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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안녕하십니까?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그 문명에 얼
마나 빨리 적응하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겠지만, 그 보다 그런 문명을 통해 보다 행복한 문화를 창출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존재가치도 이제는 과거와 달리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이익창출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
니라, 인간 삶에 있어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업의 존재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업은 그 
존재 가치를 바탕으로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화철강㈜은 설립한 이래, 고객 여러분들의 격려와 충고로 철강산업의 발전에 충실한 역할을 해 왔으며, 현 인
류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고객을 위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1세기에도 창의와 인화로 그 존재의 가치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또 영속시켜나갈 것이며, 인간 삶을 보다 
윤택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 혼자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따가운 충고와 지도를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금화철강㈜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일환으로, 기업 합리화를 통한 농업용파이프, 건설용파이프, 구
조용파이프, 비계용파이프 등의 분야에서 전문 기업으로 새롭게 시작하였으며, 이 분야의 주도적 기업이 되고자 
한층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창조적사고, 기술혁신 및 소통생활화로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기
업으로써 항상 변함없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객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현대 문명 속에서 인류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는 그 문명에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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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2006. 12. 금화철강(주) 회사 설립

KS 인증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STK400, STK290)

KS 인증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 SPSR400)

2007.   1. (주)동국알앤에스 계열회사 편입

            2. 자율안전인증 KCS (단관비계용 강관 : STK500)

            5. KS 인증 KS D 3566 (종목추가 : STK500)

            8. KS 인증 KS D 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 SPVHS) 

2008.   4. 농협중앙회 비닐하우스 파이프 공급 (아리파이프 계통 등록)

          12. ISO9001/ISO14001 인증 (품질/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2009.   9. CLEAN 사업장 인정

          12. 조관2호기 설치 (1½”)

2010.   3. 벤처기업 인증

            5. JIS 인증 (JIS G 3444, JIS G 3466) (STK290, STK400, STK500, STKR400)

2011.   5. Auto Pipes Swaging On-line System 개발

            6. 전라남도 품질경영유공자 수상

2013.   3. KS 인증 KS D 3568 (규격추가:SPSR400 60x60R,75x45R)

          11. 전라남도 소방유공자 수상

2014.     4. Auto Pipes Cutting & Brushing On-line System 개발

           10. 위험성 평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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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시설

Keumhwa Steel
Production FacilitiesAbout  Keum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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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기

능력 : 6.3t 1,550w   

최대 속도 : 200m/Min   

75,000톤/년

조관기 (1호기)

외경 : Φ19.1~Φ76.3   

길이 : 4~15m         

두께 : 1.2~5.5t

최대 속도 : 110m/Min

SWAGE-PIPE On-Line SYSTEM

30,000톤/년

2차가공 설비

자동핀 : 800,000본/년

절단 & 브러쉬 : 800,000본/년

출하

지게차 : 3대

5톤 트럭 : 4대 

25톤 트럭 : 1대

1

2

3

4

5

조관기 (2호기)

외경 : Φ19.1~Φ31.8

두께 : 1.2~5.0t

길이 : 4~15m

최대 속도 : 115m/Min

SWAGE-PIPE On-Line SYSTEM

20,000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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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 아연도금강판을 소재로 하며 원예 온실, 육종 종묘장, 특용작물 

재배, 계사, 돈사, 우사, 잠사, 버섯재배 등 하우스 및 농업용으로 

사용한다. 당사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품목 : SPVHS (KS D 3760)     길이 : 최대15m

Auto Pipes Swaging On-Line 생산 기능

Auto Pipes Cutting & Brushing On-line 생산 기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금 강관(SPVHS)

규격
두께(t)

1.2 1.5 1.7 2.1 2.3 3.2

외경 (￠)

19.1

22.2

25.4

31.8

33.5

42.2

48.1

59.9

60x60

특기사항 농협중앙회 지정품목

비닐하우스용 

아연도금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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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은 토목, 건축 비계, 말뚝, 지주, 난간대, 대문, 비치파라솔, 

텐트, 자동차, 자전거 부품, 그 밖의 일반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관으로 당사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다. 

품목 : STK500, STK400, STK290 (KS D 3566, JIS G 3444)      길이 : 최대15m

Auto Pipes Swaging On-Line 생산 기능

Auto Pipes Cutting & Brushing On-line 생산 기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STK500, STK400, STK290 )

규격
두께(t)

1.0 1.2 1.4 1.5 1.6 1.7 1.8 2.0 2.1 2.3 2.4 4.0 4.5

외경 (￠) 

15.9
19.1
21.2
22.2
25.4
26.7
27.2
31.8
33.5
36.4
42.2
42.7
48.1
48.3
48.6
59.9
60.5

특기사항 고객의 needs에 따라 주문 생산 가능

Keumhwa Steel 
Production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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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형 건물의 기둥재 등 가설재 및 트러스, 팬스, 계단 손잡이, 기계용 프레임 등 

일반구조용으로 사용되는 강관으로 당사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고 수명이 길다.

품목 : SPSR400 (KS D 3568, JIS G 3466)                         길이 : 최대 15m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SPSR400)

규격
두께(t)

1.2 1.4 1.5 1.6 1.7 1.8 2.0 2.1 2.3 2.9 3.2

외경 (￠) 

20x20

25x25

30x30

40x20

40x40

50x30

50x50

60x60

75x45

특기사항 고객의 needs에 따라 주문 생산 가능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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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관비계는 파이프와 부속 철물을 이용하여 폭이나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조립, 해체가 용이하고 재질이 아연도금으로서 내구성이 강하여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품목 : STK500 (KS D 3566, KS F 8002)

길이 외경(mm) 두께(mm) 중량(kg)

6m Ø48.6 2.3t 15.78

4m Ø48.6 2.3t 10.52

3m Ø48.6 2.3t 7.89

2m Ø48.6 2.3t 5.26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문 제작도 가능합니다.

단위:mm

Keumhwa Steel 
Production 

단관 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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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듭니다
당사 제품의

특징

본사 :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옥로 70 (57358)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오례리 150번지)

전화번호 : 061-381-8451~3                 

팩스번호 : 061-381-8454 

Home-Page : www.keumhwasteel.com 

E-mail : mhnam@dkref.co.kr                

영남책임자 : 010-8028-8002             호남책임자 : 010-4606-7775  

중부책임자 : 010-8907-7531             수출책임자 : 010-4849-3624  

당사 연락처

KS 인증

JIS 인증

KCS 인증 (자율 안전 확인)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ISO 9001)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ISO 14001)  

CLEAN 사업장 인정

인증서 

보유현황

위험성평가 인정

벤처기업 인정

농협중앙회 아리파이프 계통 등록

농업용파이프 우수공급업체 지정

전라남도 품질경영유공자 수상

전라남도 소방유공자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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