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고 Boro Gold 공장

말레이시아 Bahru 스테인레스 스틸 공장

Philippines의 Big 8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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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 솔루션

혁신적 솔루션

ΒΞΚΝ͑΄ΥΖΖΝ汆͑匶朦͑͝
洢浶櫖昢͑熦儛͑捒娯͑
兺廃卒滆͑処儣汞͑抆基汊͑
塢檺渂処͑沎枻城埪͟

熦儛͑兺恂刂͑割浶͑熦儛汞͑
匶朦洇͑噾穞殶垚͑洆籲儆͑
獳焲͑愡汊廒穢͑冶刂歆͑穮叞͑
笇柦洇͑暚差晞汊͑洢击穦͑朞͑͑
沎冒͑穞欆枻城埪͟

비용 효율 솔루션
ΒΞΚΝ͑΄ΥΖΖΝ汞͑殶朞穢͑柪洇刂͑
滊懺夢͑暒稊瞾毮檺͑塛把櫖͑
処儣汞͑捒娯͑割昣割昣͑
牢旇汊͑氦滆穞壊嵣͑昪凊夞檺͑͑
牢堆͑捊殯͑箮氮昷汊͑͑箓姣穦͑
朞͑沎枻城埪͟

빠른 솔루션
ΒΞΚΝ͑΄ΥΖΖΝ汞͑割昷͑洢禎姪汆͑͑
沖斲͑击沫櫖昢͑洢沗夞彶͑
決冉汆͑笊沫櫖昢͑捦幾͑
愶暧刂͑儊碾穢͑昪獞庂͑
儆垫穞冒͑穯城埪͑͟

우수 품질 솔루션
ΒΞΚΝ͑΄ΥΖΖΝ汞͑皻穯͑旣斶͑
柢昪刂͑廪啊峲殺͑禎滎͑懺溣͑
洎焮儆͑微姦͑熦儛͑捒娯汞͑
牢処͑禎滎汊͑懺溣穯城埪͑͑͟

글로벌 솔루션
ͪ͡櫲͑儢剳櫖͑昪廃夢͑ͧͦ͝͡͡͡
儢͑決旇汞͑ΒΞΚΝ͑΄ΥΖΖΝ͑熦儛͑
兺恂刂͑穮叞͑ΒΞΚΝ͑΄ΥΖΖΝ汆͑
微姦͑彺櫖昢͑処儣汞͑剳洢洇͑
滆櫳洇͑殚割͑斲穳汊͑
犯海柢疪垚͑匆嵢憒穢͑凃竞決͑
沎枻城埪͑͑͟

다목적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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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t Nam, Vinh Phuc의 Hon Da 생산 공장

Indonesia Batam의 Caterpillar 공장

Myanmar의 비행기 격납고

Dong Nai의 Nike 신발 공장

Indonesia의 Petrosea 컨베이어 시스템

Viet Nam Dong Nai의 Fujisu 공장

ΒΞΚΝ͑΄ΥΖΖΝ汆͑滆抛抆瘶͑愚埫͑
柢枪癢͑͝击沫抆瘶͑穳击匶͑
冯喯処͑͝砒決稊͑岟刂͑昣氦͑
筚穟͑击沫卒滆͑檺垖͑熦儛͑
割浶汞͑檺媦穢͑洇殯壊͑
柪洢洇求嵢͑儆垫穯城埪͟

맞춤형 솔루션
ͤͦ噊͑儊汞͑熦儛͑捒娯͑昪凊歆͑
洢沗汞͑凃竞汊͑筢殯空͑ΒΞΚΝ͑
΄ΥΖΖΝ汆͑処儣汞͑匶垫洇͑
沲洛洇͑殚割櫖͑廤垚͑歊懃穢͑
暚差晞汊͑廤犪͑洢沗穯城埪͑͟

그린 솔루션

ZAMIL VIET NAM 철강 회사

대표사무실

͑ΒΞΚΝ͑΄ΥΖΖΝ汆͑滆暓͑儆垫穢͑
昷沫汊͑愅処͑沎枻城埪͑͟
殶庲汞͑捒娯姪汆͑沖櫶汞͑
捡刂͑愚岒汞͑浶筚庂͑欂奖空͑
筢殯穞壊嵣͑昪凊夯城埪͟

본사

憦瞾單͑͑ח痢剳͑͑ח柷儆磲幺͑͑ח穊庲穆͑͑ח惾檆廎
廖崎決柢橊͑͑ח岂欪枪͑͑ח汾壊嘪柢橊͑͑ח玊懺娚橊͑

憦瞾單͑穞噾決͑ͿΒΞ͑΅Φ͑ͽΚΖΞ剶͑͑
ΙΒΞ͑ΦΟΘ儆͑凃單͑穞噾決͑岢姢廎畲͑痆毒͑ͥ͢猻
전화번호: (84-4) 3837 8522 팩스번호: (84-4) 3582 0801
메일: ΫΤΧ͟ΞΒΣΜΖΥΚΟΘͱΫΒΞΚΝΤΥΖΖΝ͟ΔΠΞ

