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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area

A company loved for making
dreams come true
가슴뛰는 꿈을 실현하는 사랑받는 기업

범BST는 1990년 설립이래 창의와 통찰 그리고 도전이라는 가치를 걸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강재 
구매, 유통의 전문성과 해양플랜트, 산업플랜트 제작의 노하우를 확보하였습니다. 

범BST는 해양, 산업플랜트 제작에 다년간 참여하여 쌓아온 높은 수준의 품질과 기술을 바탕
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이중금속 접합기술 기술(CLAD, 
SUN-Z-R)을 도입하여 기업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금속 접합기술을 이용한 특수소재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고객을 위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범BST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철강업계에 첫발을 

들인 후 한걸음 한걸음 사업영역을 확장해 온지 어느덧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고객 중심 경영, 품질 경영, 친환경 경영, 

나눔 실천 경영 등 창업 초기부터 확립하고 지켜 온 원칙과 가치들은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범BST의 짧지 않은 

역사를 이루게 해 준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범BST는 강재 조달, 유통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해양 및 산업 플랜트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속 성장하여  

왔으며, 티타늄 등의 내식 소재를 접목하여 파이프, 피팅류 및 티타늄 클래드 강판의 제조, 압력 용기 제작 등 기술  

집약적 플랜트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BST는 눈 앞의 작은 이익에 급급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언제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범BST의 힘찬 미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박주호

CEO



History

1990.07 2013. 03 2014.03 - 111996.10 2006.10 2007.00 2008.06 2009.07 2010.11 2011.05 2012.07

창업 (범강철재) 대우조선해양㈜ 

공급업체 등록

• 공장 신축 이전  

    (제4포항철강산업단지)

• ISO 9001 인증

•  ISO 14001 인증

•  산업플랜트사업 진출  

(HRSG CASING&FRAME 제작,  

VOGT POWER INT.社)

• ㈜범비에스티로 사명변경

•  티타늄사업 진출  

(신보령 화력발전소 Inner Flue용 

Clad Plate 제작, 중부발전, 금호산업)

•  ASME 'S,U,PP' Stamp 취득

•  OHSAS 18001 인증

•  클래딩 특허기술(SUN Z-R)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일본 SPF社)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범스틸 법인 설립 • 모범중소기업인 국무총리 표창

•  삼성중공업㈜ 공급업체 등록

•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모범중소기업  

경영혁신부문 수상

•  해양플랜트사업 진출  

(FPSO PAZFLOR WPG제작, Total社)

포항시 

우수중소기업경영 대상

A strong enterprise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Non-stop to the end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중견기업

악착같이, 될 때까지, 끝까지

범BST의 비전은 기존 사업영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특수소재플랜트, Resista Clad의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 집약적 글로벌 기업을 추구함을 의미합니다.

범BST는 악착같이, 될 때까지, 끝까지의 정신으로 언제 어디서든 핵심가치를 실천합니다. 

핵심가치는 범BST의 일하는 방식이고, 중요한 원칙이며, 꿈을 실천하기 위한 원동력입니다.

대표이사

경영관리팀 기술영업팀 외주구매팀 설계팀 기술생산팀 품질관리팀 HSE 기술연구소



티타늄은 무게, 강도, 내식성에 있어서 타금속 소재보다 우수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금속으로서 

원자력/화력 발전소,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해양 플랜트, 우주, 항공, 건축, 스포츠, 레져, 의료용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BST는 다수의 국내,외 티타늄 메이커 및 유통업체와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고객이 원하는  

재질과 규격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Titanium

일반강 대비 

60% 수준의

 비중

일반강 

수준의 강도

부동태 피막에 

의한 내식성

해수에 대한

뛰어난 내식성

304 스테인레스
스틸과 비슷한 
수준의 성형성

뛰어난 

인체 적합성

Materials se carry 취급소재

C.P Titanium : Grade 1, 2, 3, 4

Titanium Alloy : Gr.5(Ti-6Al-4V), Gr.6(Ti-6Al-2.5Sn), Gr.7(Ti-0.1Pd), Gr.9(Ti-3Al-2.5V), 

