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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Future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기업 (주)화인베스틸



Company

저희 ㈜화인베스틸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최신의 설비 구축으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고객을 위한 무한 서비스 정신으로 고객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최고의 철강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경영혁신과 최상의 제품, 최고의 판매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만족경

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고객의 발전이 곧 ㈜화인베스틸의 발전이며 국가의 발전이라는 사명 의식을 가지고 더욱 더 매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과 가치 있는 제품을 통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미 래 를 여 는 밝 은 기 업 주 식 회 사 화 인 베 스 틸

F i n e b e s t e e l

We are confident that our company will satisfy your varied demands and expectations even under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in 
the 21st century.
Through this chance, we would like to expand the business relationship with you and firmly sure that our various kinds of steel products 
would be helpful to promote your business.  We hope you will find the information and data presented here useful, and your visit to our 
web pages would be the first step toward a business partnership.

We will make the world a more beautiful and enriching through an abiding trust and invaluabl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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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quired Temperature Steel (LT Section Steel) Factory License
(LR classification society)

Securities Market/Exchanges Certificate

Excellent Corporation for Eco-Friendly Management: Received an 
award from the Minister of Environment

One of the 100 Excellent Corporations for Creation of Jobs.
Received a Presidential Certification

Selected as an Excellent Cooperative Firm of Hyundai Heavy 
Industries Co.,Ltd. (Quality)

Selected as the Korean Standard Company of Merit
(Commendation from Knowledge Economy Minister)

Certification for qualification/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Incorporation. Purchased land/building for rolling factory

Temperature Steel(LT형강)공장승인 취득 (LR선급협회)

유가증권시장 상장

친환경경영 우수기업 환경부 장관상 수상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대통령 인증패 수상

현대중공업 우수협력업체(품질부문) 선정

한국표준 유공회사 선정(지식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인증

법인설립. 압연공장용 토지/건물 매입

A company Fine Besteel opening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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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비투자를 하고 있으며, 각종 

선급 등으로부터 품질을 인정 받았을 뿐만 아니라 IS0 9001(품질), ISO 14001(환경)의 통합

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 하였습니다.

01. 소재장입/Charge

02. 소재가열/Heating

05. 냉각/Cooling

08. 검사/Test

04. 압연/Rolling

07. 절단/Cutting

10. 출하/Shipment

03. Descaller

06. 교정/Leveler

09. 포장/Packing

전체라인 / entire product line

We are continuously investing in equipment, which can produce the best products with 
the global competitiveness. 
We are certified for our product production capability by obtaining ISO 9001(Quality), 
ISO 14001(Environment), and the certification from the world’s leading classification 
autho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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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철이 있는 세상.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합니다.

부등변 부등두께ㄱ형강 / Inverted Angle

The world with steel. We promise a prosperous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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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중심의 이념과 선진 경영 시스템을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윤 극대화와 고객감동을 실현하며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더욱 높여 갈 것입니다. 

We will pursue customer oriented management with advanced management systems that provide 
great satisfaction to customers and maximizing profit for company by offering the best quality prod-
ucts and services. We will continuously improve the quality of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company.

ㄱ형강 / Equal Angle

부등변 ㄱ형강 / Unequal Angle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A×B

100×75

100×75

125×75

125×75

150×90

150×90

t

7

10

7

10

9

12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A×B

200×90

250×90

250×90

300×90

300×90

350×100

400×100

400×100

t1

10

10

12

11

13

12

11.5

13

t2

14

15

16

16

17

17

16

18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A×B

130×130

130×130

150×150

150×150

175×175

175×175

200×200

200×200

200×200

250×250

t

9

12

12

15

12

15

15

20

25

25



Products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직한 기업

Called either Track shoe or Caterpillar.
A device to drive with electric power in which 
several plate pieces are linked like a belt to 
function as a wheel. 
It connects steel plates in a chain shape, hanging 
it on the front/rear wheel like a belt. 
Used for agricultural/civil engineering vehicle 
(heavy equipments such as forklift), snowmobile 
and also for tank or armored car militarily.

Track shoe(무한궤도) 또는 캐러필러라고도 함.

여러 개의 강판 조각을 벨트처럼 연결하여 차바퀴로

사용하는 것으로 강판제의 판을 체인 모양으로 연결

하고 이것을 앞/뒤 바퀴에 벨트처럼 걸어 동력으로 

회전시켜 주행하게 하는 장치임.

