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한 또 한걸음 ”
“고객감동을
부국철강(주)은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철강종합유통 전문기업 입니다.
1973년 창업 이후 명실상부한 최고의 철강종합 유통회사로 발돋움 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리한 성장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경쟁보다는 상생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이 신뢰하고
필요로 하는 최상의 제품으로 고객만족의 차원을 넘어서 고객감동을 실천하려합니다. 2008년 10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식후원기업으로 선정되어 유엔의 인도주의적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어린이에게 환원하고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발전하는 기업으로 항상 고객여러분의
성실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

李 晟 旭

Another step towards customer satisfaction
Bukook Steel Co.Ltd is a company specializing in the general
distribution of steel, with a proud history of 40 years.

Established in 1973, Bukook Steel Co.Ltd is continuing its endless efforts to become a future
leader in the steel distribution industry. Our corporate philosophy focuses on stability rather
than unstable growth, and co-prosperity over endless competition. With this ideology, we
pursue not only customer satisfaction, but customer affection by providing products that
our customers need and trust. Since October 2008, we have been an official sponsor for
the humanitarian projects of UNICEF Korea, and by giving back to our children, we will
continue to be a faithful partner to our customers through co-growth and co-development.

CEO & President

Lee, Seong- uk

Historyㅣbukook-steel

부국철강(주)

http://www.bk-steel.com

다양하고 풍부한 철강재 확보와 One-Stop 유통서비스, 그리고 고객의 필요에 정확히 부응하는 맞춤형 가공서비스를 통해 명실상부한 철강종합유통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철강제품의 One-Stop 유통서비스로 고객여러분과 함께 발전하는 최상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1973 ~ 2003

2007 ~ 2011

2011 ~ 2017

철강업의 시작 : 유수한 지역
철강업체로 성장

전환기 : 전국 브랜드에 도전

도약기 : 새로운 꿈을 향한 도전

1973

2007. 02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1. 03 대표이사 이성욱 사장 취임

개인기업 부국철강사 창업

1988. 07 부국철강주식회사 설립(법인전환),
대표이사 이상학 취임

1994. 07 동국제강(주) 형강대리점 개설
1996. 03 대구유통센터 철강물류단지 내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7길 108
1 하치장 준공(약 1,550㎡)

1998. 03 한국특수형강(주) 형강대리점 개설
2003. 01 대구유통센터 철강물류단지 내 /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21길
13-8 2 하치장 준공(약 1,700㎡)

성서공단북로 34 소재
본점 확장이전 (약 6,600㎡)

03 H - BEAM 가공시설가동
(철강가공업 시작)

2008. 01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06 자회사 설립

주식회사 비에스비스틸

07 서울사무소 개설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무역사업부 설립(수출입기능 도입)

2012. 05 중국내 남경사무소 개소
2013. 05 매출액 2,000억 돌파
2014. 02 부산 미음산업단지 내 /

부산하치장 준공 (약 7,950㎡)

2011. 01 부국철강(주) 부산지점 설립 /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70번길 33

09 부국철강(주) 부산지점 이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12 수출의 탑 5백만불 수상
(한국무역협회)

2016. 02 부국철강(주) 대전지점 설립 /

대전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10

Bukook Steel Co.,Ltd

http://www.bk-steel.com

Bukook Steel Co.Ltd procures a wide variety of steel materials, and provides our customers with customized manufacturing service
with our One-Stop distribution service. We promise to become the NO.1 partner by continuing to improve our process, competitiveness,
and our One-Stop distribution service.

1973 ~ 2003

2007 ~ 2011

2011 ~ 2017

Foundation : Growth to a distinguished
steel company

Turning point : Challenge to become
a national brand

Takeoff : Challenges for New Dreams

1973

2007. 02 Expansion and Relocation of

2011. 03 Lee, Seong-uk appointed as

Bukook Steel Co.,Ltd established
as a private company

1988. 07 Bukook Steel Co. Ltd(Inc) estab-

lished Lee, Sang-Hak inaugurated
as CEO & Chairman

1994. 07 Established as Beam distributor of
Dongkuk Steel Co., Ltd.

1996. 03 Completion of no.1 depot at steel
distribution center in Daegu(1,550㎡)

1998. 03 Established as Beam distributor of
Korea Steel Shapes Co., Ltd.