기타 공장

斲殶娚橊岂捊橊͑͑ח決滗瞾͑͑ח汾壊͑͑ח橊岓 櫖惾庲瞾

Ha Noi공장

憦瞾單͑穞噾決͑΄ΠΔ͑΄ΠΟ剶͑͝ΦΒΟΘ͑΅ΚΖΟ͑捒庲滆͑͝ͿΠΚ͑ͳΒΚ͑击埮
Dong Nai 공장

憦瞾單͑͝͵ΠΟΘ͑ͿΒΚ昷͑͝ͳΚΖΟ͑ΠΒ柢͑͝ͲΞΒΥΒ击埮

www.zamilsteel.com.vn
As of August 2015

決͑怾昢垚͑ΒΞΚΝΝ͑΄ΥΖΖΝ͑·ΚΖΥΟΒΞ͙͑ΒΞΚΝ͑΄ΥΖΖΝ͑·ΚΖΥΟΒΞ͚汞͑滆洇͑沲斶劒汊͑磲穮穞処͑沎枻城埪͑͟決͑怾昢͑洊熺喞͑沂抆汞͑汾曊喞͑懻斲垚͑ΒΞΚΝ͑΄ΥΖΖΝ͑·ΚΖΥ͑ͿΒΞ汞͑滆洇͑
暒氦劒櫖͑ 氊愞夦͑ 朞͑ 沎枻城埪͑͟ ΒΞΚΝ͑ ΄ΥΖΖΝ͑ ·ΚΖΥ͑ ͿΒΞ汆͑ 決͑ 怾昢汞͑ 喺殯汊͑ 処滆͑ 櫌決͑ 懆凃穦͑ 朞͑ 沎垚͑ 劒穢汊͑ 儆滗城埪͑͟ 牢匂͑ 洛懺庂͑ 毖穞柢彺͑ ΒΞΚΝΝ͑ ΄ΥΖΖΝ͑ 堆祢͑
斲怺柪櫖͑怾汞穞柢匶͑愚岓城埪͟

ZAMIL VIET NAM
철강 회사

상품 및 응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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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昪凊͑͑ח旣斶͑͑ח击匏͑͑ח昪獞

滆暓洇汾͑愢洊汊͑其姳穞垚͑憦瞾單刂͑橊柢橊痢磏檗͑柢沫櫖͑沂浶穞彶͑͝·ʹ垚͑咾渆粎͑昷沫穞櫲͑
橊柢橊痢磏檗͑牢処汞͑熦儛͑捒娯͑割浶͑击匏͑櫋熺儆͑夞櫎枻城埪͑ͪ͟儢剳汞͑ͦ͑͢滆櫳͑欇櫋廣汞͑
滆毖汊͑愡垚͑憦瞾單櫖͑沎垚͑奖͑牢熮埮汞͑洢浶͑昪捊嵢͑͑΄·垚͑洊显凊͑ͧͦ͟͡͡͡決旇汞͑熦儛͑捒娯汊͑
昪凊穞処͑浶廃穢͑匶櫋͑凃竞汊͑筢殯空͑滆暓洇求嵢͑͑処儣汊͑廒海柢疪垚͑͑牢旇汞͑禎滎汊͑
懺沫穯城埪͑͟·ʹ垚͑嬖穢͑ͩ儢͑旣斶͑昪捊歆͑ͩ儢͑斲怺柪刂͑洊显凊͑ͧ͢儢͑欇櫋͑斲怺暒嵢͑割昷夢͑
ΒΞΚΝ͑΄ΥΖΖΝ͑ΝΠΓΒΝ͑ΣΠΦΡ汞͑列憚氊穢͑嘪瞾毒畲汞͑沂抆沋城埪͟

조립식 철강 건물

구조 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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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용

