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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인사말

연혁 | 조직도 | 인증 | 특허

회사소개

생산설비

제품소개 ‒ CHQ Wire (냉간압조 선재)

제품소개 - STS Wire (스테인리스 선재)

제품소개 - Low Carbon Steel Wire (연강선재, 보통철선)

제품소개 - CD-Bar (마봉강, 마환봉)

제품소개 - Hard Drawn Steel Wire (경강선재)

제품소개 - Piano Wire (피아노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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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철강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9년 설립 이래, 우리는 철강 선재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사업 파트너와 안정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공생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기술 개발 협력을 통해 국내외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맞는 고품질 제품 생산, 효율적인 경영 안정, 원가 절감 등 외부 환경의 갑작스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이러한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와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다가올 미래 환경에 공헌 할 수있는 기업으로 R&D에 전념하고 고객 만족을 위한 구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동경철강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고객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귀하와 함께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성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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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성 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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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과거를 
통해 명성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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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017.

2011.

2005.

2004.

2002.

      1999.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부산지역스타(Pre-챔프)기업 인증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확인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재인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트너 기업

부산사업화 촉진지구 공장증축 및 이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증(Inno-Biz) 인증

보통철선 KS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ISO 9001:2000, KS A 9001:2001 인증

녹산산업단지로 공장증축 및 이전

동경철강(주)로 상호변경 및 법인전환 
(법인설립일 1999.11.04.) 
경일철강 설립 

 
 

우리는 과거를 
통해 명성과 신뢰를 
쌓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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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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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Acquirement of Busan Star(Pre-Camp.)

Materials and Components Specialized

Acquirement of Hidden Champion

R&D Center Established

Partnership with KITECH

Acquirement of MAIN-Biz 

Movement and Extension to

Acquirement of MAIN-Biz 

Acquirement of KS  

ISO 9001:2000, KS A 9001:2001

Movement and Extension to Noksan

Change in Business Name to  

Establishment of Kyung-il Steel

Dong Kyung Steel Wir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Busan Innopolis

from MOEL

Company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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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철강은 투명한 경영을 추구하고 대내외 조화로운 모범적인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Patents

WIRE ELONGATING MACHINE AND PROCESSING 
METHOD USING THE SAME 
KR 10-2022056

LINEAR MOTION GUIDE RAIL MACHINING METHOD 
AND LINEAR MOTION GUIDE RAIL PRODUCED BY 
USING IT
KR 10-2014839

Design Registration
KR 30-0977364

ORGANIZATION

CERTIFICATE

PATENTS

대표이사

전무이사  최고기술자

영업부 총무,회계부 생산부 품질관리부 기획재정부 관리부 연구개발부

Surface Treatment
(Pickling Zone) 

Drawing
CHQ Wire Drawing
Steel Wire Drawing

Heat
Treatment Straight Cut

CDM
(Roun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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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철강은 ISO, KS 품질 인증 시스템을 획득하여 회사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정보 트렌드에 발 맞춰 
2019 년부터 실시간 생산 및 재고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환경에 기여할 수있는 기업으로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량 생산으로 고객은 매우 만족하며 맞춤형 사양 및 긴급 배송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SALES

우리는 
고객과 함께
걸어갑니다.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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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부터 실시간 생산 및 재고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미래환경에 기여할 수있는 기업으로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입니다.
급변하는 시장과 경쟁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 포트폴리오와 고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량 생산으로 고객은 매우 만족하며 맞춤형 사양 및 긴급 배송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SALES

우리는 
고객과 함께
걸어갑니다.

OVERVIEW



OVERVIEW | 07

Main Factory 3rd Factory

CAPACITY

2nd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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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ctory 3rd Factory

CAPACITY

2nd Factory

제품 강종 선경(mm) 용도 톤/월 비고



시편절단기

니즈에 맞는
최상의 제품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상주 시켜 연구 개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외 개발 역량 증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과 뿌리기술전문기업(소성가공) 인증을 2020
년 상반기에 획득했으며 전사적 회사 도약과 R&D 개발을
하고자 2020년 부산스타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Technology

온도제어반

FACILITIES

시편절단기

니즈에 맞는
최상의 제품
인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인력을 상주 시켜 연구 개발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외 개발 역량 증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과 뿌리기술전문기업(소성가공) 인증을 2020
년 상반기에 획득했으며 전사적 회사 도약과 R&D 개발을
하고자 2020년 부산스타기업 인증을 받았습니다.

