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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종합 전산화 시스템을 완료하고
인내심있는 연구 개발 투자로 꾸준히 연구하며
특히, 최첨단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제품의 고급화와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Family

부산은애학교
PUSAN EUNAI SPECIAL SCHOOL

Our company completed integrating computer system, and
also we have seamlessly invested on R&D. More than
anything, we have been running simulation program with the
latest computer system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n the
high standard quality and the diversity of product types.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제품 연구 및 개발로 앞선 철강기술 실용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We are the frontier in utilizing the latest Steel technology through the simulation in R&D.

무결함 품질 보증을 위한 시험 SYSTEM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사랑과 꿈을 향한 특수교육의 첫걸음!

부산은애학교가함께합니다

We will satisfy you with a testing system assuring
No-defect, and High-quality products. ▶

First step to the Special education towards love and dream!

Pusan Eunai Special School is with you

저희 회사의 축적된 기술은 어떠한 결함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연구원 모두의 산실입니다.
◀Our accumulated technologies are the result of our
employees’ philosophy on No-Defect Products.

은애학교는
학교법인 목은학원에서 설립하여
부산시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학교로서
성장과정에 장애가 있는 유아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교육함으로써
아동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유아학교입니다.

{

▶

Kwangjin’
s

Pusan Eunai Special School has been established by
Mogeun Foundation. It is a private school registered by
Busan office of Education where children are educated to
develop abilities and talents by discovering their
disabilities in the early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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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introduction

비젼

사업부 소개

Department of Machine structure

기계구조용 사업부
열연 강봉 생산 판매
Production and supply of Hot
rolled, Steel bar

모두가 함께 하는‘더 나은 삶’
을 위해,
광진이 앞서 나아갑니다!

냉간 가공 봉강 생산 판매
Production and supply of cold
working steel bar

Gwangjin will be proceeding with its vision for
the day where everyone can enjoy
!
‘ Better life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370-103
370-103 Sinpyeong-dong, Saha-gu,
Pusan, Korea

TEL:+82-51-204-9101
FAX:+82-51-204-9109

저희 광진가족은 산업의 전반에 피를 공급한다는 자세로
결코 멈추지 않는 심장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We, Gwangjin family will carry out our role as the
heart of industry with the pride of providing life to
every corner of the industry.

Department of Stainless

스테인리스 사업부
스테인리스 봉강 판매
Supply of Stainless steel bar
부산광역시 북구 삼락동 72-8
72-8 Samnak-dong, Buk-gu, Pusan,
Korea

TEL:+82-51-302-6222
FAX:+82-51-302-6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