                     Gr.11(Ti-0.15Pd), Gr.23(Ti-6Al-4V ELI)

Nickel Alloy : Nickel 200/201, Monel 400, Hastelloy C-276/B-2/B-3/X

                 Inconel 600/601/625/718/725/X-750

                  Incoloy 800/800H/800HT/803/825/925

Duplex Stainless 2205, 904L, 254SMO, AL-6XN(6MO)

Zirconium : Gr.702(Pure), Gr.705(Alloy)

Tantalum, Niobium, Molybdenum, etc.



티타늄 Pipe, Fitting은 고객사가 원하는 규격과 납기를 맞추기 위한 원활한 

소재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BST는 자사의 소재 사업과 연계하여 원활

한 소재의 공급이 가능하여 신속한 고객대응 및 소량제작도 가능합니다.

Pipe,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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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 등의 고가의 내식 소재를 이용한 압력용기가 열교환기의 제작에 있어서 품질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범BST는 해양 및 산업플렌트에서의 품질관리 노하우와 60년 업력의 일본SPF사와의 라

이선스 계약 및 기술 제휴로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의 공급으로 고객 만족에 기여하겠습니다.

Pressure Vessel, Heat Exch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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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er Flue는 석탄화력발전소 배연탈황설비(FGD) 후단에 설치되는 배연관으로서 티타늄

을 Carbon Steel에 Clading한 Clade Plate가 사용됩니다. 

범BST는 티타늄 Clad Plate 제조기술을 일본 SPF사로부터 라이선스 도입하여 우수한 품질

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ner F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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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

품목 | 일반강, 열처리강, TMCP강

재질 | SS400, SM490, 탄소강, KR-A 외, SM570, 

        POSTEN60/80, 고장력강 외, PILAC 외

기타

ㄷ형강(Channel), H형강(H-Beam), ㄱ형강(Angle), 평강(Plat Bar)

열연 

품목 | 일반강 고장력강 무늬강판

재질 | SPHC, SS400, SM490 외, ATOS 60/80, API 외, SS400

취급소재

Plasma Cutting Machine

2대, Plate Thickness 6~38mm 

자유곡선 절단 가능

CNC Gas Cutting Machine

1대, Plate Thickness 40~100mm 

자유곡선 절단 가능

Flame Planner

1대, Plate Thickness 6~50mm 

직선부재 절단 가능

절단 설비

PLATE ㄷ형강(Channel)

ㄱ형강(Angle) 평강(Plat Bar) 열연(Hr-Sheet)

H형강

유통 Maker

강재유통은 범BST의 가장 오래된 사업분야로 후판,열연,특수강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범BST는 절단가공 설비를 

보유하여 구매, 강재절단의 동시 진행이 가능하며, 신속납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고 고객만

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BST는 대우조선해양㈜의 강재절단 협력사로 최우수협력사로 선정되는 등 품질, 납기에 있어서는 그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범BST의 강재 유통과 플랜트 사업과 연계하여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강재절단강재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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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는 악조건의 해상에서 40년 이상의 기대수명을 확보해야하는 플랜트로서 최고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분야

입니다. 범BST는 세계최대규모의 FPSO PAZFLOR 제작 참여를 시작으로 다수의 실적을 보유하여 해양플랜트 기자재 

분야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범BST는 제철, 발전 플랜트 분야에서 각종 구조물을 제작, 납품하여 우수한 품질관리능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철소 및 발전소의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고객의 요구에 보답하고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Off-shore Industrial Plant

