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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의 한 걸음, 혁신의 한 걸음.
세아베스틸이 더 큰 가능성을 열어갑니다.
세아베스틸의 시작은 사명감입니다. 1955년, 산업화를 꽃 피우겠다는
각오로 출발한 세아베스틸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강 전문
기업이 되었습니다. 고객과 파트너, 나아가 대한민국 특수강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도전하고 혁신해온 세아베스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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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강인하게 하는 앞선 생각,
고객을 위한 끊임 없는 소재 혁신,
세아베스틸이 대한민국 철강의
자존심을 지켜나가겠습니다.

CEO
Message

창립 이후 대한민국 특수강 산업을 선도해 온 세아베스틸은 연간 제강 310만 톤,
제품 280만 톤에 이르는 세계적인 생산 규모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기계 산업 발
전에 기여하며 글로벌 특수강 전문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대형 단조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제강에서부터 단조, 가공에
이르는 일관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13,000톤 프레스 등 신설비
도입과 기술력을 확보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R&D 활동으로 소재 연구와 신기술 개발에 전념하며 앞선 기술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견실한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인간, 자연, 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내일을 만들어 가고,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늘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글로벌 리딩 특수강 전문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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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특수강 리더십 강화
견고한 국내시장 선도력 지속
수요기반 다양화(에너지/발전)
고부가제품 생산 및 수출 확대

차별화 된 경쟁력과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해
내일의 힘찬 비상을
준비합니다.
1955년 창립 이후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온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내 1위의 특수강 제조업체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2014년, 세아베스틸은 발전, 에너지, 화학플랜트 등 초대형
단조품을 생산하는 대형단조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또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Global Top Tier 진입
원자력/발전/화학플랜트 확대
고부가가치 실현
초대형 Ingot 생산기술 확보

고합금강 등 신소재 개발
친환경 신기술 확보
Downstream

특수강

대형단조

신사업

special steel

Heavy Forging

New business

고객만족
녹색경영

Global L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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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향한 열정과 한결같은 꾸준함이
오늘날의 경쟁력을 일구어 내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지난 1955년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로 출범하여 반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1997년 군산공장 완공으로 최적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2008년에는 수출 3억불탑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명실상부 세계적 수준의 특수강 전문기업으로 자리잡은 세아베스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5

1955
대한중기공업주식회사 설립

1955
1979

1989

1991
기업공개

1993
본사 군산 이전

ISO/ TS16949 인증 획득

1997

2006

군산 특수강공장
종합 준공/
산업평화의 탑 수상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3

2008

창녕공장 준공
(제품 280만톤 체제 구축)

수출 3억불탑 수상

금속기술연구소 설립

1990
1999

2000
2009

2010
-

1980
1989
2003
세아그룹 편입/
수출 1억불탑 수상

1982

2004

특수강 생산 개시
(서울 공장)

주식회사 세아베스틸로
사명 변경

2010
대형단조공장 준공
(13,000톤 프레스, 150톤 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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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 시장을 선도해 온 세아베스틸
세계수준의 경쟁력으로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제강 생산능력

제품 생산능력

[2013년 기준 / 단위: 톤]

[2013년 기준 / 단위: 톤]

3,100,000

세아베스틸에서 생산하는 특수강은 자동차나 선박, 산업기계, 건설 분야의 핵심
부품 소재로 사용되며, 50%에 육박하는 국내시장 점유율로 그 품질과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설투자, 생산라인의 합리화, 선제적 연구개발

2,800,000

(R&D)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세아베스틸의
모습을 한 눈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군별 특수강 매출 비중

[2013년 기준 / 단위: %]

자동차

산업기계

47.9

25.6

조선

재무현황

[2013년 기준 / 단위: %]

12.7

[2013년 기준 / 단위: 억원]

매출액

47.4
특수강 전체

57.7
합금강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10.6

수출

3.2
생산 품목별 시장점유율

건설, 중장비

1,439
1,040

21,941

22,09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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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Present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눈 앞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중하고 천천히,
때로는 신속하고 과감히 내딛는 그 걸음들이 새 길이 되고,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오늘도 국내 No.1을 넘어 글로벌 리딩 특수강
전문기업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딛습니다.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토대로
제 2의 도약을 꿈꿉니다.

Beyond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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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지키는 든든한
철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특수강
기업이 되겠습니다.

