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Expectation

KOREA

Korea

Uddeholm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으로써 ASSAB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SSAB Korea
금형 및 산업 부품용 고강도 강재/합금강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ASSAB는 금형강을 위한 최고
품질의 금속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지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ASSAB이 제안하는 핵심은 스웨덴 Uddeholm 제강소로 부터
제공되는 고품질 금형 공구강입니다.
ASSAB Korea는 이제 고품질의 금형공구강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최고의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든 금형 적용을 위한
가공, 열처리, 금속학적 서비스를 망라하는 당사의 최첨단
지원 시설은 고객과 가까이 인천본사와 대구지사에 위치하고
광주영업소를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과 맺고 있는 긴밀한 관계는 기존 시장에서 당사가
성공을 거두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ASSAB Korea의 철학은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기존 자원으로
생산량을 극대화한다는 모토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변화하는
니즈에 발맞추어 성장함으로써 이러한 파트너십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ASSAB Korea의 원스톱 토털 솔루션 컨셉은 선택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제품
ASSAB Korea는 플라스틱 금형 및 다이 캐스팅 금형 강, 스탬핑 강,
프레싱, 압연, 포밍 및 블랭킹, 열간 가공 강, 스트립 강, 기계 강
등을 공급합니다.

ASSAB는 voestalpine High Performance Metals Pacific Pte Ltd 주식 회사의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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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공 — 당사는 공구 제작자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로 공구강을
예비 가공합니다. 이는 공구 제작자의 취급과 준비를 크게
간소화시켜 주며, 무엇보다도 납품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열처리 및 표면 처리 — 당사의 최첨단 진공 노는 강의 품질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열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구의
성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
•
•
•

경화 및 템퍼링
응력 제거
서브제로 처리
연질화, Oxidation

기술 지원 — 당사는 고장 분석과 문제 해결, 실험실 서비스,
세미나, 기술 교육 등을 망라하는 부가가치 기술 지원 서비스를
보유하고 제공합니다.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목록
종류

플라스틱 금형, 냉간 가공, 열간 가공 등 모든 유형의 금형 공구강

납품

일일 납품 서비스

열 처리

SCHMETZ 진공로(최대 900x900x1200mm 13 bar) 6대, 전기로(최대1100x1200mm)
10대, 연질화/Oxidation로 3대, 서브제로 장비(최대 800x1200mm) 2대

가공

밀링기 7대, 연삭기 9대

띠톱

수평 절단기(최대 2000x4000mm) 23대

기술 지원

자격을 완비한 기술 서비스

아삽스틸코리아㈜
인천 - 본사
남동서로 83번길 6
(고잔동 687-8 116블록 8로트)
21698 대한민국
전화 : +82 32 821 4300
팩스 : +82 32 821 3311
info.korea@assab.com

광주
장덕동 992-8 중소기업지원상가 B동
309호
62231 대한민국
전화 : +82 53 384 3315
팩스 : +82 53 384 3317
info.korea@assab.com

대구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67
43020 대한민국
전화 : +82 53 384 3315
팩스 : +82 53 384 3317
info.korea@assab.com

www.assa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