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고, 최대 스틸건자재 전문제조 유통기업 

*코스틸 슈퍼데크 특허제품인

  탈형제품의 3D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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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틸 슈퍼데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제품의 스펙 및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틸 슈퍼데크 공식 홈페이지

www.superdeck.co.kr
슈퍼데크 공식홈 코스틸 공식홈



SUPERDECK®



      



코스틸만의 독자적인 제품기술!

원라인 시스템(One-Line System) 관리!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판매망!

46년 역사의 코스틸은 국내 최초를 넘어 최고로 성장하기위해

제품개발기술연구소를 자체운영하여 신제품 개발과 혁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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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DECK® 

코스틸은 1977년 설립 후 46년간 국내 연강선재 시장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변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구축된 역량을 세계 시장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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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04 ‘S.B.S.S’ 한국구조기술사회 인증

11 코스틸 일체형데크, 탈형데크, S.B.S.S 상표출원

01 S.B.S.S 포스코 이노빌트 인증제품 선정

11 S.B.S.S 출시(SUPER BUNDREX SYSTEM SLAB)

11 음성공장 설비 증설(데크 총 생산 Capa.280만 m2)

07 탈형데크 생산

04 음성공장 증축(데크 총 생산 Capa.240만 m2)

04 중공데크 출시(반석 TVS 업무협약)

10       탈형데크 및 단열재 특허 등록

04      비채메가 내화구조인증서 획득(한국 건설기술 연구원)

02       (사)한국건축구조 기술사회 비채메가 기술인증서 획득

02       비채메가 출시 및 판매                        

11   기업혁신대상수상(대통령)

06  (주)코스틸 제3공장 KSQ ISO 90001:2009/2008 인증획득 

06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대상기업 선정(한국수출입 은행) 

05    INNO-BIZ 기업 재인증

05    대한민국 친환경품질경영 우수기업 지정(환경품질인증원)

05   산업포장(노사협력증진)수상(대통령 훈장)

06   소음진동 감소효과 용역_ 호서대학교 한국일보 HIT 상품선정

07   박재천 대표이사 취임 / 연강선재 생산 개시 (연간생산능력 : 96,000톤)

06    소음진동 감소효과 용역_ 호서대학교 한국일보 HIT 상품선정

07 건축 신기술지정(건설교통부 제176호)

03    아파트 지상품 MOCK-UP TEST 및 시범 적용

12    우량기업선정_ SUPERDECK 설계편럼 최종본 완성(2집)

05    산업자원부 장관상 수상 

05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적용

12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에서 철근콘크리트 데크패널로 금상수상

06    일체형 데크의 신기술 SUPERDECK 판매개시

05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데크에 관한 국제특허출원_해외

02    SUPERDECK 상표 출원(특허청)

01    SUPERDECK 상업생산 개시

03    주식회사 코스틸 설립

*2023년 1월 업데이트 



제품 인증번호 인증상세내용 제작년월일 인증기관

특허증

Certificate Of
Patent

10 - 0729859호               데크패널의 구조 및 그 제조방법 2007.06.12 특허청

10 - 0729860호               삼각 트러스형 데크패널 단부구조 2007.06.12 특허청

10 - 1460069호                              스페이서 유닛 및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2014.11.04 특허청

10 - 1463484호               스페이서 조립체를 구비한 탈형 데크 2014.11.13 특허청

10 - 1463485호               스페이서 블록을 구비한 탈형 데크 2014.11.13 특허청

10 - 1546914호                                          스페이서 블록을 구비한 단열 데크 2015.08.18 특허청

10 - 1560753호                             스페이서 및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2015.10.08 특허청

10 - 1560758호               스페이서 조립체를 구비한 단열 데크 2015.10.08 특허청

10 - 1560759호               스페이서 조립체 2015.10.08 특허청

10 - 1560761호               탈형데크용 스페이서 블록 2015.10.08 특허청

10 - 1855446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및 단열 데크 2018.04.30 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

Certificate Of
Utility Model 
Registration

20-0413699호               삼각 트러스형 데크패널 단부구조 2006.04.04 특허청

20-0418121호                데크패널의 구조 2006.05.30 특허청

제품인증서

Certificate Of
Product

KS제품인증서_KS D 3552 철선((주)코스틸 음성5공장/보통철선) 2022.04.27 한국표준협회

KS제품인증서_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이형봉강 일반용/특수 내진용) 2022.07.28 한국표준협회