1

고객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세아베스틸이 있습니다. 우리가

2
3

이용하는 자동차, 지하철, 고속철도, 조선, 항공기 등 생활 속 모든
곳에서 세아베스틸의 기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의
모든 구성원들은 정도경영, 환경친화경영, 고객만족경영, 기술중심

4

경영을 실천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5

❶ 서울 본사

❷ 군산공장

❸ R&D 센터

❹ 창녕공장

❺ 부산 영업소

서울 합정동 세아타워에 위치한 본사는 기획,
영업, 수출, 구매 등의 부서를 두고 있으며 회사
경영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강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제강에서 단조, 열처리,
가공에 이르는 일관라인을 구축하였으며,
150톤 전기로와 13,000톤 프레스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군산에 위치한 R&D센터는 원소재 분석에서
제품의 신뢰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Total Analysis System을 구현함으로써 자동차 소재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 2공장으로서 전 공장의 레이아웃 효율화와
설비 국산화 등을 통해 최적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중심지 영남권에서
지속적인 판매 및 수주 확대와 자동차, 기계,
에너지, 조선용 부품 등 소형에서 대형재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05 persons

1,355 persons

53 persons

18 persons

13 persons

16
17

SeAH BESTEEL

facilities

Corporate Brochure

효율적인 설비와 운영으로
품질 결함률 0%에 도전합니다.
군산공장 | 1987년 건설에 착수하여 1993년 1단계 준공 후 1997년 종합 특수강 공장으로 완성되기까지 총 1조 원

창녕공장 | 1,900억 원이 투입되어 2013년 완공된 창녕공장은, 55만톤의 제품 양산 규모를 보유하여 세아베스틸의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과 원료 투입에서 제품 생산, 출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동일 건물

제품 생산능력을 연산 280만 톤으로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빌렛정정, 소형압연, 소형정정의 공정 설비를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레이아웃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최첨단 특수강 전문 공장’이라는 평가를

갖춤으로써 자동차, 산업기계, 건설중장비, 조선용 특수강의 판매 비중을 확대하는 등 판매처 다변화를 추구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2010년 대형단조공장 준공, 2012년 빌렛 2연주 공장 준공 등 꾸준한 투자를 통해 세아베스틸의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조용 봉강, 스프링강 등 자동차 및 산업기계용 합금강의 매출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입니다.

군산공장

주요 생산 제품

특징

전라북도 군산시 외항로 522

특수강, 대형단조품, 형단조품

제강-압연-정정에 이르는 일관

부지 면적
994,057㎡

생산라인 구축
국내 최대 13,000톤 프레스 보유
대형 고급 Ingot 생산체제 구축

생산량

단위 : 만톤

조강
제품

225

310

창녕공장

주요 생산 제품

특징

경남 창녕군 대합면 대합산업

특수강

소형재 원가 경쟁력 우위를 통한

단지로 100

부지 면적
198,347㎡

시장지배력 강화, 해외시장및영남
지역에서의 공급 기반 확충

생산량
제품

단위 : 만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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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 혁신,
세아베스틸의 내일을 있게 하는 힘입니다.
세아베스틸은 특수강 분야의 대규모 증설 투자로 제강능력을 대폭 증대시키는 한편, 과감한
R&D 투자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 준공된 R&D 센터는 전 분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세아베스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기술연구소
TOTAL ANALYSIS SYSTEM을 구현하는 최첨단
특수강 연구소로서 세계특수강 산업의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1987.01 기술연구소 설립(서울)
1991.11

기술정보지 창간호 발간

국내 유일의
특수강 R&D센터
연구지원
연구지원팀은 시험,분석 및 평가기술, R&D 지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수강

1992.11 군산공장 이전

및 대형단조 제강 분석 기법 선도, 제강 원자재 분석실 운용, 연구장비 운용 및

2000.11 신뢰성 평가 센터 개설

교정업무, 연구기획, R &D 예산관리, 개발실적/기술자료/특허 관리, 고급 기술

2006.10

종합연구동(R&D센터) 준공

•시험분석 및 연구지원
•고급인력육성/인프라 확대

인력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연구
제품연구센터는 신제품 개발 및 수요확대, 합금설계 및 미시품질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용 소재 개발 및 관련 기술, 구조용특수강/
소입성보증강 개발 및 관련기술 등을 연구합니다.

공정연구
신공법 선행개발, 양산공정 및 품질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공정연구센터는
중장기적 특수강 생산기반 기술 개발, 공정기술개발/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
지원, 제강, 연주, 압연제품 중요 품질문제 분석 및 개선 연구, 비파괴검사의
중요 품질문제 분석 개선 연구 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수강 신제품 개발 및 관련
기술 연구
•고급강 선진기술 연구

•특수강 제조공정 및
품질개선 연구
•고청정강/고합금강
공정개선 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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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H BESTEEL

Products

Corporate Brochure

세아베스틸의 고품질 특수강은 자동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및
트랜스미션, 샤시 등에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산업기계,

special
steel

에너지 산업 관련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합니다.

