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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 대표이사 사장
박 상 준

CEO 
Message

신성장 사업 개발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고객, 주주의 최대 행복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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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는 오랜 국제 무역 업력과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 해운·물류 운영 노하우를 통해
지구촌 곳곳의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입니다.

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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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사업

조직구성

부가사업

임직원

· 원자재 수출입, 에너지 사업, 해운/물류, 기계/엔진 등 4대 영역

·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사업

· 항공MRO, IT 등 고부가 가치 신규 사업

· 리조트, 선박·플랜트 관리, 밸브 제조업 등 전통 사업

· 11개 해외 법인(중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 5개 해외지사

· 4개 국내 주요 계열회사

· 지주사 임직원 약 80명

· 계열사 임직원 약 570명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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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ful fleXible

Sustainable

Cor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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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사무소
자회사 해외법인

자원개발투자
Business Track Recor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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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STX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사업 ‘Innovating’과 금속·철강·에너지 중심의 국제 무역 사업 ‘Trading’, 
해운·물류 운영 사업 ‘Operating’까지 총 3대 사업 간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세계 곳곳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합니다.

What we do



Innovating:
Project Development

항만 물류 플랫폼 프로젝트

해외 주요 물류 거점 지역에 컨테이너, 벌크, LNG, 오일 등 상품 유통을 위한 항만 개발
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매-운송-하역-통관-판매까지 ‘통합 물류 체인’
을 구축해 보다 편리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사 사업 수익성 강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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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ng:
Investment

계열사 투자

선박·플랜트 O&M, 항공MRO, IT 등 각계 산업에 진출한 계열사들의 사업 활성화 및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전략 컨설팅, 경영 관리 지원, 금융 지원, 지분 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친환경 사업, 항공 사업, 바이오매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고부가 가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 투자 및 투자 유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높은 성장성과 사업 시너지
요소를 고루 갖춘 회사를 대상으로 인수, 지분 투자, 합작법인 설립 또한 추진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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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Metal

니켈

다년간의 니켈 트레이딩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유수기업들과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Off-Take를 통해 안정적 물
량 확보는 물론, 전기차 산업 발전의 핵심인 2차 전지의 주원료 트레이딩 역량 또한 확
대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자동차, 건축, 가전제품, 조리기구, 파이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제품으로
국내산뿐 아니라 중국산, 인도네시아산 등 각국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경우 세계 최대 스테인리스 회사인 청산강철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종합상사 중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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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바륨

갈바륨 합금 잉곳(Ingot)은 갈바륨 강판의 도금 소재로, 강판의 내식성 향상을 위해
사용됩니다. STX는 국내 유일 제조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베트남, 대만 등에 위치한
제강사들에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rading: 
Steel

판재류

파이프와 냉연강판 소재인 열연강판을 비롯하여 선박, 플랜트, 건축용 후판, 자동차,
가전제품, 건축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냉연강판, 도금강판, 컬러강판 등의 국내산 및
삼국산 제품을 자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 : 열연제품, 냉연제품, 도금강판, 칼라제품 등

특수강 및 강관

자동차, 산업기계, 플랜트, Oil & Gas향 각종 부품 및 기자재 소재 등 특수강과 건축용
구조용 강관, 라인파이프 및 산업소재용 인발관 등 국내 최고 품질의 제품을 중심으로
전 세계향 수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 : CHQ Wire, 환봉, 강관류 등

반제품 및 봉형강

반제품은 봉형강 및 선재 제품의 소재가 되는 빌렛을 말하며, 봉형강은 토목과 건축
구조용 자재로 사용되는 철근·형강으로, 국내산 제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할 뿐 아니라
해외산 제품을 수입 내수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 : 빌렛, 철근, 형강 등

철강원료

철강원료는 주로 제철소·제강사에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소재 원료로 사용되며, 
국내향 수입 공급뿐 아니라 해외지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향 삼국 간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주요 아이템 : 철스크랩, 선철, 합금철, HB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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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Energy

석유

Asphalt 및 Fuel Oil, Base Oil 등 석유 제품부터 모노머, 폴리머 등 범용 석유 화학
제품까지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극동,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남미까지 다양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성 사업 기회 발굴을 통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석탄

국내 민간발전사, 양회사, 일반 산업체 및 한전 발전 계열사 등 대규모 수요처에 석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구축해 온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호주,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 국가로부터 물량을 소싱 중이며, 최근에는 베트남 시장으로의 공급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목재

고품질 제재목 및 목재펠릿 생산에 주력 중이며, 말레이시아 소재 목재펠릿 공장을 인수
하여 안정적인 소싱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내에 목재펠릿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바이오매스 원료 사업 다각화 및 삼국 간 거래를 병행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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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ing: 
Machinery

자동차·중장비

중동·아프리카·중남미 국가 등 전 세계에 특수차량 및 일반차량 공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굴삭기·지게차 등 건설 중장비를 각 국가의 파트너 및 건설 현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플랜트용 설비

플랜트 구축을 위한 기자재부터 중장비, 전력 설비 등에 대한 공급 및 운영 사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아시아·중동·유럽·중남미 등 각국의 조선소에 선박용 엔진,
조선소용 중장비 또한 납품하고 있습니다.

