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고
해외공장을 내 공장처럼...

영풍정밀|주| 영풍정밀주식회사 / YOUNG POONG PRECISION CO.,LTD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천로 7번길 34-15(회동동 149-6)
TEL | 051)523-6677, 523-7441 FAX | 051)524-9537
홈페이지 | www.yppkorea.com / E-mail : ypp6677@empas.com

영풍정밀

영풍정밀|주|
YOUNG POONG PRECISION CO.,LTD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영풍정밀(주)는 1971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전자부품을 생산 및 조립하고 있으며 축척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영풍이 보유한
인증서

있습니다. 최근 많은 업체들이 해외공장 이전 및 생산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일부에서는 해외 이전을 하지 않고 현지
의 공장을 내 공장처럼 사용하며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외공장의 오랜 경험과 한국 업체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납기관리 등 대기업(삼성, LG)의 납품 경험을 살려, 고객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는 시스템으로 새로운 사업의 영역으로서 전문 부품 생산조립가공업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베트남 영풍정밀(주)는 끊임없는 연구와 기술 개발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관련 산업분야에서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고객과 시장의
ISO9001 : 2008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류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가치 창조 및 고객중심의

ISO14001 : 2004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개요 | SUMMARY

회사명 | 영풍정밀주식회사 / 영풍베트남
창립일 | 1974년 7월
대표자 | 한석운
종업원 | 100명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영풍정밀주식회사 / YOUNG POONG PRECISION CO.,LTD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천로 7번길 34-15(회동동 149-6번지)
TEL | 051)523-6677, 523-7441 FAX | 051)524-9537
담당 | 010-3877-1688
홈페이지 : www.yppkorea.com

하나산업주식회사 / HANA INDUSTRIAL CO.,LTD
부산광역시 금정구 회동동 149-6
TEL : 051)523-6677 FAX : 051)524-9537
홈페이지 : www.hanafeed.com

사업의 목적 | 제조(전기.전자분야의 제조 및 관련 서비스업 )

1971. 7
영풍정밀주식회사 설립

연혁 | HISTORY

1989. 6
베트남합작공장 설립
1997. 4
중국영풍유한회사 설립
2002. 8
중국 영풍 ISO 9001:2000 인증취득
2002. 12
한국본사 ISO 9001:2000 인증취득
2003. 3
영풍베트남(주) 설립
2005. 3
자동차모터용 부품 생산

베트남
Vietnam
영풍베트남 / YOUNG POONG VIETNAM CO.,LTD
plot B2-10-Tay Bac Cu Chi Industrial Zone-HCM. City
TEL : 84.8)37.908.177 FAX : 84.8)37.908.199

YOUNG POONG RIGHT RESERVED

2007. 7
사출라인설비증설 사출물 생산
2007. 11
영풍베트남(주) ISO 14001:2004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취득
2007. 11
영풍베트남(주) ISO 14001:2004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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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영풍의 제조시스템은 혁신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혁신과 자기개발을 통해 발전하는

최상의 제조환경을 구축합니다

기술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고의 제품생산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핵심기술의 조기제품화,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과 혁신의지가
기업의 발전을 이루고 나아가 고객을
만족시키는 기업

국내외 고급인력 확보와 학습으로
고객의 기대를 실현하는 전문화된 기업을 구축하며
나아가 고객과의 동반성장으로
기업의 경쟁성 확보를 실현합니다.

인간
Human

영풍
YOUNG POONG

기술

파트너쉽

Technology

Partnership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최고의 품질과 프로세스 구축으로
핵심가치 창출

중요설비
내역

고객중심의 사고와 경영으로 장기
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의
발전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금형설비 | 와이어 캇트, 방전가공기, 밀링, 선반, 연마기 외 일절
사 출 기 | 사출기 350t 외 8대, 다대사출기 : 3대
프 레 스 | 프레스150t 외 30여대
도금설비 | 니켈도금, 크롬도금, 주석도금, 동도금, 금도금, 은도금
기

타 | 조립, Line 및 검사장비보유

YOUNG POONG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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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장을 내 공장처럼
영풍정밀(주)는 창업 40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경우 생산비가 높아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윤이 없는 제품 ) 베트남OEM생산하여
국내로 수입&유통하는 방식을 이제 베트남에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베트남 진출 20년째의 한국투자기업으로서 전기,전자,산
업용부품,가정용품등 귀사의 OEM생산(완제품,반제품,부품) 및 외주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원가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기업
운영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귀사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질과 신뢰로 다져온 40년 제조업 노하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서는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본사/공장운영 시스템을 통한 자체 수입 통관 및 납품과 철저한 납기관리 및 품질관리
•현지공장 생산, 직수입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외 고객의 취향에 맞는 다품종 소량 생산시스템 구축
•베트남 내 OEM 생산 및 외주가공시스템

정확한 납기기간
고객이 원하는 시간, 장소에 맞는
DOOR TO DOOR 시스템

불량률 최소화
40년 제조업 노하우로 현지공장
운영체제를 통한 종합적 생산관리

고객과 함께 도전하는 기업!
세계와 미래에 도전하는 영풍!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확한 납기일 준수로 고객만족 실현의 믿음과 신뢰로서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합리적 생산원가
투명한 생산과정과 원가관리를
통한 가격경쟁력확보

01

02
각종 전자부품
제조 및
조립전문

03
각종 프레스
금형 설계 제작

각종프레스 부품
가공 :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사출품(외주가공)

04

각종 부품도금
: 니켈도금,
주석도금, 금도금,
동도금

※자체 통합 시스템 완비

YOUNG POONG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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