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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Bahru 스테인레스 스틸 공장

Viet Nam Dong Nai의 Fujisu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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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  Batam의 Caterpillar 공장

몽고 Boro Gold 공장

Dong Nai의 Nike 신발 공장

Viet Nam, Vinh Phuc의  Hon Da 생산 공장

Indonesia의 Petrosea 컨베이어 시스템

ZAMIL VIET NAM 
철강 회사

전 세계에 Zamil  Steel과 함께 
건설한 만족한 고객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다음 빌딩의 우선 
순위는 Zamil Steel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종합 철강 건설 솔루션

고객의 문제를 경청하고 이해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Zamil 
Steel 전문가들의 자발성은 Zamil Steel을  이 분야의 최고로 믿을만 한  
빌딩 솔루션 제공자가 되게 했습니다. 수많은 고객들에 의해 인정되었듯이 
함께 일하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ZAMIL VIET NAM 철강 회사



기술적 전문 지식

생산 우수성 

고객의 빌딩이 베트남에 있든  
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든 저희 강력한 원료 
보유와 생산 능력은 공급, 
보관 안정성과 최상품의 적시 
배송을 보장합니다,

품질 보장 

응용

•  

• 

• 

• 

• 

• 

Ha Noi 
공장은 

총면적:

생산력:

Dong Nai공장은  

 

총면적:

생산력:

글로벌 경험, 
지역적 솔루션

조립식 철강 건물 구조 철강  

응용

• 

• 

• 

• 창고

• 

(주) Zamil  철강 베트남 (ZSV)회사는 1997년에 설립되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 국제적 생산 조립 회사 Zamil 
산업투자 (ZIIC)와 일본 거대 무역회사 Mitsui의 합작 투자 회사입니다.

소개 상품 및  응용

맞춤형 철강 건물은 고객의 건축적 기술적 요구 사항에 
따라 주문 제조됩니다.  계산된 하중 효과에 따라 
가늘어지는 건설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준 보관된 I와 H 빔의 제한과 낭비를 
없앰으로  최대 효율성이 달성됩니다.이것은 종종 설계 
용적톤수를 3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은 
30미터까지의 처마 높이에 최대 90미터까지 걸쳐 있는 
저층 건물에 가장 적합하고 경제적입니다.

구조 철강과 판을 생산하는 ZSV의 다양한 생산 라인은 
여러 중공업과 상업적 적용을 위해 가동됩니다. 
중동에서 20년이 넘은 구조철강 생산이라는 우수한 
기록으로 Zamil Steel은 높은 산업 성장 잠재력을 가진 
베트남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겨냥해 2008년 
베트남에 구조 철강 생산 부서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ZSV의 구조 철강 생산은 수기호화된 최첨단 
장비에 의해 통제됩니다. 또한 세부장식과 연결 설계를 
위해 최신식 소프트 웨어를 사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