Technology

온도제어반

FACILITIES

만능재료시험기 (100t) 



시편연마기

FACILITIES | 09

만능재료시험기(3t) 경도시험기

마운팅프레스 금속현미경시편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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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 경도시험기

마운틴프레스 금속현미경



PRODUCT INTRODUCTION

동경철강은 기초 원료와 단순 가공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과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HQ Wire는 상온에서 볼트, 너트, 나사 등의 파스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소재로 최신 설비를 통해 최고의 
열처리 품질과 피막코팅 품질로 우수한 냉간 가공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CHQ Wire란 금속의 성형방법인 냉간압조(Cold Heading, Cold Forging : 상온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가공방법)용 선재를 말합니다.
소재의 내질(조직, 내부결함) 및 외질(치수 및 표면상태)에 있어서 엄격한 수준의 품질이 요구됩니다.

동경철강은 최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외에 우수한 품질의 CHQ Wir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HQ WIRE
Cold Heading Quality Wire

CHQ WIRE

●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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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Q WIRE ● 용도

● 설비 및 생산능력

● 선경허용차

● 치수 및 단중

SAIP / HD

장비 수량 생산량 (톤/년)

6000 톤/년

36,000 톤/년

36,000 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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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Q WIRE ● 용도

● 설비 및 생산능력

● 선경허용차

● 치수 및 단중

장비 수량 생산량 (톤/년)

6,000 톤/년

36,000 톤/년

36,000 톤/년



PRODUCT INTRODUCTION

동경철강은 기초 원료와 단순 가공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과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S Wire(Steel Type Stainless Wire)는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이 뛰어나며 열처리 경화성이 적어 열악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STS CHQ Wire 란 Stainless 재질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금속의 성형 방법인 냉간 압조(Cold Heading, Cold Forging: 상온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가공방법)용 선재를 말합니다.
소재의 내질(조직, 내부결함) 및 외질(치수 및 표면상태)에 있어서 엄격한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며 내식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철강은 최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외에 우수한 품질의 STS CHQ Wir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TS WIRE
Steel Type Stainless Wire

STS 
CHQ WIRE
&
STS WIRE

PRODUCT INTRODUCTION

동경철강은 기초 원료와 단순 가공 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품목과 가공시설을 확충하여 우수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TS Wire(Steel Type Stainless Wire)는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이 뛰어나며 열처리 경화성이 적어 열악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STS CHQ Wire 란 Stainless 재질의 원자재를 활용하여 금속의 성형 방법인 냉간 압조(Cold Heading, Cold Forging: 상온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가공방법)용 선재를 말합니다. 소재의 내질(조직, 내부결함) 및 외질(치수 및 표면상태)에 있어서 엄격한 수준의 
품질이 요구되며 내식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경철강은 최신설비를 통하여 국내외에 우수한 품질의 STS CHQ Wire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TS WIRE
Steel Type Stainless Wire

Key materials used in various industrial areas, for bolt/nuts, screws, rivets, pins, nipple, shafts, ball bearings;

STS 
CHQ WIRE
&
STS WIRE

● 제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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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 
CHQ WIRE
&
STS WIRE

DIN

오스테나이트

302HQ

304

304HC/304J3

305

316

410

1.4567 WSA

WSB

1.4301

-

1.4303

1.4401

1.4006마르텐사이트

구분 기호

● 종류

430

434

WSB1.4016

1.4113
페라이트

선 지름(mm) 강종 인장강도
(kgf/mm2)

WSA(연질선)

0.8 이상 2.0 미만

2.0 이상 5.5 이하

0.8 이상 2.0 미만

2.0 이상 17.0 이하

STS XM-7

STS XM-7

STS 304HC, 304L

STS XM-7

STS 430

STS XM-7

STS 304HC, 304L

STS 430

49~64

45~60

52~67

51~69

51~71

46~64

54~72

46~61

30 이상

4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5 이상

25 이상

10이상

70 이상

70 이상

70 이상

65 이상

65 이상

65 이상

65 이상

65 이상

WSB(1/8경질선)

구분 연신율(%) 단면수축율(%)

C Mn P S Cr

0.08 이하

0.030 이하 

0.08 이하

0.030 이하 

0.15 이하

0.16 ~ 0.25

0.26 ~ 0.40

0.12 이하

Si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0.75 이하

2.00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5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4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0.03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STS304