ISO_QMS-3350            [음성5공장]철선, Truss Girder 및 데크 플레이트의 생산 2022.04.30 한국표준협회

JIS_KSKR10024 JIS G 3505  : 연강선재 (SWRM6, SWRM8, SWRM10, SWRM12) 2022.11.25 한국표준협회

JIS_KSKR10025 JIS G 3532  : 철선 (SWM-B, SWM-A) 2022.11.25 한국표준협회

상표출원

Trademark

제 40-0641102호 SUPERDECK 2004.11.04 특허청

4020210224034  코스틸 SUPERDECK 2021.11.04 특허청

4020210224035 코스틸 일체형 데크 2021.11.04 특허청

4020210224036 코스틸 탈형 데크 2021.11.04 특허청

4020210224037 SYSTEMSLAB 시스템슬라브(포스코이노빌트 인증제품) 2021.11.04 특허청

SUPERDECK® 

코스틸 슈퍼데크는 거푸집 해체작업이 필요없는 바닥 슬라브용 자재인 슈퍼데크 일체형데크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고, 

기술 및 Know-How를 보유하여 뛰어난 품질과 성능을 자랑합니다.

*2023년 1월 업데이트 



10 - 0729859호

스페이서 유닛 및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10 - 1463485호

스페이서 블록을 구비한 탈형 데크

10 - 1560759호

스페이서 조립체

10 - 0729860호

삼각트러스형 데크패널 단부구조

10 - 1546914호

스페이서 블록을 구비한 단열 데크

10 - 1560761호

탈형데크용 스페이서 블록

10 - 1460069호

스페이서 유닛 및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10 - 1560753호

스페이서 및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10 - 1855446호

탈형 데크용 스페이서, 이를 구비한 탈형 데크 및 단

10 - 1463484호

스페이서 조립체를 구비한 탈형 데크

10 - 1560758호

스페이서 조립체를 구비한 단열 데크

20-0413699호/ 삼각 트러스형 데크패널 단부구조

20-0418121호/ 데크패널의 구조

*2023년 1월 업데이트 



*2023년 1월 업데이트 

JIS 일본산업규격표시인증서

JIS G 3505

KS제품인증서

KS D 3552_철선

KS제품인증서

KS D 3504_철근 콘크리트 봉강

JIS 일본산업규격표시인증서

JIS G 3532 



*2023년 1월 업데이트 

기술인증서

(주)코스틸 슈퍼번드렉스 시스템 슬래브 공법 

ISO 경영시스템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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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코스틸 기업부설연구소



종류 설비명 호기명 설비형식 및 규격 대수 제작처 제작년월일

신선기

Deforming M/C 신선1호기 Φ5~Φ14_CRD/SPOOLER 1 TECNO(독일) 1992.04

Deforming M/C 신선2호기 Φ6~Φ14_CRD/SPOOLER 1 Changxin (중국) 2016.12

Deforming M/C 신선3호기 Φ5~Φ7_CRD/SPOOLER 1 Changxin (중국) 2018.09

소계 3

T.G기

EUROLL T/G기 TG 5호기 SPOT 90H ~ 300H 1 EUROLL (이탈리아) 2006.12

EUROLL T/G기 TG 6호기 SPOT 90H ~ 300H 1 EUROLL (이탈리아) 2009.12

EVG T/G기 TG 7호기 SPOT 80H ~ 350H 1 EVG (오스트리아) 2013.03

EVG T/G기 TG 8호기 SPOT 80H ~ 400H 1 EVG (오스트리아) 2015.08

AWM T/G기 TG 9호기  SPOT 80H ~ 320H 1 AWM (이탈리아) 2019.08

AWM T/G기 TG 10호기 SPOT 80H ~ 320H 1  AWM (이탈리아) 2019.08

소계 6

 