농업용/토목용 차량(포크레인등 중장비) 또는 설상차

(雪上車)등에 사용되며, 군사적으로는 전차/장갑차에

사용되어 지고 있음.

찬넬이라고도 하며 웨브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두 개의 

플랜지를 갖는 단면형상으로 비대칭이어서 뒤틀림의

영향이 있으나 조립 및 접합이 편리하여 트러스, 가새, 

샛기둥, 경미한 휨재 등에 사용된다.

It trends to receive influence of twist because it is 
asymmetry as section shape having two flanges 
toward only one way in web. 
But because it is easily assembled and connected, 
it is used for trust, brace, strut, bending material, 
etc.

트랙 슈 / Track shoe

ㄷ형강 / Channel

평철 / Flat Bar

As a company of transparent management, 
we do utmost to satisfy our cust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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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바라고도 하며 반제품 빌렛이나 블룸을 소재로

두께를 두어 사각형태로 생산한 강재로 공급규격의 

두께, 폭, 길이를 다양화하여 판매되며 선박용 강재, 

빌딩외장품, 벨브, 보일러게이지 대리석 고정용 앵카 

볼트 등으로 사용되어진다.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B

150~300

T

12~30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A×B

250×90

300×90

380×100

t1

9

9

10.5

t2

13

13

16

생산치수 Products Dimension(mm)

R55

R140

R210

DX225

R290

R360

R450



Status of Certification

품질경영시스템 KS A ISO 9001:2007 / ISO 9001:2000

환경경영시스템 KS A ISO 14001:2004 / ISO 14001:2004

한국산업규격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일본공업규격 　 JIS G 3101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J  i  s

Affiliates

동일철강(주) / Dongil steel Co., Ltd.

·설립일 / Established : 1967. 07. 12 / July, 1967
·면적 / Area : 9,045.8㎡
·주생산품/Products : 마봉강, 마사각강, 마육각강, 흑봉강, 흑사각강
   Cold Drawn Steel Round Bar,  Cold Drawn Steel Square Bar,
     Cold Drawn Steel Hexagonal Bar,  Cold Drawn Steel 
     Rectangular Bar,  Hot Rolled Steel Round Bar
·Tel : 051-316-5341~4 / +82-51-316-5341
·Fax : 051-326-5655 / +82-51-326-5655
·Address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46 (학장동), 47018
                          47018 , 716-1, Hakjang-dong, Sasang-gu, Busan, Korea
·Homepage : http://www.dongilsteel.com

동일철강(주) 사상공장 / Dongil steel sasang Works Co., Ltd. 

·설립일 / Established : 2001. 10. 11 / Oct, 2001
·면적 / Area :17,348㎡
·주생산품/Products : 부등변앵글, 인버티드앵글, 앵글, 찬넬, 무늬찬넬, I-Beam
   unequal angle, inverted angle, angle, Channel
·Tel : 051-323-2881~9 / +82-51-323-1177
·Fax : 051-325-6378 / +82-51-325-6378
·Address : 47024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193번길 50 (학장동) 
                          47024,  50, Daedong-ro 193beon-gil, Sasang-gu,      Busan 

(주)화인인터내셔날 / fine international Corp.

·설립일 / Established : 1996. 02. 01 / Feb, 1996
·주생산품/Products : H-Beam, I-Beam, Plate, 앵글, 찬넬
   H-Beam,  I-Beam,  Plate,  Angle,  Channel
·Tel : 051-262-7711 / +82-51-262-7711
·Fax : 051-266-8350 / +82-51-266-8350
·Address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10 화인빌딩 15F, 46971
                         46971, 15F, Fine bldg., #10 Gwangjang-Ro, Sasang-gu, Busan, 
                         Korea 617-809
·Homepage : http://www.fi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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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제품인증

선급 인증 (9개 선급 협회)

k fmml k =h ^f g f=h vl h ^ f

NK(일본) LR(영국)

DNV(노르웨이) BV(프랑스)

RS(러시아)

KR(한국)

RINA(이탈리아)GL(독일) ABS(미국)



  · address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밀로 259-33, 50317
50317, 259-33, Changmil-ro, Changnyeong-eup,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 Tel : 055-259-2000 / +82-55-259-2000    ·fax : 055-259-2020 / +82-55-259-2020
 · Homepage : http://www.finebestee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