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홈페이지 등록 및 제품홍보”

참 가 신 청 서
1. 기업정보

업 체 명
(한글) ㈜한국비철

대 표 자
(한글) 안 국 헌

(영문) Korea Non-Ferrous Metals 
Co., Ltd.

(영문) Kook Heon Ahn

주 소

[본사] 충남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중앙로 170 (우)31407

공장 
[사천]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 1로 59 - 43 (우)52531
[부산] 부산 강서구 미음국제4로 50 (우)46747

사업자등록번호 105-81-52554 설립연도 1987년

종업원수 35명 홈페이지 www.hanbee.com

전년도 수출액 USD 379,829 전년도 매출액 378억 원

업 태 제조업 / 제조 / 도소매 업 종
알루미늄 가공절단 /

비철금속 열처리

주력영업제품
알루미늄 원소재 

(판재/시트/압출재/코일 등)
주요수출국가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인증 및 

지재권 현황

-AS9120 (항공우주 산업 부문 품질 경영시스템)

-ISO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14001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서)

-AL4U 상표등록증 

(글로벌 제품 인증, 중국 수출인증, 현지 상표등록 등)

기업현황

해외 진출 현황
중국 해외법인 (Suzhou Dongan Metals)
(해외 지사 또는 공장 보유여부, 해외 수출채널 등 기재)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AL4U (한국비철 자체생산 국산 알루미늄 열처리 판재) 
(국내외 자사 브랜드 보유여부 및 브랜드명 기재)



제품정보
제품명

(모델명)
알루미늄 합금판 제품규격 별도 문의

가격 정보

(VAT 포함)

상품구성 주요제품: 알루미늄�판재,� 시트,� 코일,� 봉재,� 파이프,� 체크판,� 등

소비자가격 별도 문의
온라인사이트
공급 희망가격

(수출단가)
별도 문의

2. 사업담당자(총괄책임)

구분 직위 성명 e-mail 유선전화 휴대전화

담당자  실장 안준영 jyahn@hanbee.com 02.333.4363 010-4170-4363

3. 제품정보



제품

상세내역

[주요�제품]�

-� 알루미늄�판재,� 시트,� 코일,� 봉재,� 파이프,� 체크판,� 등

[주요�제품용도]�

-� 알루미늄�합금판은�첨가된�원소에�따라�성질이�달라�다양한�산업군에�필수적인�소재로�사용

되고� 있음� (항공,� 방산� 반도체,� 디스플레이(LCD/OLED),� 조선,� 사일로,� 중전기,� 자동차,� 건축,�

건설,� 일반� 산업재� 등)� /� 한국비철은�산업군� 별�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국내� 최대� 재고를� 보유

하고�있으며,� 고객사들의�편의를�위하여�차별화된� ONE� STOP� 서비스�제공�

①� 대표적으로� 한국비철은� AS9120� (항공우주� 산업� 부문� 품질�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동종업

계�최초로�취득하면서�항공�산업용�알루미늄�취급에�우수� �

*� 항공�산업용�알루미늄:�항공기�날개,� 동체,� 프레임�등�항공부품�용도로�사용

-� 알루미늄� 원소재는� 철강소재보다� 약� 3배� 가벼워� 제품경량화에� 우수한� 소재로� 활용되고� 있

으며,� 비행기� 제조하는데� 있어� 주요� 소재로� 활용� 됨� /� 또한,� 알루미늄�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

하여�환경�친화적인�소재로�사용됨�

➝ 한국비철� 강점:�항공�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원소재� 물량은� 특수성을� 갖고� 있어� 물량을� 조

달할� 수� 있는� 공급처� 수배가� 어렵거나� 물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빠

른� 시일� 내에� 납품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는� 현상� 다수�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다량의� 재

고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는� 고객사의� 수요에� 맞게� 즉각적인� 공급� 및� 대응� 가능하며,� 중국과�

근접한�위치로�신속한�납기�가능



제품

상세내역

②�한국비철은� 자체� 열처리� 설비로� 열을� 가해� 강도를� 높여�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자체�알루미늄�판재�생산�능력�보유�

*� 일반� 산업재용� AL4U� (한국비철� 열처리� 합금판):� 반도체� 부품� 및� 구조물,� 지그(설치구류),�

등�전기·전자�부품�용도로�사용

-� 알루미늄�판재생산�국산화는�제조산업�내�원가절감�현실화�등� 유의미한�일로써�다양한�산업

군에�활용� /� 반도체�및� 디스플레이�장비�부품,� 기계�금형�제조�등에�있어�사용비중�높음�

➝ 한국비철�강점:�국제표준�품질경영에�맞춰�국산�열처리�판재�생산�능력을�보유하고�부가가

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에�따라�각�제조업�군에�맞춤�제품�및� 서비스�제공�가능

[주요�브랜드]�

-� ALCOA·ARCONIC(미국),� SLIM� FUSINA(이탈리아),� ALERIS(중국),� AL4U(한국비철�자체�

브랜드)�등을�비롯하여�세계적인�알루미늄�생산�공장들의�제품�거래

[주요�서비스]

①�유통구조�단순화�원가�절감�보장:�

-� 전�세계�알루미늄�생산�공장�직수입� /� 직납

②�다양한�산업군에�사용되는�재고�보유:�

-� 항공� /� 방산� /� LCD� /� OLED� /� 반도체� /� 조선� /� 자동차� /� 일반�산업재용�알루미늄�제품�

(판·시트·코일·압출재�등)� 국내�최대�재고�보유

③�차별화된�고객�맞춤�서비스�제공:�

-� 고객이�원하는�상품�사이즈로�절단가능� ·� 주문�생산�가능� ·� 창고�서비스�운영

④�항공/방산�산업�국제인증�품질�시스템�확보:�

-�동종업계�최초� AS9120� 인증서�취득� /� 국제표준�환경�품질경영� ISO9001� &� ISO14001�

취득

⑤�국내외�어디서나�신속한�납기:�

-� 체계적인�배송�시스템에�따른�국내·해외�원활한�납기대응�가능�

제품특허 및 
인증사항

-� 기술역량인증�우수_알루미늄�합금판�절단ㆍ가공기술�

-� 기술역량인증�우수_국산�알루미늄�합금판�생산�기술� [AL4U:� A6061-T6(Grade)]



4. 제품 사진(자유 양식으로 작성)

2020년   07월   22일

대표자 : 안 국 헌  (인)

부산시 상해 무역사무소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