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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tomorrow. together. 

what we do, and how we do it 

Three words to describe who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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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센크루프 그룹은 

78개국 ~1,800 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매출액 ~ €42.0십억, 종업원 수 162,000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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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hom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2,200개 이상의 생산 사이트, 
사무실 및 서비스 위치를 통해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80여 개국의 그룹 회사 및 대표 사무소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및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중국, 인도, 북미, 남미 등지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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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자동차 화학 빌딩&인프라 설계 

에너지 

중공업 특수 기계 장비 오일&가스 조선 

광산 

식음료 용기 백색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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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서비스 

가전 

항공 

Elevator  
Technology 

Steel  
Europe 

생산 

자동차 부품 

시스템 
엔지니어링 

Components 
Technology 

Industrial 
Components 

베어링 

단조 

Materials  
Services 

물류 

무역 

생산 

Marine 
Systems 

해군  
전자시스템 

조선 

시멘트 

Industrial 
Solutions 

중공업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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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유통 (just-in-time) 

• 프로세싱 

• 재고/창고 관리 

• 물류 관리 

• 자재 

• 원자재 

Stainless steel AST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 

 

물류 서비스 
총매출액 기준 71% 

무역 
총매출액 기준 16% 

생산 
총매출액 기준 13% 



thyssenkrupp Materials Services  
We fuel the world of manufacturing with 
materials an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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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양한 소재, 가공 및 혁신적인 공급망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국제적 입지, 그리고 열정적인 직원들은 스스로를 더욱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파트너로 만듭니다. 

Materials Services 가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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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Ha Noi 

Hoi Chi Minh 

Bangkok 

thyssenkrupp Materials Korea 

Melbourne 

Seoul head-office 

Poseung processing center 

Busan branch 

thyssenkrupp Materials Vietnam 

thyssenkrupp Materials Thailand 

thyssenkrupp Materials Australia 

Suzhou 

thyssenkrupp Aerospace China 

Xian 

HongKong 

thyssenkrupp Materials HongKong Office 

Singapore 

thyssenkrupp A/P RH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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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량(톤) 

11,431  
매출액(백만) 

￦ 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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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연 

− 열처리 계열 

− 비열처리 계열 

 

• 압출 

− 봉재&각재 

− 튜브&파이프 

 

• 캐스팅 

알루미늄 

• 냉간 금형강 

• 열간 금형강 

• 플라스틱 금형강 

• 고속도 공구강 

특수강 

• 우주항공 

• 방산 

• 선급재 

특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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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관리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물류 관리 
절단 서비스 

A 6061 T6 Processing 
- 열처리 
- 레벨링 
- 표면 처리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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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고객 내부 

프로세스 (6061 T6) 

표면처리 

절단 

열처리 

레벨링 

물류 관리 

운송 

외주 

절단 

가공 

프로세스 (5052)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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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퀜칭: 급속 냉각 프로세스   
   온도 : 540℃±10℃ 
 
• 오븐 용량 : 3,000kg/batch  
                          
•  퀜칭 가능한 규격 :  
   최대  350T × 1,560W × 5,100L 

 
 •  냉각 탱크 사이즈 : 70㎥                  

퀜칭(Quenching)을 통한 물성 및 
기계적 성질 개선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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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처리 : 강도 개선  
 
• 온도 : 190℃±10℃ 
 
•  오븐용량 : 6,000kg / batch    
                          
•  시효처리 가능 규격 :    

 최대 1600×5100×1730(H) 

시효처리(Aging)를 통한 물성 및 
기계적 성질의 개선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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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레벨러 
    - 4단 5롤 타입  
    - 최대 사이즈 : ~101T x 1,560W x 5,100L      
    - 작업 속도 : 7M/min                    
 
■ 2차 레벨러 
    - 4단 13롤 타입 
    - 최대 사이즈 : ~41T x1,560W x 5,100L    
    - 작업 속도 : 10M/min                  
  
 
          

변형 및 응력 제거 및 판재 형상 관리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1st  Lev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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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마기 상세사항   
   - 컨베이어 시스템  
   - 판재 규격에 따라 속도 조절 가능 
   - 연마방식 : paper-sand                  
 
■ 연마 가능 규격                                            
   - 판재 사이즈 : ~41 T x 1,530W x 5,100L          

Load     
Stacker 

Paper 
Sander 

Marking Turn Over Dryer 
Protection 

film 
Unload 
Stacker 

표면을 연마하여 미려한 외관 작업 수행 
(덴트, 스크래치 등 제거 및 색차 교정)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 연마 라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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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호기 
 - Cutting Size (TxL) : ~240 x 3300 (mm) 
 - Cutting Speed : 0-6M/Min 
 - 360˚ rotation on bed 

■ 3호기 
 - Cutting Size (TxL) : ~300 x 5000 (mm) 
 - Cutting Speed : 0-6M/Min   
 - 360˚ rotation on bed 

고객의 요구에 따른 규격 절단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 

Introduction of tk Materials  Korea                                
Poseung Processing Center 

Saw No.2 Saw No.1 Saw No.3 

■ 4호기 
 - Cutting Size (TxL) : ~110 x 2500 (mm) 
 - Cutting Speed : 0-6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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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TA HFA-450                      

     -Work Size (h×w) : 450×450   

■ EVERSING H-460                    

     -Work Size (h×w) : 460×460   

■ EVERSING H-560                     

     -Work Size (h×w) : 560×560    

■ EVERSING H-8070                   

     -Work Size (h×w) : 800×700    

■ EVERSING H-1300                    

     -Work Size (h×w) : 1300×1300  

■ EVERSING H-1816                   

     -Work Size (h×w) : 1800×1600    

■ Hoist : 30ton, 5ton                      

  Band saws for tool ste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