2003. 01 Completion of no.2 depot at steel
distribution center in Daegu(1,700㎡)

HQ to Dalseo-gu, Daegu
(6,600㎡)

03 Begins operation of H-Beam
processing facility(begin processing steel products)

2008. 01 ISO 9001 Qual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06 BSB Steel Co., Ltd

(Busan regional subsidiary)
established

2011. 01 Bukook Steel Co., Ltd. Busan
branch established
33, Nakdong-daero 970beongil, Sasang-gu, Busan

CEO & president

07 Seoul office established

(606, Seobusaet-gil, Geumcheon-gu,
Seoul) Trading dept. established
(starts export/import business)

2012. 05 China branch established
of Nanjing

2013. 05 Sales amount to 200 billion won
2014. 02 Completion of Busan depot in Mieum Industrial Complex (7,950㎡)

09 Relocate an Busan center 201,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12 Tower of Export

a five-million-dollar prime minister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2016. 02 Bukook Steel Co., Ltd. Busan

branch established 110, Daejeon-ro
1331beon-gil, Daedeok-gu, Daejeon

Historyㅣbsb-steel / loginet

(주)비에스비스틸

http://bsb-steel.com

다양한 철강제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객에게 적기에 공급하며 지속
적으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종합철강유통서비스
기업입니다.

2008. 06 (주)비에스비스틸 창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보생빌딩 A동 311호)

2009. 04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70번길 33 확장 이전(2,109㎡)
2016. 12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이전

BSB Steel Co.,Ltd

http://bsb-steel.com

BSB Steel Co., Ltd. is a general steel distribution service company
that continues to provide our customers with a wide range of steel
products at the right moment, and at a competitive price.

2008. 06 BSB Steel Co., Ltd. established(A-311 Bosaeng
Building, Gamjeon-dong, Sasang-gu, Busan)

2009. 04 Expansion and Relocated to 33, Nakdong-daero
970beon-gil, Sasang-gu, Busan (2,109㎡)

2016. 12 Relocated to 201,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로지넷(주)
저희 로지넷(주)는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에 본사를 두고, 물류 업무와 고
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음에서 비롯된 상호신
뢰를 기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투명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물류유통회사입니다.

2011. 09 로지넷(주) 창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Loginet Co.,Ltd
Loginet Co., Ltd. is located in Gamjeon-dong, Sasang-gu, Busan,
and focuses on logistics. Founded upon the philosophy of customer
love and satisfaction, Loginet provides logistics distribution service
all over Korea with transparency and accuracy.

2011. 09 Loginet Co., Ltd. established

201,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고객 감동을 위해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맞춤형 유통서비스, 부국철강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Bukook Steel Co.,Ltd. provides and differentiated services for customer satisfaction.
With our new custom-made distribution services, Bukook Steel Co.,Ltd.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목 적 Mission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고객사와 동반성장하는 기업
Companies that grow with customers with
passion and challenge spirit

비 전 Vision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으로 철강유통업계의 선도적 기업
To become a leader in the Steel distribution industry through
continuous change, innovation, and sustained growth

전 략 Strategy
국제적 감각 증대

관련업체(국내외 유통망, 유관업체)와의 협력관계

Increased international sense

Increased partnership with related companies
and overseas/domestic networks

직원의 역량강화

철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강화

Increased capability of employees

Increased expertise in the steel industry

핵심가치 Core Value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지향
하는 도전의식

개인존중
Respect

기본과 원칙에 맞는 투명한 경영
Transparent management that
focuses on basics and principles

Do not be afraid of failure,
and have belief in the future

공헌, 상생
Contribution,
Co-prosperity
Practice the act of sharing and become
a respected member of society

Sense of togetherness through respect of
individuals, communication, and consideration

정직
Honesty

도전의식
Challenge

나눔을 실천하고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로 함께하는
공동체의식

Distribution Business

철강종합유통
다양한 각종 철강재 확보를 통한 ONE STOP 유통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General Steel distributor

다양한 철강기자재
Various steel
equipment

물류관리 시스템
Logistics
Management
System

We will provide customer satisfaction through our
ONE-STOP distribution service and securing a wide
range of steel materials.

01

02

03

다양한 품목의 철강재 취급 및 재고확보

국내외 최대 영업망 및 유통구조

국내 최고의 가격 경쟁력

Securing inventory of steel materials

Largest overseas/domestic
sales and distribution channels

Korea’s no.1 price competitiveness

각종 철강재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H형강, 철근, 판재류, 형강류 등 다양한 품목
확보를통해 고객 Needs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서울, 대전 등 전국적인 영업유통망
및 하치장을 구비하여 보다 빠른 원스톱 유통서
비스를 만날수 있습니다.

