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웰시스메탈

대 표 자
(한글)윤명식

(영문)WELLSYS METAL CO.,LTD (영문)YOON MYEONG SHIK

주 소
 본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1203호(우동, 오션타워)

 공장 : 

사업자등록번호 792-86-01645 설립연도 2019.06.01

종업원수 5 홈페이지 wellsysmetal.com

전년도 수출액 n/a 전년도 매출액 n/a

업 태 제조,도매 업 종 금속구조물,기계부품,무역

주력영업제품 철근 이음 연결구 (커플러) 주요수출국가 미국,유럽,싱가폴,중동

인증 및 

지재권 현황

(ISO 9001 , 국내 특허 및 해외 PCT 출원 완료)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ICC-ES 진행 중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싱가폴 해외 대리점 보유)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WELLSYS COUPLER , 웰시스커플러)

2. 사업담당자(총괄 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부장 이철승 ka3007@naver.com 010-9900-3007



3. 제품정보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원터치 커플러

TYPE A , B , D , D1
제품규격 (가로 × 세로 × 높이 × 두께)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D13 , D16 , D19 , D22 , D25 , D29 , D32 (철근 사이즈 기준)

소비자가격 $8 ~ $20 USD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8 ~ $20 USD

제품

상세내역

- 재질 : S45C , SCM440 단조 제품

- 용도 : 철근 이음 연결 부속품

- 특징 : 별도의 가공 및 공정 없이 누구나 손 쉽게 체결 가능

- 주요타겟층 : 철콘업체 , 철근 가공업체 , 시공사 , 철근 및 하도급 토건 , 골조업체

- 전년도 제품 매출액 : N/A

- 주요판매채널 : 거래가격 , 물가자료 , 현장 영업 또는 업체 소개

(500자 이내 기술, 위의 항목 외에도 기입할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

제품

특허 및 
인증사항

웰시스 커플러의 핵심 기술은 철근을 물어주는 편채(JAWS)를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여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링 (RING) 과 편채의 조합, 스마트한 디자인 그리고 요구되는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몸체와 기타 부품에 대한 최상의 열처리 기술에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기술은 이미 가장 쉽고 편하고 안전하게, 가장 빨리 현장의 
작업자들이 철근 연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 었으며, 원터치 커플러의 
가장 취약 부분인 고인장력 테스트도 현장의 어떠한 품목을 랜덤으로 채취하여 하여 

테스트를 하더라도 똑 같이 인장테스트를 만족 시킨다는 것은 타사의 원터치 
커플러와는 크나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7개의 디자인 특허와 2개의 상품특허, 나아가 추가적인 특허취득과 국가별 
인증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TYPE  A(일반 조임형 커플러 Standard coupler 
with Locking Mechanism)

TYPE A는 standard 품목으로 일반적인 조임형 
커플러

TYPE  B 하이브리드 (혼합형) 커플러 Hybrid 
coupler

TYPE B는 하이브리드 혼합형 커플러로서 수많은 
철근 공급업체, 가공 업체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타입으로 철근 가공 업체에서 반쪽만 나사형으로
가공하고 다른 쪽은 ONE TOUCH 커플러 형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TYPE  D  조립형 콘크리트 커플러 PRE-CAST 
Concrete coupler

 TYPE D는 조임식이 아닌 한번의 ONE 
TOUCH로 철근 연결이 가능한 PRE-CAST(조립형 

콘크리트)를 위해 개발된 품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