데크기

S/D  1호 데크 1호기 SPOT 1.5M ~ 6.0M 1 대광기전 2000.09

S/D 2호 데크 2호기 SPOT 1.5~8.0M (N,W-TYPE 겸용) 1 천지정밀 2010.06

S/D 3호 데크 3호기 SPOT 1.5~6.0M (2 PITCH) 1 대광기전 2021.06

S/D 4호 데크 4호기 SPOT 1.5M ~ 6.0M 1 대광기전 2017.05

S/D 5호 데크 5호기 SPOT 1.5M ~ 6.0M 1 대광기전 2019.06

소계 4

포밍기

forming M/C 포밍 2호기 ROLL FORMING (0.4t)_N,W-TYPE 겸용 1 이에스디 2012.11

forming M/C 포밍 3호기 ROLL FORMING (0.5t) 1 이에스디 2013.11

소계 3

탈형데크기

탈형 S/D 탈형 데크기 SPOT 1.5M ~ 6.0M 1 대광기전 2018.07

forming M/C 탈형 포밍기 ROLL FORMING (0.5t) 1 SWM 2018.07

Punching M/C 탈형 펀칭기 스페이서 20/30T*6열 펀칭 1 대광기전 2018.07

소계 3

D-DECK D-DECK T/G기 D-DECK SPOT 80H ~ 300H (가변타입) 1 대광기전 2020.06

SUPERDECK®

코스틸 슈퍼데크는 46년간 쌓아온 기술과  Know-How를 바탕으로 데크플레이트 분야의 뛰어난 기술자들과 함께 

우수한 성능의 슈퍼데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업데이트 



성명 자격종목 자격취득일 등록번호 등급 담당업무

PRODUCT MANUFACTURING EQUIPMENT

SUPERDECK®

코스틸 슈퍼데크는 데크플레이트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최초를 넘어 최고로 성장하기위해

기술제품연구소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과 혁신제품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업데이트 

안도호

건축시공 1989.02.22 학사(졸업) 초급

슈퍼데크사업본부
본부장

토목시공 1989.02.22 학사(졸업) 고급

엄종수 건축산업기사 2003.11.17 03203010685H 중급
슈퍼데크사업본부
건설사영업팀 팀리더

이승재

건축기사 2006.06.05 06201073909J 중급

슈퍼데크사업본부
유통사영업팀 팀리더

건설안전기사 2006.08.21 06202073531C 중급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1997.09.08 97406071194K 중급

김동완 건축기사 2008.01.18 08202011522R 중급
슈퍼데크사업본부
건설사영업팀 매니저

 박채연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2019.09.19 19451010010W 초급
슈퍼데크사업본부
건설사영업팀 파트너

강한솔 건축/인테리어 2019.02.14 학사(졸업)
슈퍼데크사업본부
유통사영업팀 파트너



SUPERDECK®

코스틸 슈퍼데크는 제 2롯데월드 타워동(44F~123F)등 초고층 빌딩의 시공등을 통해 안전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에 힘쓰며 제품개발과 품징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업데이트 

2023

상업시설

창원시청 진해 문화센터&도서관

한일개발(주) 대전 플랫폼씨티 지식산업센터북천

SG신성건설 북천안 물류센터 

주상복합 동부건설 대구 칠성동 더 오페라

2022

상업시설

트래콘건설 천안 업성 호수타운 3차 BUCC 센트럴타워 신축공사

포스코건설(주) 케이원디 시흥 정왕동 물류창고

현대건설(주) 현대 그리노리 캠퍼스 별가람역(지식산업센터)

동부건설 역촌1구역 재건축

동부건설 JB금융그룹 통합연수원 신축공사

현대건설(주) 봉천4-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케이티엠티 울산 울주군 

섬강종합건설(주) 케이피텍 용인 제1공장 프로젝트

동부건설 SK하이닉스 청주지원관

(주)도성산업 감성동 주거복합4차 신축공사

SG신성건설 천안물류센터(월드인)

이테크건설 평촌 지식산업센터

(주)포스코건설 율촌 광석리튬 사용화공장 신설공장

웰크론한텍 풍원화학 마곡연구소

CJ건설 진천 씨제이제일제당 신축공사

충남아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센코어테크 청주스마트센터

화성산업 백합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서초동 오피스텔

주상복합/공동주택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신해공영 시흥장현 이메인씨티

SG신성건설 아산배방오피스텔4차

(주)포스코건설 대구 침산동 주상복합

강산건설(주) 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동부건설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시설

(주)포스코건설 송파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신해공영 다산 센트럴타워

(주)한화 포항 학천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포스코건설 청주 구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이랜드건설 길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연도 건축형태 거래처 공사명