국내 제강사, 대규모 직거래 및 해외 철강사와의
오래된 철강무역을 통한 노하우로 보다 저렴한
최적의 가격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By establishing a system that ensures the
procurement of various section steel of
H-beams, D-bar, Plates, Shape steel.
we provide a service that fits the needs of
our customers.

With our Daegu, Busan, Seoul, and
Daejeon branch. we provide a One-Stop
service based on our nation-wide network and depots.

We provide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direct dealings with Korean steel manufa
cturers and long-time trade partnerships
with Overseas steel manufacturers.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대표이사
President

영업부
Sales Div.

•대구 영업부
•부산 영업부
•서울 영업부
•대전 영업부
•Daegu Sales Div.
•Busan Sales Div.
•Seoul Sales Div.
•Daejeon Sales Div.

무역부
Trade Div.

•수출
•3자무역(중계무역)
•해외지점관리
•Export
•Intermediary trade
•Branch management

영업관리부
Sales Management Div.

•여신관리
•성과관리
•재고관리
•매입, 수입
•Credit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Inventory control
•Purchase, Import

관리부
Executive Div.

•경리, 자금
•총무, 인사
•Accounting, Finance
•General affairs,
Human Resources

Company Overview

매출규모 추이 Sales

H형강
(H-Beam)

(억원 KRW)
2500
2,000

2085

2250

2080

1712

1,500

제품구성

평철, 환봉
(Flat bar,
Round bar)

Product

철근
(D-Bar)

1450

기타
(Rail, Pipe)

1,000
856

878

앵글, 잔넬
(Angle, Channel)

후판
(Plate)

500

철강유통
(Steel circulation)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년도 Year)

기타
(Etc)

해외 네트워크 Overseas Network
남경 사무소(상해)
NanJing office
(Shanghai)

업종별
판매현황

Sales
Composition

동남아시아 - 인도네시아, 베트남
(Indonesia, Vietnam)

제조
(Manufacturing
industry)

건설
(Construction
company)

중국(China)

수출입 네트워크

Import and export network

내수
(Domestic)

일본(Japan)

수출비중

대만(Taiwan)

Domestic /
Export

미주 - 미국, 캐나다(USA, Canada)
중동(Middle East)

Location

부국철강(주) 본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4

T.1588-7785 F. 053-583-1010

수출
(Export)

부국철강(주) 유통단지
유통단지 제 1 하치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7길 108 T. 053-381-7701~8 F. 053-381-7777
유통단지 제 2 하치장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21길 13-8 T. 053-381-7700 F. 053-381-7708

부국철강(주) 미음단지 (주)비에스비스틸 로지넷(주)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부국철강(주) 미음단지 T. 051-971-0041 F. 051-971-3205
(주) 비에스비스틸
T. 051-317-5800 F. 051-317-5225
로지넷(주)
T. 051-317-9602 F. 051-317-9603

부산승마클럽

한국호이스트

포철금속

하수도시설

원천교네거리

부국철강(주) 대전지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331번길 110
T. 042-622-8700 F. 042-622-6060

대화TG

에이케이켐덱
대전공장
중앙목형 휴렉스
제1공장

넥센타이어
물류창고

대전 제 1,2
일반산업단지

부국철강(주)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디폴리스 B동 2202호
T. 02-3272-3850 F. 02-3272-3830

부국철강(주) 남경사무소(상해)
중국 남경시 노산로 158번지 가업국제시티 2006호
T. 86-25-8651-3850

동아연필

대영금속공업

계명상사

한국타이어
물류센터

읍내네거리

기업과 지역사회가 연결되고
사회와 철강 산업이 하나되는 세상
부국철강(주)이 그 꿈을 만들어 나갑니다.
기업의 이익을 어린이에게 환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기업
미래를 선도하는 철강전문회사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BUKOOK Steel Co., Ltd. helps to create a world in which
Business and local community become connected,
and society and the steel industry become one.
A company who gives corporate profits back to our children, and grows together with
the local community. We will continue to become a steel specialized company that
leads the future.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4 T. 1588-7785 F. 053-583-1010 www.bk-steel.com
34, Seongseogongdanbuk-ro, Dalseo-gu, Daegu, S.Korea T. 82-1588-7785 F. 82-53-583-1010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T. 051-317-5800 F. 051-317-5225 www.bsb-steel.com
201,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S.Korea T. 82-51-317-5800 F. 82-51-317-5225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 4로 201 T. 051-317-9602 F. 051-317-9603
201, Mieumsandan 4-ro, Gangseo-gu, Busan, S.Korea T. 82-51-317-9602 F. 82-51-317-9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