STS304L

STS316

STS316L

STS410

STS420J1

STS420J2

STS430

8.00 ~ 10.50 18.00 ~ 20.00

18.00 ~ 20.00

16.00 ~ 18.00

16.00 ~ 18.00

9.00 ~ 13.00

10.00 ~ 14.00

12.00 ~ 15.00

11.50 ~ 13.50

12.00 ~ 14.00

12.00 ~ 14.00

16.00 ~ 18.00

2.00 ~ 3.00

2.00 ~ 3.00

재질 Ni Mo

경 허용차(mm)

목표치관리기준 목표치관리기준

0.80~3.00

3.01~6.00

-0.025

-0.03

-0.02

-0.025

0.013 이하

0.013 이하

0.010 이하

0.010 이하

선경
편경차(mm)

-

-

-

-

-

-

-

-

-

-

● 냉간압조 와이어의 규격

● 허용차 및 편경차

● 화학성분

● 가공성과 내식성 비교

내
식
성

가공성

10080604020

A

B

C

D

E

SUS304

SUS303 SUS303F

SUS420F SUS416

SUS430FSUS430

SUS420
SUS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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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TRODUCTION

동경철강은 현대자동차의 각 차종별 열선시트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사양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와 사양을 만족시키는 소재를 생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선별 된 원자재를 
확보하고 품목별, 사양별 DATA를 구축 및 활용하여 고객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경철강은 현대자동차의 각 차종별 열선시트 소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니즈와 사양을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와 사양을 만족시키는 소재를 생산하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선별 된 원자재를 
확보하고 품목별, 사양별 DATA를 구축 및 활용하여 고객 발전에 기여하는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LOW CARBON
STEEL WIRE 

Ordinary Stee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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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aterial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ume pipes, concrete piles, wire mesh, steel �ber, deck plates, 
screws, grills, farm machinery and equipment, electronics, automotive components, and more.

LOW CARBON
STEEL WIRE 

● Manufacturing Process

0.10 이상 18.00 이하

0.35 이하 ±0.01
±0.02
±0.03

±0.04

0.35 초과 0.80 이하

0.80 초과 2.00 이하

2.00 초과 2.90 이하

0.10 이상 1.30 미만

1.30 이상 1.80 미만

8.00 초과 16.00 이하

16.00 초과 18.00 이하

6.50

7.00

7.50

2.90 초과 3.20 이하 ±0.04

±0.05

±0.06

3.2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하는 것.

● 종류 및 적용 선 지름

● 선 지름 허용차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적용 Spec. : KS D 3552, JIS G 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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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materials in various areas, including Hume pipes, concrete piles, wire mesh, steel �ber, deck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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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2.90 초과 3.20 이하 ±0.04

±0.05

±0.06

3.2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6.00 이하

6.00 초과 하는 것.

● 종류 및 적용 선 지름

● 제조공정

● 선 지름 허용차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적용 Spec. : KS D 3552, JIS G 3532



PRODUCT INTRODUCTION

열간압연선재(일반 압연강, 쾌삭강, 탄소강, 합금강)을 일정 치수로 냉간 인발하면서, 표면 조직도 및 
치수의 정밀도와 직진도를 부여하기 위해 - 가공, 교정처리되어 2차 가공용으로 생산되는 고급 봉강

CD-BAR
Cold Drawn Bar

CD-BAR

● Manufacturing Process

적용 : KS-D3503

● 일반 구조용 압연강 (Steel Structure) 
• 열간 압연강재로 건축, 다리, 선박, 차량 등 구조물에 사용

단위 : mm

● 생산범위

● 치수 허용차

14.0 ~ 25.0

0 ~ - 0.0309급(IT9) 0 ~ - 0.036 0 ~ - 0.043 0 ~ - 0.052

3mm ~ 6mm 6mm ~ 10mm 10mm ~ 18mm 18mm ~ 30mm

PRODUCT INTRODUCTION

CD-BAR

● 일반 구조용 압연강 (Steel Structure) 
• 열간 압연강재로 건축, 다리, 선박, 차량 등 구조물에 사용됩니다.