SUPERDECK®

연도 건축형태 시공사 현장명

2021

상업시설

(주)반도건설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디엘건설(주) 풍농 오산 물류센터

(주)풍산건설 인천 검단 메트로씨티 신축공사

유진기업(주) 금산 프라임포레

우암건설(주) 아름덴티스트리 사옥 신축공사

쌍용건설(주) 풍농 오산 물류센터

쌍용건설(주) 중림동 오피스텔 개발산업

(주)다원디앤아이건 (주)대한약품공업 증축공사

인종합건설(주) 에코프로지이엠 CPM2 증축공사

현대건설(주) 네이버 세종데이터센터 

(주)포스코건설 인천 송도 재미동포 아메리칸타운 2

현대건설(주) 네이버 세종 테이터센터(추가계약)

동원건설산업(주) 용인 남사 물류센터 신축공사

에스엠상선(주) 광주 선교지구 2BL 신축공사

(주)포스코건설 오산 세교 공동주택 신축사업

(주)유탑건설 익산 모련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주상복합/공동주택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첨단

현대건설(주) 안산 중앙역 힐스테이트

디엘건설(주) e편한세상 진천 로얄하임

우방산업(주) 광주 동림동 2차 우방아이유쉘 신축공사

2020

상업시설

디앨이앤씨(주) 동탄 스포츠파크 

(주)포스코건설 부산 온천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

(주)태영건설 가양역 데시앙 플렉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광주 화정동 IPARK 

효성중공업(주) 대구 만촌동 주상복합신축공사

(주)보미건설 당산동 지식산업센터 현장

중앙건설(주) 신정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서산 석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인종합건설(주) 에코프로지엠전구체원료1공장 건축공사

신해공영(주) 다산 한강타워 그림생활시설 신축공사

(주)태영건설 부산 용호동 현장

롯데건설(주) 하남미사 1-1,2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주)호반건설 대조동 청년주택 신축공사

쌍용건설(주) 서울 잠실동 오피스텔 개발사업

(주)신세계건설 대구 삼덕동 주상복합

현대엔지니어링(주) 오산역 지산 물류센터

대우조선해양건설(주) 서울 발산역 역세권 청년주택

디엘건설(주) 금산 중도리 센터하임

유림E&C 양주 옥정 유림노르웨이 숲/ 인천 유림노르웨이숲 에듀오션 신축공사

쌍용건설(주) 수원 오목천동 주택재개발정비사어

현대건설(주) 실리콘엘리 동판

(주)서해종합건설 여주 서해 스카이팰리스 신축공사

주상복합/공동주택

DL건설(주) e편한세상 평내

현대건설(주) 힐스테이트 신방화역

*더 많은 납품실적은  담당자에게 문의 및 요청바랍니다.



코스틸 슈퍼데크는 대한민국 최초의 일체형 데크 생산기업으로 46년간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기위해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으로 항상 곁에서 함께 걸어 가겠습니다. 

포스코건설 ㅣ 명지지구 복합용지 2,3BL

SK건설 ㅣ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대우건설 ㅣ 마포구 합정2구역 주상복합

롯데건설 ㅣ 제2롯데월드(타워동)

현대건설 ㅣ 춘천 LEGO LAND

삼성물산 ㅣ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두산건설 ㅣ 두산인프라코어R&D센터

현대건설 ㅣ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쌍용건설 ㅣ 차병원 글로벌라이프센터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BUSINESS LICENSE



FACTORY REGISTRATION CERTIFICATE 



CERTIFICATE OF TAX PAYMENT



품질검사성적서

[원형철선]

5mm

6mm

7mm

 [이형철선]

7mm

8mm

10mm

12mm

13mm

14mm

 [강판]

N/W-TYPE(일체형)

A-TYPE(탈형)

 [시험성과 대비표]

25

28

34

36

코스틸은 질좋은 슬래브를 활용하여 토목 , 건축분야의

다양한 콘크리트 구조물 구조 보강재를 직접생산하여

우수한 품질, 경재성 및 시공성을 제공합니다.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TEST REPORT



(주)코스틸은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제품연구 및 투자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데크의 기준, SUPERDECK®

 국내 최고 스틸건자재 전문 제조 및 유통기업 (주)코스틸

조직도

국내/해외 사업장

38

39



ORGANIZATION



PLACE OF BUSINESS

포항1/2공장

포항3공장

음성5공장

K-VINA(베트남)



코스틸 슈퍼데크

대한민국 최초의 데크,

코스틸 슈퍼데크

혁신의 역사를 이어가다

02.2106.0120
02.2106.0147

02.210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