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tplex.co.kr



1982. 01     태창상회 설립

1987. 03     삼미특수강(현, 세아창원특수강) 공급업체권 획득

1991. 12     (주)태창스텐레스 법인전환

2001. 12     신사옥 준공 및 본사이전 (시화국가산업단지)

2007. 07     주식회사 티플랙스로 상호 변경

2008. 10     본점 이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2009. 04     KOSDAQ 상장

2009. 05     당진 판재 공장 준공 (충남 당진 부곡국가산업단지)

2011. 03     티플랙스 엠텍 자회사 설립

2011. 03     희소금속 소재 및 판매 사업목적 추가

2011. 04     ISO 14001인증 획득

2011. 07     MAIN-BIZ, INNO BIZ 인증 획득

2013. 03     MTV 신공장 착공

2013. 03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상 수상

2013. 10     티플랙스 MTV 신공장 준공

2014. 01     본점 이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

2014. 04      ISO 9001 인증 획득

2015.03       포스코특수강에서 세아창원특수강으로 대리점명 변경

2016.06       티플랙스엠텍 흡수합병

Ⅰ. 회사일반



1. 회사개요

일 반 현 황

회 사 명 주식회사 티플랙스 (Tplex Co., Ltd.)

대표이사 김 영 국 (金榮國 ; YEOUNG GOOG KIM)

설 립 일 1991년 12월 13일

코스닥상장 2009년 4월 23일 (코드번호 : A081150)

주요사업(제품)
절삭가공 전문기업
(스텐레스 봉강, 스텐레스 판재, 스텐레스 선재)

사업장 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목내동)
(Tel ; 031-488-8800, Fax ; 031-488-8802)

● 찾아 오시는 길

안산하수

처리장

오이도 해 안 로

안산

안산

제우스

안산역

제우스
사거리

SDB

GS칼텍스

(주)티플랙스



2. 사업현황

봉강사업

판재사업

• 지속 성장 역량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모델 구축

• 국내 No.1 스텐레스 환봉

절삭가공 전문업체로 성장

• 고부가가치 판재

사업 진출을 통한

사업 영역 확대

스텐레스 봉강사업에서
국내 최고의 스텐레스 전문기업으로 성장

선재사업



3. 공장현황

공 장 현 황

•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 (목내동 513)

• 면적( 토지 ) : 55,556㎡ (16,800평)

• 면적( 건물 ) : 연면적 17,485.6㎡

• 공사기간 : 2013. 3 ~ 2013. 11

• 생산 CAPA :  43,700톤/연간

사무동

공장동

경비동 및 계근대

공장동 (내부)



4. 공장내부전경

봉강사업

선재사업

판재사업



봉강 사업부



Ⅱ. 봉강사업부

DANOBAT IDS 4A,5A DANOBAT HDS 8A KASTOtev AC4

KASTOtwin A4

AMADA CTB-400NORIDAKE

KASTOssb A2

EVERSING 300/400

● Bandsaws : 20대 ● 지게차 : 3대

● Circular saws  :   5대 ● 차량 :  6대 (5톤 : 3대,  2.5톤 : 3대)

KASTOtwin A2

MAGA 300/400

설 비 현 황

KASTOtev AC4

KASTOgripspeed C 10



생 산 공 정

Ⅱ. 봉강사업부

1. 소재 입고 및 전산입력 2. 소재 분류(적재)

4. 작업완료 전산입력

5. 검사 및 포장 라벨 부착 6. 배송

3. 소재 가공



Ⅱ. 봉강사업부

다양한 전방시장

실수요 산업체 공급

 스텐레스 봉강을 공급받아 절삭 가공한 환봉 생산

 환봉 등의 기초 소재 부품을 다양한 전방산업에 공급

스텐레스 봉강은 대부분의 산업설비 및 공업에

적용되는 핵심 기초 소재

전기·전자

반도체 장비
용 부품

플랜트 원자력 설비

기계부품 및
금속 부품 소재

STS봉강
적용범위

주 : 스텐레스 - 철에 크롬, 니켈 등을 첨가하여 만든 합금강, 철의 가장 큰 단점인 부식현상 방지

조선



판재 사업부



Ⅲ. 판재사업부

설 비 현 황 (HR)

 SHEAR LINE



설 비 현 황 (CR)

Ⅲ. 판재사업부

 SHEAR LINE



설 비 현 황

 FLAT BAR SHEAR LINE

 SLITTING FLAT BAR LINE

Ⅲ. 판재사업부

 SLITTING LINE



생 산 공 정

 SHEARING LINE

Ⅲ. 판재사업부



생 산 공 정

 SLITTING LINE

Ⅲ. 판재사업부



Ⅲ. 판재사업부

•판재는 전세계 철강수요의 10% 내외 차지

• 석유화학, LNG, LPG, 담수화 설비, 원자력 발전소, 조선, 건설

등의 주요 소재로 사용

• 에너지 자원개발 등에 따른 판재의 새로운 수요 창출 (가스전,

유전, 풍력 등 고급 판재 소재 사용)

주 : 주로 4단가역식 압연기에 의해 제조되는 비교적 두꺼운 열간압연 강판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두께 3㎜ 이상을 후판이라고 함

산업용 파이프대형 건축물

교량

판재

조선



선재 사업부



Ⅳ. 선재 사업부

설 비 현 황

 CDM  0B/1B/2B/3B M/C



Ⅳ. 선재 사업부

인장 / 압축 / 경도/ 금속 분석 측정기

 NITON 합금분석기
 로크웰경도측정기

 유압서보식 만능재료시험기
(KSU-HSO-Series)



생 산 공 정

1. 선재 입고 및 전산 입력 2. 소재장착

3. 교정기(육각)

5. 절 단

7. 검사 및 포장

Ⅳ. 선재 사업부

4. 인발작업

3. 예비교정 및 쇼트

6. 트롤 교정기(CD BAR)



TPLEX 소재현황



Ⅴ. TPLEX 소재 현황

304(L)/F304(L) (F)304/304L (F)316/316L

410/416/431

SUS310S

SUS303(F)

SUS420J2 SUS440C

F51(S31803)

430(F)

630/347(H)(F)321 317(L)

F11

F91F5 F9

F22

F92

F53(S32750)

소 재 현 황

● 표기외 강종과 치수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TPLEX 소재 현황

304(L) COIL와이어로드

310S COIL

모넬/알로이/C276 평강A105 샤링평철

압연평철 사각바 육각 앵글

316L COIL

소 재 현 황



스텐레스 봉강
카탈로그



Ⅰ. 스텐인레스강의 분류(세아창원특수강) 



Ⅱ. 스텐인레스강의 분류(세아창원특수강) 



Ⅲ. 세아창원특수강 수주기준



Ⅳ. 세아창원특수강 수주기준



Ⅴ. 화학성분 및 특성과 용도(1) 



Ⅴ. 화학성분 및 특성과 용도(1)



Ⅴ. 화학성분 및 특성과 용도(2) 



Ⅴ. 화학성분 및 특성과 용도(2) 



Ⅵ. 물리적성질



Ⅶ. 기계적 성질(1) 



Ⅶ. 기계적 성질(2) 



Ⅶ. 기계적 성질(2)



Ⅷ. 경도 환산표



Ⅸ. 허용 공차표



Ⅹ. 스텐레스 중량표



XI. 규격과의 비교표



XII. 인증 현황

인 증 현 황



www.tplex.co.kr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엠티브이1로 75(목내동513)
TEL : 031) 488-8800
FAX : 031) 488-8802(봉강/선재사업부)

031) 434-0179(봉강/선재사업부)
031) 494-8802(판재사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