● 생산범위

● 치수 허용차

● 제조공정

14.0 ~ 25.0

- 0.0309급(IT9)  - 0.036  - 0.043  - 0.052

3mm ~ 6mm 6mm ~ 10mm 10mm ~ 18mm 18mm ~ 30mm

마봉강, 마환봉은 열간압연선재(일반 압연강, 쾌삭각, 탄소강, 합금강)를 냉간 인발하여 표면 조직도, 치수 
정밀도, 직진도를 부여한 고급 봉강으로 2차 가공용 제품으로 사용됩니다.

CD-BAR
Cold Drawn Ba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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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AR ● 기계구조용 탄소강 (Machine Stuctual Carbon Steel) 
•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인 인장강도, 경도, 항복점의 장점을 유지하여 2차 가공용으로 생산되는 고급봉강 입니다.
• 용도 : 볼트, 핀, 전동기 축, 차축, 조양장치 등

● 기계구조용 합금강(크롬-몰리브덴) (Machine Structual Alloy Steel) 
• 크롬몰리브덴강은 열간압연, 단조 등 열간 가공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단조, 절삭 등의 가공과 재열처리를 진행하기 때문에 
  2차 기계구조용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 용도 : 자동차범퍼, 라디에이터그릴, OA기기, 가전제품 등

● 스테인리스 강봉 (Stainless Steel CD-Bar) 
• 스테인리스강은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외부충격에 강하며 열처리 경화성이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용이 적합합니다.

 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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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BAR

적용 : KS-D3752

적용 : KS-D3867

적용 : KS-D3692, D7202

● 기계구조용 탄소강 (Machine Stuctual Carbon Steel) 
• 탄소강의 기계적 성질인 인장강도, 경도, 항복점의 장점을 유지 - 2차 가공용으로 생산되는 고급 봉강
• 용도 : 볼트, 핀, 전동기 축, 차축, 조양장치 등

● 기계구조용 합금강(크롬-몰리브텐) (Machine Stuctual Alloy Steel) 
• 크롬몰리브텐강은 열간 압연, 단조 등 열간 가공에 의하여 만들어 보통 단조, 절삭 등의 가공과 열처리를 다시하여 주로
    2차 기계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고급봉강
• 용도 : 자동차범퍼, 라지에타그릴, OA기기, 가전제품 등

● 스테인리스 강봉 (Stainless CD-Bar) 
• 스테인리스강은 표면이 미려하고 내식성이 우수하여 외부충격에 대한 신장성이 낮으며, 열처리 경화성이 적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사용이 적합함.

 J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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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DRAWN
STEEL WIRE

HARD DRAWN
STEEL WIRE

● 사용용도

● 종류 및 기호 및 적용 선 지름

• 일반적인 경우 경강선재를 WIRE ROD 열처리(옵션) - 1차 냉간 인발 가공 - 열처리(어닐링) - 2차 냉간 인발 가공 한 
    제품을 말한다.  수요가의 요구에 의해 1차 냉간 인발 가공만 하는 제품도 있다.

• 원자재 : JIS SWRH 42A, 42B, 62A, 62B, 67B, 72A, 72B, 77A, 77B, 82A, 82B 5.5~10mm 경강선재 혹은 동급품질의 선재

고급경강선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동경철강의 경강선은 직선성이 뛰어나고 평면성, 선의 꺽임 및 
웨이브(WAVE)가 없어 선버릇이 아주 우수합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신선기 및 열처리설비를 
최신설비로 생산하여 고객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하취식 
신선 자동 권취 기계에서 생산하여 선버릇이 우수하고, 표면 윤할이 균일한 각종 경강선제품과 
고강도경선 제품을 생산합니다. 동경철강 경강선제품은 귀사의 각종 가공설비 가공시 일정한 가공품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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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WIRE

HARD DRAWN
STEEL WIRE

● 사용용도

● 종류 및 기호 및 적용 선 지름

• 일반적인 경우 경강선재를 WIRE ROD 열처리(옵션) - 1차 냉간 인발 가공 - 열처리(어닐링) - 2차 냉간 인발 가공 한 
    제품을 말한다.  수요가의 요구에 의해 1차 냉간 인발 가공만 하는 제품도 있다.

