS STEEL

PIPES & TUBES

SEAMLESS STEEL PIPES & TUBESPRODUCT AND BUSINESS FIELD 26 27 

보일러 및 열교환기용
고온, 고압에서 강도와 내식성, 열전도율이 우수하여 

주로 보일러의 수관, 연관, 과열관, 공기예열관, 화학 

석유공업의 열교환기관, 콘덴서관, 촉배관, 가열로  

등의 소재로 사용됨

기계구조용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뛰어나 

주로 산업기계, 항공기 및 자동차 기계 부품, 구조물
의 소재로 사용됨

내열·내식용
고온에서 내부식성이 우수하고, 내산화성이 좋은 것이  

특징으로 주로 폐열 회수 보일러(Recuperator),  

가열로(Heating Furnace) 등의 소재로 사용됨

자체 소재 조달이 가능한 일관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우수한 제조 기술력과 첨단 기계공법을 갖추어 
기술 중심의 역량을 한 차원 높였습니다

·  주요 용도 화력발전 보일러, 배관, 열교환기, 정밀 강관용 모관 등 

·  대표 강종  TP304, TP316, TP347H, TP316/316L, S30432, N08904 등 

·  수요 산업 화학플랜트, 반도체, 자동차 등 



60톤, 100톤 전기로를 통해 생산한 블룸, 강괴를 압연설비로 바로 투입이 가능하여 중간  

공정 생략에 의한 원가 경쟁력은 물론 단납기가 이루어지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정련 설비(ESR)의 재용해 과정을 거쳐서 강괴 내부의 高 청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치밀한  

조직을 형성해 고품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최신 압연 시설을 이용해 고객이 원하

는 용도에 적합한 치수와 형상으로 주문 생산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제품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폭의 평강을 생산하는 SBM, 수평—수직 방향으로 연속 정밀 압연하는 HV MILL뿐만  

아니라, 2,200톤 및 9,000톤 자유 단조기, 방사형 고속 단조기 RFM 등 공구강 제조에  

적합한 설비를 활용하여 소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크기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습 

니다. 주요 품목으로는 냉간 및 열간 공구강, 정밀 플라스틱 금형강, 화염소입 공구강, 단조 롤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고기능 신강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OOL . MOLD STEEL

공구강 · 금형강

TOOL . MOLD

STEEL

PRODUCT AND BUSINESS FIELD 28 29 

압출 금형용
低 탄소, 高 크롬 성분 조합의 열균형 저항성을 강화한  

강으로 피가공재를 열간상태에서 가공하는 열간  

공구강을 사용함

Shear Knives용
높은 탄소와 크롬을 함량한 강종으로 QT 열처리 후에도  

높은 경도를 확보하여 냉간상태에서 내마모성이  

우수한 냉간 공구강을 사용함

열간 프레스용 다이스 소재
QT 열처리된 상태로 공급해 금형가공 고객사에서 

추가적인 열처리 없이 성형할 수 있는 프리하든 강을 

사용함 

신규 합금 설계 및 공정 제어로 
내마모성, 가공성, 경면성 등 품질 특성을 한층 강화한 

고품질의 공구강, 금형강을 제공합니다

·  주요 용도 프레스 금형, 자동차 범퍼용 금형, 압출 금형, 고급 가전제품 금형 등  

·  대표 강종  열간/냉간 공구강: STD61, STD11, DC1, TD1, SKT4(V) 등

   플라스틱 금형강: TP1, TP4/4M, SMAT1, SMATE, SMATF 등 

·  수요 산업 자동차, 가전, 산업기계 등 



다양한 규격과 용도의 탄소강 ·합금강 봉강과 선재를 생산합니다. 다품종, 소 Lot 주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 정련과 지속적인 강종 

개발로 다양한 용도에 적합한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및 방위 산업용 소재

들의 제품 경쟁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최고의 품질 실현을 내세워 열간 표면 흠 탐상기(ECT), 비파괴 검사(NDT), 자분 탐상기

(MPI) 등 최신 검사와 시험분석 장비를 갖추고 빈틈없는 품질검사체계로 주요 국제 인증을 

취득해 글로벌 품질관리능력을 인정 받았습니다. 