Product Client Year 

IRON&SLAG RUNNER COVER 및 COOLING JACKET POSCO 2010

STEEL STRUCTURE SUMITOMO 2011

고순도 Fe-Si 원료설비 HOPPER POSCOE&C 2012

LADLE TURRET EMBEDDED FRAME HYUNDAISTEEL 2012

LIFTING CROSS TRANSFER HYUNDAISTEEL 2012

COOLING CHAMBER,
HYUNDAISTEEL 2012PLATFORM FOR DUMMY BAR TOP FEEDING

LADLE COVER HYUNDAISTEEL 2012

EMERGENCY RUNNER SYSTEM HYUNDAISTEEL 2012

LADLE OPERATION PLATFORM HYUNDAISTEEL 2012

TUNDISH & COVER KRAKATAU POSCO 2012

COLD ROLL SHOP FACILITY POSCO-INDIA 2012

UNLOADER HOPPER & CONVEYOR JFE 2013

신보령 원료이송설비 – BELT CONVEYOR HYUNDAISTEEL 2014

Project Item　 Client　 Year

FPSO

PAZFLOR WPG / Node
TOTAL

2009

CLOV FPSO WPG / Node / Monorail 2012

SNX WPG / Node

CHEVRON

2012

WHEATSTONE WPG / Node 2012

MAFUMEIRA WPG 2013~14

DONG HEJRE WPG DONGENERGY 2013~14

FLNG PETRONAS WPG PETRONAS 2013~14

DRILLSHIP DRILLFLOR Block Sub Assembly

ODEBRECHT 2009

PETROSERV 2010

ODEBRECHT 2011

ATWOOD 2012

Sakhalin-I Oil&Gas PJT
　

Arkutun Dagi
WPG / Node Exxon Mobil

2011

CHAYVO 2011

ETLP in the Gulf of Mexico Big Foot ETLP WPG Chevron 2012

FLATFORM
Mariner WPG

Statoil
2014~15

Gina Krog WPG 2014~15

주요실적 제철플랜트 주요실적

Product Client Year 

HRSG Casing & Casing Frame VOGT POWER INT 2010

Built-Up Beam & Steel Structure VOGT POWER INT 2011

CCEC Built-Up Beam NOOTER ERIKSEN 2011

KEMPER County IGCC UNIT1 NOOTER ERIKSEN 2011

광교 Complex Energy Facility DAELIN ENG 2011

BFG Boiler Buckstay KRAKATAU POSCO 2012

포항 부생복합발전 HRSG Platform POSCO E&C 2012

포항 부생복합발전 HRSG Casing POSCO E&C 2012

삼척 그린 파워 프로젝트

Buckstay Built-Up Beam
선진정공 2013

태안 IGCC 프로젝트 Casing 한솔신텍 2013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연돌 INNER FLUE
중부발전/금호건설 2014

발전플랜트 주요실적



CertificatesSUN Z-R

ISO

9001

국문

ISO

9001

영문

ISO

14001

국문

ISO

14001

영문

OHSAS

18001

국문

OHSAS

18001

영문

ASME

ASME

+-+PP

ASME

+-+S

ASME

+-+U

SSME

+-+PP

SUN Z-R은 일본 SPF사의 이종 금속 간 특수  클래드 기술에 대한 

등록상표 입니다.

전기저항을 이용한 Seam용접의 방법으로 CarbonSteel의 모재에 

내식성 소재를 접합하는 공법으로 일본,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총 17개국 특허 등록된 기술입니다.

전극

가압

라이닝재

모재

전극

전극두께 t3~ t 10

Characteristics of the Method
전기 저항 용접의 일종으로 원판형 전극에 통전, 압력을  가하고 회전을 시켜 접합(clad)하는 방법

일반 용접으로 접합되지 않는 이종 금속 간의 면 접합 가능

두께가 다른 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비교적 저가로  접합 가능

고가의 고내식 소재 박판을 저가의 탄소강 후판에 접합하여 고내식 기구의 원가 절감 가능

1981년 '일본발명진흥회'로부터 고안공로상 수상

1985년 미국'TDA'(현ITA) 주최 제1회 티타늄  수요개발 경쟁대회에서 금상 수상

1988년 '일본티타늄협회'로부터 개발공로상 수상

1991년 미국'리퍼블릭社'에 기술공여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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