응용

• 击沫͑

• 愢洊暒

• 熦儛击沫

• 柢彞瞾͑击沫

• 捊巒击沫

• 昣氦͑筚穟͑击沫

• 창고

• 沫捊͑岟

• 捊窏匶͑冯喯処

• 処猻͑兺恂

글로벌 경험,
지역적 솔루션
기술적 전문 지식

ΒΞΚΝ͑憦瞾單汞͑斲喺͑匶朦͑
勾巿汆͑ΒΞΚΝ͑熦儛͑匆嵢憒͑
櫚滆城檺廇͑嘪瞾毒畲汞͑
沂抆嵢昢͑ͥ儢剳汞͑ͩ儢͑
斲怺柪嵢͑割昷夞彶͑奖͑儢垚͑
憦瞾單͑穞噾決歆͑笾獞愂櫖͑
氊獞穯城埪͟
ΒΞΚΝ͑΄ΥΖΖΝ汆͑ͪ͡儢剳͑決旇櫖͑
ͧͦ͑͟͡͡͡熦儛͑捒娯汊͑击匏穢͑
凃竞汊͑筢殯空͑剳洢洇汾͑
匶渆櫖͑娶岂͑昪凊穦͑朞͑
沎求彶͑処儣汞͑͑沲洛洇͑͝
兺犛洇͑殚割櫖͑娶岂͑処儣櫖͑
·ΚΖΥ͑ͿΒΞ͑͟Β͑ͿΠΚ͑͝ͿΠΚ͑ͳΒΚ͑击埮櫖͑氊獞穢͑Ha Noi

Dong Nai공장은 ·ΚΖΥ͑ͿΒΞ͑͝͵ΠΟΘ͑ͿΒΚ͑͝ͲΞΒΥΒ͑击埮櫖͑

공장은

氊獞穞彶͑͑

ͪͪͨ͢噊櫖͑昪廃夞櫎枻城埪͑͟決͑击沫汆͑浶廃柣͑熦儛͑
捒娯刂͑渗͑割浶͑熦儛͑洢禎汊͑旣斶穯城埪͟

ͣͩ͡͡噊櫖͑昪廃夞櫎処͑͑決͑击沫汆͑浶廃柣͑捒娯͑旣斶汊͑
氊穢͑͑牢熮埮͑匶朦刂͑匶凊庂͑懺氦穞処͑沎枻城埪͑͟
斲埪庲懺͑熦儛͑姪懺歆͑渗͑割浶͑熦儛͟

총면적:͑ ͑

ͥͣ͑͢͟͡͡Ξͣ

총면적:͑ ͑

ͥͦͦ͑͟͢͡Ξͣ

생산력:͑ ͑

ͦ͑͟͡͡͡;΅͑͠毚

생산력:͑ ͑

ͥͦ͑͟͡͡;΅͑͠毚

廤垚͑牢旇汞͑暚差晞汊͑
洢击穯城埪͟
塚͑喞橊儆͑沖斲汞͑期崮夞処͑
洊怾洇汾͑匶朦沖姪汆͑洆籲汞͑
微姦͑熦儛͑捒娯汞͑击匏͑牢堆͑
捊殯͑箮氮昷汊͑氊空͑捒娯汞͑
昪凊歆͑显抆͑沫柣櫖͑牢柦汞͑
暒稊瞾͑毮檺庂͑斲殯穯城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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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보장

생산 우수성
橊柢橊͑痢磏檗͑滆櫳櫖昢͑儆沫͑
笊堆洇汾͑冉求嵢͑磏儆͑愡処͑
沎垚͑洆籲͑旣斶͑昪捊垚͑ͤͦ噊͑
決旇汞͑斲櫋͑凃竞刂͑显凊洇͑
匶朦͑垫崫汞͑滆毖汊͑
愡枻城埪͑͟穞決͑癒畲͑沫捊歆͑
沞͑期崮夢͑匶朦沖歆͑凃竞櫖昢͑
殶峲喞欪垚͑分庲歆͑旣斶͑
箮氮昷汆͑牢処沋城埪͟
ΒΞΚΝ͑΄ΥΖΖΝ͑·ΚΖΥ͑ͿΒΞ汆͑
ΒΞΚΝ͑΄ΥΖΖΝ洢禎͑͑禎滎͑
氦滆庂͑氊空͑櫊冯穢͑禎滎͑
分庲͑洎焮庂͑其獯城埪͑͟禎滎͑
分庲͑抆昢垚͑剳洢͑祢渆͑愕͑
微憚͑斲嵆櫖͑娶岂͑ΒΞΚΝ͑
΄ΥΖΖΝ汞͑熦儛汞͑禎滎͑洛煋汊͑
儛筚穞匶͑氊空͑牢処汞͑
櫚滆城檺歆͑͑͝壊割͑愕͑柢昪汊͑
儆滆処͑沎枻城埪͑͟

• 旇櫋殯͑兺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