• 원자재 : JIS SWRH 42A, 42B, 62A, 62B, 67B, 72A, 72B, 77A, 77B, 82A, 82B 5.5~10mm 경강선재 혹은 동급품질의 선재

고급경강선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동경철강의 경강선은 직선성이 뛰어나고 평면성, 선의 꺽임 및 
웨이브(WAVE)가 없어 선버릇이 아주 우수합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신선기 및 열처리설비를 
최신설비로 생산하여 고객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하취식 
신선 자동 권취 기계에서 생산하여 선버릇이 우수하고, 표면 윤할이 균일한 각종 경강선제품과 
고강도경선 제품을 생산합니다. 동경철강 경강선제품은 귀사의 각종 가공설비 가공시 일정한 가공품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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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 DRAWN
STEEL WIRE

• 주) 1) 파단면의 상태 : 파단면은 선축에 직각이고 심한 흠,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 주) 1) 파단면의 상태 : 파단면은 선축에 직각이고 심한 흠,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2) 고강도 경강선 비틀림은 SW-C종과 같다.

● 인장강도 / 선경차 / 편경차 / 외관특성

● 비틀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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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WIRE

● 사용용도
• 카본함량 0.6~0.9% 선재를 사용하여 정밀기기, 전자통신기기, 자동차의 엔진밸브 스프링, 브레이크 스프링, 클러치 스프링
    및 냉장고 콤프레샤 스프링(토선 스프링) 주로 동적하중을 받는 고급 스프링용으로 사용됩니다.

● 종류 및 기호 및 적용 선 지름

● 인장강도 / 선경차 / 편경차 / 외관특성

• 일반적인 경우 피아노선재를 WIRE ROD 열처리(옵션) - 1차 냉간 인발 가공 - 열처리(어닐링) - 2차 냉간 인발 가공 한 
    제품을 말한다.  수요가의 요구에 의해 1차 냉간 인발 가공만 하는 제품도 있다.

• 주) 피아노선과 뮤직와이어의 각국 명칭 비교

• 원자재 : JIS SWRS 42B, 62A, 62B, 67B, 72A, 72B, 77A, 75A, 75B, 77B, 82A, 80A, 80B, 82A, 82B 87A, 87B, 92A, 92B 
               5.5~10mm 피아노 선재 혹은 동급품질의 선재

고급피아노선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동경철강의 피아노선은 균일하고 직선성이 뛰어나며 평면성, 선의 
꺽임 및 웨이브(WAVE)가 없어 선버릇이 아주 우수합니다. 특히,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신선기 및 
열처리설비를 최신설비로 생산하여 고객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수한 기능인력을 
확보하고, 하취식 신선 자동 권취 기계에서 생산하여 선버릇이 우수하고, 표면 윤할이 균일한 각종 
피아노선 제품을 생산합니다. 동경철강 피아노선 제품은 귀사의 각종 가공설비 가공시 일정한 가공품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PRODUCT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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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NO WIRE

• 주) 1) 파단면의 상태 : 파단면은 선축에 직각이고 심한 흠,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 주) 1) 파단면의 상태 : 파단면은 선축에 직각이고 심한 흠,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한다.

● 비틀림 / 감기 / 굽힘 / 흠의 깊이 / 탈탄층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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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쉬지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주문시 요청사항

제품의 사용 용도 및 작업조건 등을 명확히 해야만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으므로 주문 시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어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1. 규 격 : KS, JIS등에 의한 등급표기에(예 : KS D 3510 C종)
02. 선 지 름 : 가급적 mm로 표기(INCH도 가능)
03. 표면상태 : 도금, 합금도금, 비도금
04. 방 청 : 유, 무 
05. 피 막 : 본데라이트, 보락스 등을 표기
06. 용 도 : 제품의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표기(스프링용, 압연용 등)
07. 포 장 : COIL포장, 캐리어포장 등으로 표기
08. 중 량 : 포장종류에 따른 요구단위중량 표기
09. 납 기 : 희망납기를 구체적으로 표기
10. 기 타 : 특별요구사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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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꾸준한 신뢰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생의 동반자로서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지속적 품질 개선 및 
신제품 개발을 하여 공급 하고 있습니다. 1999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객 되신 분과 현재까지도 꾸준히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국내외 많은 고객은 동경철강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BUSINESS 
MODEL 
Product 

Development

PARTNERS
&

CUSTOMERS

최신 기술 동향 파악
(제조 장비, 시장 상황) 

사업 적정성검토
(기술 및 수익성 검토) 

산학협력 및 
기술컨설팅을 통한 벤치마킹

양산체제 확보를 
위한 시제품 개발

최적장비선택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 품질 안정화 및 표준화

1 3 5 7

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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