함정·방산

중남미 국가 해군을 대상으로 국내 유수의 조선 업체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 아래
중·소형 함정 및 특수선을 수출 중이며, 동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CIS 국가에 대한
함정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물자 및 육상방산제품 등으로 방산사업의
아이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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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rating:
Shipping

자사선 운영

32.5K 벌크선 2척 및 12.8K 화학 제품 운송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2.5K 벌크선
은 국내외 우량 화주·용선주와 화물운송·용선계약 체결을 통해 원목, 철강, 비료 등의
벌크 화물을 운송하고 있으며, 12.8K 탱커는 2023년까지 장기 대선 계약을 체결하여
극동·동남아에서 화학 제품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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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영업을 통해 확보한 우량 화주·선주 채널 활용, 화물운송 및 용선계약 매칭을
바탕으로 벌크부정기선을 영업 중이며 2019년 포스코 수출 제품 운송선사에 등록되어
현재 동남아·인도·중동 등 국가를 대상으로 배선 중입니다.

차터링



Operating:
Logistics

Total 국제 물류 서비스

국제 무역 사업, 해운 사업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물류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폭넓은 물류 경험과 네트워크,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삼국 간 물류와 세계 각국으로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내륙운송, 수출입 통관 등을 총괄하는 Total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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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플랜트 O&M, 항공MRO, 바이오, IT 등 다양한 고부가 가치 산업 필드를 무대로
상호 간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내외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선사하고 있는 ㈜STX의 관계사들을 소개합니다.

Affiliates



회사명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주)

대표이사 박상준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02(중앙동4가 83-5)

전화번호 051)461-2000

홈페이지 www.stxmarineservice.com

엔진, 부품, 소모품, 공구 등 선박 관련 기자재를 통합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는 납기와

가격 제공을 위해 유럽·미국·싱가포르 등지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자체 글로벌 물류 시스템 도입

및 네트워크 확장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향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선박매매, 선박금융, 용선계약, 선박운항, 선박보험까지 해운의 전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해운 커머

셜 역량을 토대로 TONNAGE PROVIDER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여 2017년부터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2018년 CAPE BULKER 중고선을 유럽 대형선사로부터 매입한 후 재용선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선박을 소유하거나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금융권 고객 등을

대상으로 TONNAGE PROVIDER 사업의 여러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확대에 매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박의 신조감리 사업 및 선박 관련 기술 프로젝트와 연계된 비즈니스를 개발 및 지원하는

업무를 추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요 사업 : SM 부문

선박·선원관리부터 보험·사고관리, 운항·선주 대행 업무 외 신조 감리 및 컨설팅, 기국 관리 등 선

주 대행 업무, 선박의 매·폐선까지 선박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의 업력을 바탕으로 숙련된 육해상 전문 기술 인력과, 선박관리 서비스 전 분야에 걸친

독자적인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내 선박관리 회사 중 가장 많은 선박관리 시스템 인증을

보유하여 해상 사업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Bulker, Tanker, Container, PCTC 선박뿐 아니라 쇄빙연구선, 중량물 운반선 등 특수 선박 및

설비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부터 독자적인 Web 기반 선박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 및 선주 포털 사이트를 통해 선박-회사-고객-벤더를 통합 연계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감 솔루션 서비스(iSEMS)를 제공하여 고객의

이익 제고에 힘쓰는 한편, 온실 가스 모니터링 등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차별화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해운 프로젝트

기자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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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관리 & 플랜트 유지 보수에 특화된 Global Service Innovator 선박 관리 서비스



민간발전사업 IPP는 민간 자본으로 발전소를 건설하고 일정 시간의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

는 민간주도형 발전 사업입니다. 수익성이 좋은 사업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력 사업의 민영화에 따

라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신흥국에서는 인구 증가, 제조업의 확장, 경제 발전에 따라 가정

용, 산업용 에너지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소에 대한 친환경적 요구 증가로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요구됩니다. 미래의 IPP에 있어 배출가스

감소, 후처리시설 설치, 연료 효율 증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적 노

하우를 통해 STX 마린서비스는 운영적 관점에서 IPP 사업개발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업 : 플랜트 부문

이라크 900MW Diesel Power Plant O&M, 필리핀 650MW Thermal Power Plant O&M

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디젤, 가스터빈, 복합화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

한 종류의 발전소에 필요한 전력 운영, 정비, 복구, 부품 공급 및 기술 지원을 총괄하는 통합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화된 발전소에 전력 용량 확장 및 최첨단 기술력을 도입,

해당국의 전력 품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O&M을 포함한 모든 전력 운영 사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고부가 가치 사업이며, 오랜 기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계약-금융조달-

구매-물류-운영-Risk 관리’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한 매뉴얼 및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경

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TX 마린서비스는 현재 수행 중인 이라크 지역을 포함한 중동 지역,