제품의 취급, 운송, 납품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는 다양한 포장 방법으로 고객에게 이르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한 제품을 전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동차 산업 
차축, 자동차 변속기, 엔진 등의  

소재로 사용

방위산업

고기능성 소재로 사용

중장비

트랙 체인 및 링크, 킨, 부상, 터널 굴착기 

커터 등의 소재로 사용

CARBON . ALLOY STEEL 

탄소 · 합금강

CARBON . ALLOY 

STEEL 

PRODUCT AND BUSINESS FIELD 30 31 

생산 인프라와 제조 기술력을 토대로 
다양한 규격과 용도의 선재, 봉강, 각재, 평강을 생산해 

고객의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용도 자동차 변속기 및 엔진의 기능성 부품, 산업기계 부품, 기능성 방위산업용 소재

·  대표 강종  S45C, S48C, SCM420, SCM440 등 

·  수요 산업 자동차, 산업기계, 방위산업 등 



발전, 해양플랜트, 석유화학 등 하이테크 산업용의 특수 소재부터 우주항공 산업용 소재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특수합금은 세아창원특수강이 주력하는 미래 핵심 소재분야 입니다.  

미래 차세대 소재 연구의 전략기지인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니켈과 크롬 함량이 높고,  

뛰어난 내열과 내식성을 가진 고기능의 특수합금 개발에 주력하여 제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현재 특수 정련설비인 VIM, 특수 용해설비인 ESR을 활용하여 고청정의 특수합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진공 유도 용해 방식의 VAR 설비와 최신 방사형 고속  

단조기인 RFM의 도입으로 잉곳부터 제품까지 특수합금 일관생산체계를 갖춤에 따라  

고부가가치 특수 소재의 전문성을 더욱 넓혀가고 있습니다.

NICKEL ALLOY

특수합금

NICKEL

ALLOY 

PRODUCT AND BUSINESS FIELD 32 33 

고압 송전선 코어용
철에 니켈을 함량하여 온도 변화에 강한 

특수합금 소재가 사용됨

우주·항공 산업용
초 고강도 피로특성을 확보한 특수합금 

소재가 사용됨

특수 정련, 고속 단조 등의 공정으로 고기능, 고청정의  
소재 생산에서 나아가 니켈 알로이, 티타늄 등 차세대 소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제조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주요 용도 발전용 터빈, 초내식 볼트 및 배관용 부품, 고압 송전선용, 항공기용 부품 등  

·  대표 강종  UNS N07718, N06625, N09925, N08825, MONEL400, CIMA35 등 

·  수요 산업 에너지, 방위산업, 우주항공 등



SEM

세아창원특수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급 특수강 분야의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高 기능성의 신제품 개발과 제품의  

특성 개량, 고유 기술역량 강화,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에 노력해 

왔습니다. 1987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이래 미래 소재의 

선행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그리며 특수강 소재 개발을 주도해 

왔으며, 특수합금 분야에 주력해 차세대 소재 개발과 신수종 제품의 

선행 연구를 거듭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세대 소재 개발의 컨트롤 타워, 기술연구소

35 RESEARCH & DEVELOPMENT 

RESEARCH 
& DEVELOPMENT

  제품연구센터에서는 신강종 개발, 수입 대체, 제품특성 개량 및 신뢰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기반의 

고급강 생산 확대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열 · 내식성이 우수한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긴 수명의 체세대 

공구강 · 금형강, 초내식, 초내열 합금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합금 등의 개발에 연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스테인레스강, 공구강 및 특수합금 개발  관련 연구

· 제조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제품특성 개선 연구

· 차세대 주력 강종에 대한 선행 연구

  공정연구센터는 저원가 · 고품질 제품 생산을 위한 新 공정기술 선행연구, 양산제품 품질 개선, 최적의 공정기술  

개발과 완벽한 품질보증을 위한 검사 시스템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 기술 개발

· 신공정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 및 제품 경쟁력 강화

· 완벽한 품질 보증을 위한 최적 검사 시스템 연구

제품연구

공정연구

Creep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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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창원특수강은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최고의 

품질을 실현하고자 합리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지속적인 품질관

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형 품질 설계를 시작으로 품질을 예측 관리

하고, 완벽한 품질 보증을 거친 후 이를 늘 새롭게 점검하는 품질개선 활동과 공정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품질 실현으로 진정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스템 인증

제품 및 기타 인증

ISO 9001:2008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Korean
Industrial Standards

한국산업규격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전력산업기술기준

ISO/TS 16949:2009
국제표준화기구
품질경영시스템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일본공업규격

ISO 14001:2004
국제표준화기구
환경경영시스템

AD 2000-Merkblatt W0
European Directive 97/23/EC

(PED)

KOSHA 1800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NORSOK M-650
(Duplex STS Tubes & Pipes)