HEAVY
FORGING
세아베스틸은 150톤 전기로 및 국내 최대규모의 13,000톤

프레스를 가동하여 발전 및 화공플랜트, 선박, 산업기계 등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auto parts

국내 및 해외 유수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되는 주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
함으로써 자동차 분야에서의 세아베스틸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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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eel

Corporate Brochure

Manufacturing
Process

special steel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합니다.
최신 RH 정련 설비 도입 및 대단면 블룸 연주기,
빌렛정정공장 신설 및 후처리 설비 보완 등 고청정
고품질 특수강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에너지

건설/산업기계

24
25

special steel

특수강 공정도
제강의 첫 단계인 철스크랩에서 정정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번들링 단계를 거쳐 제품이 출하되기까지 세아베스틸의 생산공정은
special steel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1위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특수강 전문 기업으로
더 크게 도약합니다.
Bloom 연주기

탈가스

정련로

전기로

제강공정

철스크랩

최신 RH 정련 설비 도입 및 대단면 블룸 연주기,
빌렛정정공장 신설 및 후처리 설비 보완 등 고청정
고품질 특수강 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Small-Bar Mill

압연공정

Cooling Bed

VH Mill #1

VH Mill #2

Large-Bar Mill

자동차

가열로

Cogging Mill

Hot Scarfing

에너지

건설/산업기계

Cooling Bed

정정공정

제품출하

Bundling

육안검사

Grinding

MT (자분탐상)

UT (초음파탐상)

교정 & 디버링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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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eel

Corporate Brochure

최신 설비와 최고의 기술력, 장인정신이
결합된 세아베스틸의 제품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UHP, EBT 출강방식의 전기로와
용강환류방식의 최신RH 진공 탈가스설비를
이용한 고청정 특수강은 390mmx510mm
점보 Bloom으로 고압연비를 실현하고
전량 초음파탐상(UT) 및 자분탐상(MT)을
거쳐 제품의 완성도를 높입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특수강 기술연구소의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국내외 특수강 생산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Continuous Billet Casting

26
100t Electric Arc Furnace

RH Deg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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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teel

Corporate Brochure

우리 주변 곳곳에
세아베스틸의 기술이
녹아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2004년 이후 약 8,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생산 공정
효율성 업그레이드 및 설비 합리화를 실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품질
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안정
적인 시장 입지를 바탕으로 수요처 다변화
및 강종 개발에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건설/산업기계

에너지

Cogging Mill

Forged Bar

Large Round Bar

Large Square Bar

Peeled, Drawn Bar

28
RSB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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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Process

Heavy Forging

신성장 동력인
대형단조사업이
Global Top Tier
진입을 향해
나아갑니다.
150톤 전기로 및 국내 최대규모의 13,000톤 프레스를
가동하여 연간 제품 25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발전/화공

산업기계/플랜트

선박

금형강/공구강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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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 Forging

대형단조 공정도
제강에서부터 단조, 열처리, 가공에 이르는 One-stop System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최단기간 내에 납품하여 고객 만족을
Heavy Forging

실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인
대형단조사업이
Global Top Tier
진입을 향해
나아갑니다.

Ingot 인발

진공주조

탈가스

정련로

전기로

제강공정

철스크랩

150톤 전기로 및 국내 최대규모의 13,000톤 프레스를
가동하여 연간 제품 25만톤 생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단조공정

발전/화공

가열

산업기계/플랜트

선박

금형강/공구강

자유단조

가공 및 검사 공정

30
제품 포장&출하

검사

가공

열처리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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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Degassing

150t Electric Arc Furnace
Ladle Heating Furnace

특수강에서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10년
원자력, 발전, 화학/정유 플랜트, 대규모 산업기계에
소요되는 대형단조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50톤 전기로
및 국내 최대규모인 13,000톤 프레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150톤 LF, VD, VSD를 통하여 고청정강 생산이 가능
합니다. 또한 단조품 품질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이즈의
대형 Ingo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고객중심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고,

32

나아가 지속적인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통해 초대형

13,000t Press

고급 단조재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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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혁신과
우수한 품질이 산업 발전의
토대를 이룹니다.