아프리카 및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시장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플랜트 운영 서비스(O&M, 복구, 자재조달 및 기술지원)

IPP 사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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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에스티엑스마린서비스(주)

대표이사 박상준

주소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02(중앙동4가 83-5)

전화번호 051)461-2000

홈페이지 www.stxmarineservice.com

선박 관리 & 플랜트 유지 보수에 특화된 Global Service Innovator



| 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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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대의 산업용 밸브 전문기업

회사명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영찬

주소 51567 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80

전화번호 055-268-3777

홈페이지 http://www.pkvalve.co.kr/kor/main.do

밸브 제조업

글로벌 표준의 생산시스템 및 품질관리로 산업용 밸브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피케이밸브는 ‘고객맞

춤형 생산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고객 구매사양서에서 요구되는 적용 가능한 코드사항과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체계적 생산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케이밸브는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R&D(연구개발) 투자 및 차별화된 품질관리체계를 통해 국

내 밸브업계의 표준이 됐으며, 원자력용 밸브, 초저온용 밸브, 고온∙고압용 밸브 국산화에 성공했

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 70여 개 국가에 PK 상표로 정유 및 석유화학, 원자력, 

가스 및 LNG산업, 담수화설비, 해양산업, 환경플랜트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최고의 제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피케이밸브는 산업용 밸브의 제조, 공급뿐만 아니라 기술지도 및 컨설팅, 신제품

개발, 세조 및 공급, 감사 및 품질지도, 감리 및 시운전 입회, 진단 및 보수, 기관 배관재 공급, 대외

교육 등의 사업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한민국 밸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업

문경새재와 쌍용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유명한 문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STX리조트는

국내 최고의 중탄산 나트륨 온천 스파시설과 유러피언 스타일의 건축물 및 조경부터 석재, 작은 소

품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고려한 ‘고품격 종합휴양시설’입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

과 남부지방의 중간에 위치하여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총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된 호텔 수

준의 객실과 다양한 음향/조명시설이 갖추어진 연수시설을 통해 편안한 휴식은 물론, 기업의 교육,

연회, 단체행사에도 특화된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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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에스티엑스리조트

대표이사 김영욱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 509

전화번호 054)460-5000

홈페이지 www.stxresort.com

청정 자연 속의 휴양과 믿을 수 있는 FS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현재 700여 대의 민간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착륙장치는 항공기마다 3개에서 5

개까지 장착, 약 8년 주기로 장탈하여 분해, 검사 및 수리(Overhaul)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에 착륙장치 능력을 보유한 MRO의 부재로 현재까지 전량 해외 MRO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 착륙장치는 항공기 구조부재 중 가장 큰 하중을 감당하며 착륙 중 난기류 및 조종 기술에 따라

허용치를 초과하는 하중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착륙장치 오버홀은 고도의 기술력과 항공

기 수리개조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STX 에어로서비스는 착륙장치 분야의 설계,

제작, 수리, 개조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 Network를 구성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착륙장치 운영

이 가능하도록 Total Care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사업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항공기를 사업수단으로 삼는 항공운송사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조직 운영

이 필요하며, 기술력 차이에 따른 운영효율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High Risk Business 입니

다. 따라서 STX 에어로서비스는 사업영역 및 사업항목 선정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철저한

R&D에 기반을 둔 High End MRO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항공기의 도입 기종 선정부터 성

능·사양의 선정 및 통일화, 정비 프로그램의 수립·최적화, 구매·임대 도입, 반납·매각 송출의 협상

·대행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최소한의 운영 비용으로 최대한의 영업이익

을 창출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기계, 전자, 통

신, 화학 등 제작 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정비용 부품 제작 국산화를 실현하여 우리나라의 항공기술

선진화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술관리 서비스

착륙 장치 및 부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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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에스티엑스에어로서비스

대표이사 권대혁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72 제1국제업무단지 디오빌 607호

전화번호 032)710-1156

홈페이지 www.stxaeroservice.co.kr

국내 최초 엔지니어링 R&D 기반 High-End 항공 MRO 서비스



ITIL·ITSM 기반 통합유지보수,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및 자원

관련 보안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통합유지보수

다양한 플랫폼의 구축과 기술 지원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ITIL/ITSM 기반의 운영 서비

스를 제공합니다.

2) 시스템/네트워크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과 기술지원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효

율적인 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보안

고객사의 아웃소싱 구조에 따른 여러 보안 위험들이 존재하며 고객의 모든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하

여 보안적 관리가 최우선 적용되어 어떠한 보안사고 및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운영합니다.

| 주요 사업

고객 정보 기술의 기본인 하드웨어, 네트워크는 물론 기반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모든 인프라를

분석, 진단, 기획, 설계하여 최적의 인프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서비스

ICT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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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에스티엑스네트워크서비스

대표이사 박상준

주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51, 이노플렉스1차 705호

전화번호 02)583-0072

홈페이지 www.stxnetworksvc.com

IT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통합 관리, IT 아웃소싱 등 종합 SI 서비스 제공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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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quarters Southeast Asia Northeast Asia Middle East South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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