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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MO CO., LTD.  

Marine door

BIP INDUSTRIES CO., LTD.

Wall and ceiling panel 
Bathroom unit and 
prefabricated cabin unit

BN STEELA CO., LTD.

Pre-coated metal sheet 
PVC film laminated metal sheet

BN FURNITURE CO., LTD.

Marine furniture
and installation

BISCO CO., LTD.

Accommodation-
Outfitting installation 
LNG tank insulation works

AISCO CO., LTD.

Accommodation-
Outfitting installation, 
Material supply services

BIP COUNTRY CLUB 

&  SPA WEIHAI

Golf and country club

BIP INTERNATIONAL INC.(USA)

Products marketing in U.S.A
[New York] 

BIP TECH CO., LTD.

Overseas construction 
& Business development

BIP-WEIHAI CO., LTD.

Wall and ceiling panel 
Bathroom unit

BIPEX CO., LTD.

Logistic services 
Networks services 

SNB CO., LTD.

Metal furniture 
steel outfittings

BN GROUP INTRODUCTION

BN GROUP HISTORY 

BN GROUP ORGANIZATION

BN GROUP은 모기업인 BIP(주)의 독자적인 기술로 선박내장재 (방화판넬, 방화도어, 선실가구등)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선실 인테리어 전문기업입니다.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는 BN BIP만의 Turn-key system은 세계시장에서도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를 바탕으로 철강, 운송, Leisure 등 육상사업으로 사업분야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계최고의
선실인테리어전문기업

BN BIPEX Join BN BIPEX, the best partne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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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 (주)BIP가구설립

- 1978 BIP(주) 설립

- 1992 (주)COSMO 설립

- 1996 (주)성주 아산공장 준공

(現 BN STEELA(주))

- 2002 BIP GROUP 체제 출범

- 2002 (주)BISCO 설립

- 2002 BIP-WEIHAI 설립(중국)

- 1983 BIP(주) 공장 준공

- 1989 (주)성주 설립

(現 BN STEELA(주))

- 2000 (주)성주 녹산공장 준공(現 BN STEELA(주))

- 2001 SNB(주) 설립

- 2005 (주)BIP TECH 설립

- 2006 (주)BIPEX 설립

- 2007 BIP GROUP � BN GROUP으로

그룹명 변경/전체 계열사 C.I[BN] 통합

- 2004 BIP(주) 기술연구소 설립

- 2006 전체 계열사 1억5천만불 수출 달성

(주)성주 5천만불 수출 : 부산지역 수출의 탑 수상

2006년 무역의 날 포상 : 은탑산업훈장 수상



고객의미래를함께하는
최고의성공파트너

(주)BIPEX는 다년간의 수출∙입 및

전산정보시스템 운 Know-how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자

설립된 물류 및 IT 전문회사입니다.

Logistics 사업부에서는 선적, 운송, 통관, 보험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토탈 운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

해외 업 전문 인력들이 수출∙입 마케팅에 집중하도록 도와드리는

한편, Networks 사업부에서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프트웨어의

판매∙설치 및 유지보수등 기업 전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종합적인 IT Outsourcing 컨설팅과 이를 통한 안정된 전산 정보시

스템 구축 및 운 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께서 전문분야

에 핵심역량을 집중 투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BIPEX는 21세기 물류 및 IT산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으로 성장하여 고객이 바라는 최상의 서비스를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고객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BN BIPEX INTRODUCTION

BN BIPEX ORGANIZATION

BN BIPEX Join BN BIPEX, the best partne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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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

감 사

이 사

관리부 Networks사업부

업팀

컨설팅팀

개발팀

고객지원팀

Logistics사업부

수출 업팀

수입 업팀

수입업무팀

수출업무팀



LOGISTICS 사업부

BIPEX Logistics는 Global Network망을 활용하여 해상∙항공∙육상 화물운송, 통관, 수출포장 및 이주 전시화물운송 등에서

완벽한 일괄 수송체계를 확립한 복합운송주선업체(MTO : Multi-modal Transport Operation) 입니다. 

선적 전 포장부터 통관에 이르는 혁신적인 One-stop Service로 고객의 화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고객의 물류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화물도 소중히, 고객의 마음까지 전하는 '고객만족 실현'을 경 지침으로 삼고,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BN BIPEX Join BN BIPEX, the best partne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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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

컨테이너 운송

● FCL :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기일 내에 정확히 운송해 드리는 Door to Door 및

Port to Por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LCL : 소형∙경량화물을 부피와 무게에 관계없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Bulk 화물 및 Project Cargo 운송

중량 Cargo 및 운송이 불가능한 장척화물(Huge Cargo, 

Long Length Cargo) 등 특수화물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Staff들이 Load Survey 단계에서부터 Job Site 도착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항공화물운송

전세계에 걸친 Network망에 의한 경쟁력 있는 운임으로

목적지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운송해 드리며 통관 및

Door Service 외에 항공∙해상운송, 해상∙항공운송의

연계서비스 등 부수적인 서비스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육상화물운송

Cargo Truck 운송

다년간의 철강재, Coil 및 조선기자재운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1톤 트럭에서 부터 로브이운송까지 신속, 정확, 안전하게

운송해 드립니다.