선급 인증

DNV · GL
노르웨이 · 독일 선급

China Classification Society
중국 선급

Registro Italiano Navale
이탈리아 선급

Korean Register
한국 선급

Nippon Kaiji kyokai 
일본해사협회

American Bureau of 
Shipping
미국 선급

Lloyd’s Register 
영국 선급

BUREAU VERITAS
프랑스 선급

PRODUCT AND BUSINESS FIELD QM & CERTIFICATION

Action
지속적 개선활동

Plan
고객 맞춤형 설계

Do
품질 예측 관리

Check
완벽한 품질 보증



 환경보호

 대기환경
·  대용량 밀폐합류형 전기로 집진설비  

(Pluse Jet Type) 운영
· 굴뚝자동측정기(Clean SYS) 운영
· 고철장 비산먼지 억제 시설 운영 

 수질환경
·  중화, 응집·침전 등으로 오염물질 제거 후  

덕동하수처리장으로 유입
· 냉각수 순환 재활용 시스템
· 방류수 재활용 시스템

 폐기물 관리
· 제강 더스트 재활용
· 슬래그 자원화 설비 운영

 대외활동
· 마산만 정화활동 참여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참여

환경관리

DUST (먼지)

20mg/Sm3

14mg/Sm3

COD (유기물질)

90ppm

63ppm 

SS (부유물질)

80ppm

56ppm 

차이: 27ppm ▼

차이: 6ppm ▼

차이: 24ppm ▼

법적기준 

법적기준 

법적기준 

당사기준 

당사기준 

당사기준 

GREEN PRACTICES38 39

사람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폐기의  

전 과정에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생산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효율 설비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시스템 기반의 철저한 관리로 청정생산체제를 통한 고품질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통한 

녹색실천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2004년 출범한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및 자매마을 결연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매년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하여  

소외된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을 기업문화로 정착하고 기업의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사회복지, 환경보전, 체육문화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업시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토요일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을 나눔의 토요일  

봉사활동 날로 지정하여  

전 임직원이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

동행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한 자녀 가정의  

청소년을 초청하여 문화, 스포츠 체험을 통한  

정서 안정에 기여

클린오션 봉사단 수중정화 활동
사내 스킨스쿠버 동호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분기 1회  

마산만 앞바다 수중 정화활동 실시

테마형 봉사활동
벽화 그리기, 에코백 제작 등 가족과 함께하는  

테마형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저변 확대 및 만족도 강화

복지시설, 자매마을 결연
성심원, 풀잎마을, 인애원 등과 동읍,  

귀산동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및 노력봉사 실시

사내헌혈

분기 1회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헌혈 실시

40 41 AREA ACTIVATION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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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의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는 국내외 40여 개 관계사들은 반세기 이상 자력 성장을 통해  

쌓아온 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60년 강관사업으로 제조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세아는 지난 50여 년간 철강제조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강관뿐 아니라 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산업기계, 물류, IT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소재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아는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정직의 가치를 실현해온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각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

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사명을 다하며, 국가 산업과 경제를  

이끈다는 책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MEXICO
  SeAH Precision Mexico

U.S.A
  SeAH Steel America

 LA Office
 Houston Branch

 State Pipe & Supply

JAPAN
  SeAH Japan

CHINA
 Landmark Steel
  POS-SeAH Steel Wire 
(Nantong & Tianjin)

  SeAH Automotive (Nantong)
   Qingdao SeAH Precision Metal
  Suzhou SeAH Precision Metal
  Foshan SeAH Precision Metal

 Chuzhou Plant
 Changsha Plant

  ESAB SeAH Welding Products 
(Yantai)

ITALY
 Inox Tech

UNITED ARAB EMIRATES
  SeAH Steel UAE

INDIA
  India SeAH Precision Metal

 Noida Plant
 Chennai Plant

VIETNAM
 SeAH Steel Vina
  Vietnam Steel Pipe

THAILAND
  SeAH Precision Metal 
(Thailand)

  POS-SeAH Steel Wire 
(Thailand)

INDONESIA
  SeAH Precision Metal 
Indonesia

  SeAH R&I
  SeAH Steel Indonesia

세상을 아름답게, 세아

주요 연락처 
국내 본사 517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적현로 147  t.055-269-6114  f.055-269-6901
 서울사무소 040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 3, 29층  t.02-6970-2200  f.02-6970-2182
 부산영업소 46984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67번길 28 세아빌딩 4층  t.051-313-2259  f.051-311-2105
해외 중국사무소 RM 902, Aetna Tower, No.107 Zunyi Rd., Shanghai, China  t.86-21-5228-0781
 일본사무소 706, Cent Urban Building, 3-23-15 Nishi-Nakajima, Yodogawa-ku, Osaka, Japan 532-0011  t.81-6-6838-8777  f.81-6-6838-8784
 태국사무소 399 Interchange 21 Building 22nd floor, 12R Sukhumvit Road, Klongtoey-nua, Wattana, Bangkok, Thailand 10110  
  t.66-2-259-0371  f.66-2-259-0372



세아창원특수강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특수강 분야의 글로벌 리더’

세아창원특수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철의 가치를 창조하여

인류 사회의 공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SeAH 
CHANGWON 
INTEGRATED 
SPECIAL ST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