산업기계/플랜트
산업분야 전반에 사용되는
단조품 생산

Roll

Round Bar

발전/화공

산업기계/플랜트

선박

Industrial Shaft

Tyre Ring

Crank Throw

Intermediate Shaft

Main Journal

Rudder Stock

Shaft Flange

Thrust Shaft

Square Bar, Plate

금형강

선박
대형선박의 동력전달 계통에
사용되는 단조품 생산

발전/화공
발전(원자력, 수력, 화력) 및
화공플랜트에
사용되는 부품류 생산

Channel Head

Closured Head

Hydro Shaft

Propeller Shaft

금형강
자동차용 내/외장 플라스틱 및
TV, 냉장고 등 생활가전 제품
사출용 금형 소재 생산

34
Rotor Shaft

shell

Skirt Ring

Transition Shell

mol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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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품질 경영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시스템 인증

세아베스틸은 합리적인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여 품질 우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을 감동

품질경영시스템
ISO/TS 16949

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
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KR
Ingot & Bloom & Billet
Rolled Bars
Chain Bars
Forgings
Crank throw

NK
Forgings
Rolled Bars & Chain Bars

Lloyd`s
Ingot & Bloom
Rolled Bars & Chain Bars
Forgings

GL
Ingot & Bloom
Rolled Bars & Chain Bars
Forgings

RINA
Ingot (Carbon steel)
Rolled Bars & Chain Bars
Forgings

ABS
Ingot & Bloom & Billet
Mooring Chain Bars (R3S/R4)
Mooring Chain Bars (R4S/R5)
Chain Bars
Hull Structural Steel

BV
Ingot & Bloom & Billet
Chain Bars
Chain Q2 Q3
Chain QR3 QR3S QR4
Mooring Chain Bars (QR4S/QR5)
Rolled Bars
Forgings

RS
Chain_Grade3

CCS
Forgings

DNV
Ingot & Bloom
Rolled Bars & Chain Bars
Forgings

JIS
JIS G 4051
JIS G 4053
JIS G 3101

PED
Forgings,
Forged Bars and
Rolled Bar

ASME
Material Organization

KEPIC
재료업체로서 단조품의
제조 및 공급

시킬 수 있는 품질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기반임을 인식하고,
‘부적합률 제로’를 위한 품질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이익 보장, 상생의 문화 창출을 위한 최적의 품질

선급 인증

경영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품 인증

KS
KS D 3752 (군산)
KS D 3867 (군산)
KS D 3752 (창녕)
KS D 3867 (창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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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the tomorrow

세아베스틸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사람과 기업, 그리고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Beyond
the
tomorrow
감사와 겸허의 마음으로
변치 않는 것을 지키고 전합니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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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녹색경영이
내일을 푸르게 물들입니다.
세아베스틸은
청정생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람, 기업,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대기환경 •대용량 밀폐합류형 전기로
집진설비(Pluse Jet Type)
•굴뚝자동측정기(CleanSYS) 설치
•고철장 비산먼지 억제 시설
•살수차 운영
수질환경 •중화처리, 중금속 제거,
총질소 제거 후 방류
•공업용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제강더스트 지정 매립 및
재활용
•슬러지 매립

세아베스틸은 제품 개발, 생산, 사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인명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하여 인간과 자연, 기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였고,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한 억제시설 및 측정기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생명과 직결되는 수질보존을
위해 HBC(Hanging Bio-Contractor) 시스템을 설치하여 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25% 이내로 관리하며 지역 하천
정화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1사 1하천 정화 운동
•월 2회 군산지역 환경정화 활동

6mg/Sm
당사기준

Dust

3

20mg/Sm
법적기준

COD

3

100ppm
당사기준

400ppm
법적기준

SS

100ppm
당사기준

400ppm
법적기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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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눔
연탄배달

세아베스틸은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세아 러브
하우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김장
담그기

‘함께’일 때 더욱 행복하기에
세상에 따스한 손을 내밉니다.
세아베스틸 사회공헌 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세아베스틸 봉사의
날”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나눔 연탄배달, 희망나눔 사랑의 헌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누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변의 이웃들을 따스하게 보듬는 세아베스틸의 사회공헌

42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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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H Group
Core Value
Honest

Passionate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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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열정, 실력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일터, 올바른 제품을

세아FS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소재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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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 자동차 부품, 용접재료, 산업기계, 물류,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7,28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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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제조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강관뿐 아니라

7조 4,714억원

직원수

L&S
세아

세아는 1960년 강관사업으로 제조업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지난 50여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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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아름답게,
철강소재 전문기업 세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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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사람을 소중히 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온 세아는 반세기
역사의 전환점을 돌아 다가올 100년을 준비하는 지금, 감사와 겸허의 자세로
정직의 가치를 실현해 온 지난 역사를 거울삼아 각 사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는 사명을
다하며, 나아가 국가 산업과 경제를 이끈다는 책임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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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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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수강 분야의 리더가 되기까지
세아베스틸이 걸어온 길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한계에 부딪혔고, 때로는 모험이 필요했지만 더 큰 꿈을 목표로
나아가는 과정이었기에 신념과 열정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그 동안
쌓아온 무한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단조’와 ‘글로벌’이라는 두 가지의
돌파구를 통해 최종 목적지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믿음에 감사 드리며, 미래로 뻗어나갈 세아베스틸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