기타서비스

통관서비스

세관업무 전문 Staff과 관세사가 관세환급 및 통관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H�S 분류상담 서비스와 수출∙입화물통관/

중계무역통관서비스를 One-stop 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수출포장

기계 및 Plant화물포장, 해외전시물 및 항공화물포장과

이사화물포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주 전시화물

국내 및 해외기획전시, 아트페어전시 등 전시화물의

포장∙운송∙통관∙장내작업 및 서류작업 등의 서비스를 일률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립니다.

무 역

Prime Steel Coil, Secondary Steel Coil, 

Secondary Steel Plate, Steel Scrap 및

Stainless Scrap등을 국내 및 해외(동남아, 중국등지)로

수출 및 수출 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NETWORKS 사업부

BIPEX Networks는 기업의 전산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판매∙설치 및

유지보수 기타 전산소모품 유통에 이르기까지 기업용 전산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입니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전산용품 유통 - 기업용 전산장비 및 각종 프로그램 유통

● Network 구축 - 사내 Network 구축, 유지 및 보수

● Maintenance - 하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 및 보수

● IT Outsourcing - 시스템관리, 운 및 컨설팅

BN BIPEX Join BN BIPEX, the best partne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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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전산용품 유통

하드웨어

● 기업용 PC,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 중� 형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

● MS제품군, 한 제품군, Adobe제품군, V3제품군

● 개발툴, 일반툴, Autodesk 등 각종 소프트웨어

전산용품

● 잉크,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전산관련 각종 소모품

Network 구축

컨설팅 / 실내외 유무선망설계 및 시공 / 보안설계

● 안정성과 확장성을 확보, 기업환경에 최적화



�

IT Specialist

지속적인인력관리로최신기술력의유지및향상

�

집중과 분산

비용절감과운 상의안정화핵심역량집중투자

�

Technology

국내정상급의시설전문컨설팀팀의운 과호스팅노하우

NETWORKS 사업부

BN BIPEX Join BN BIPEX, the best partner of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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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ce  

Maintenance의 효과

시스템 장애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하며 업무전반에 걸쳐 심각한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유지∙정비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부품조달과 복구에 막 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됨은 물론, 복구기간 동안 시스템 상용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전산시스템 투자에 한 기회수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BIPEX는 유사시 신속한 응급조치는 물론 철저한 사전 예방 정비로 고객의

전산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관리해드립니다.

Maintenance의 서비스 역

● 장애처리 : 원격지원 / 고장 장비 체 지원

- 당일 방문서비스 지원

- 장애처리기간 중 업무처리 기능

● 시스템 점검 : 정기점검 / 수시점검

- 기업환경 파악 / 점검 소요량 판단

- Virus, 악성코드 등 유사시 예방 및 복구

- 하드웨어 클리닝 등 일상정비작업 지원

● 이력관리 : 장비별 이력목록 작성분 / 반기별 집계

- 접수 및 처리내역을 D/B화

- 취약환경 파악 및 응 방안 마련

- 시스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파악

● IT 정보제공 : 장애 응 방안 제시 / 눈높이 솔루션 제안

- Virus, Spam mail, Hacking, 장비결함 등

- 과잉투자예방으로 투자효율의 극 화

- 최적의 IT환경 구축

IT Outsourcing(ITO)

ITO의 목적

IT Outsourcing이란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의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임하는 것으로 고객이 핵심업무에

집중하게 하여 업무의 효율화 및 경비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기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극 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BIPEX Networks는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TO의 효과

ITO의 서비스 역

● 전산센터 운용

- 상시 장애 및 재난 상황 관리 기능수행

- 일관성 있는 통제구현

● 서버 / 네트워크

- 최적 상태의 성능 및 용량 유지

- 일일 점검을 절차화

● IT Solution

- 안정된 운 절차

- 사용자 요구에 신속 응

- Version 및 Inventory관리

- ERP, 그룹웨어 등 기업용 Solution 개발

● Heip Desk

- 고객 요구사항의 집중 / 분석

- 자동화된 처리절차

기업가치 및 경쟁력의 혁신적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