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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HISTORY OF GPM)
산업용로 부품 부문 선도기업 지피엠의 발걸음은
재료의 가치향상을 위한 도전입니다!
A step of GPM, It is a challenge to improve the worth of materials!

1994. 회사 설립
Company established

사명 (MISSION)
문명의 근간이 되어 온 재료들, 이 재료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재료들의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가혹한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는 가격대비 세계 최고 품질의 부품을 직접 제조하고 적기에 공급하는 것.
이것이 지피엠의 사명입니다.
The materials that have been essential sources to develop civilizations need other materials to be
sacrificed for their own value growth. To supply machinery materials which are qualified and which are
competitive for customers is an appointed task of GPM. Although it is made out under the unfavorable
condition, GPM does make it on time.

1996. POSCO 거래 개시
Began to work with POSCO

일본시장 진출(신일본제철, 중외로공업)
Entered into the Japanese market ( NIPPON STEEL , CHUGAIRO )

1998. 유망선진기술업체 지정
Appointed as a company holding advanced technologies

1998. ISO 9002 인증
ISO9002 certified

1999. JFE 수출개시
Began to work with JFE STEEL

2000. 스미토모금속 수출개시
Began to work with ‘SUMITOMO METAL’

2003. 원심주조 공장 증설
Built a plant for centrifugal casting

2005. 정밀주조 공장 증설
Built a plant for precision casting

2006. POSCO FINEX 공사
Construction of POSCO FINEX

기계공장 증축
Machinery plant

2007. CONDUCTOR ROLL개발(EGL)
Created a Conductor Roll EGL

2008. POSCO-MEXICO CGL 공사
Construction of POSCO-MEXICO CGL

2009. 현대스틸 후판 열처리로 공사
Construction of Hyundai steel thick plate heat treatment

석유화학용 부품 공급(LG, 현대오일뱅크)
Supplied petrochemical parts to LG and Hyundai oil bank

2011. HYSCO CGL 공사
Construction of HYSCO CGL

2013.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Organized a Research Laboratory

부품, 소재 전문기업 인증
Certified an expert in material and machinery components

2014. 김포 학운 공장 확장 이전
Relocated to GIMPO

2015. 상호변경:구 보양특수금속 (주) → (주)지피엠
Changed the name to‘G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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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Area)

제조공정 (Manufacturing Processes)

지피엠은 주조부터 가공, 조립까지 일관체제 라인을 활용하여 제철-제강 자동차,석유화학,산업용로, 산업기계 등 다양한

지피엠은 원심, 정밀, 사형주조 등 다양한 주조공정으로부터 제조된 소재로 가공, 용접, 조립까지 일관체제 라인을 구축하여

산업분야에 필요한 부품을 축적된 경험과 기술로 제조. 공급하여 고객을 만족시켜 드립니다.

부품을 제조합니다. 또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고객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GPM makes customers to be satisfied with applying progressive lines to manufacture the materials necessarily used

GPM manufactures machinery materials under the continuous operation lines from various casting systems.

for various industrial areas such as steel, vehicle, petrochemical, industrial furnace, industrial machinery and etc.

These materials contribute to customer’s competitive power through constant techn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CASTING
MACHINING
WELDING &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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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설비 (Manufacturing Facilities)

가공 (MACHINING)

산업용로 부품 부문의 선도기업 지피엠은 고객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김포 학운 공장을 완성하여
주조설비(원심, 정밀, 사형주조) 및 가공 용접 조립 검사 등의 일관체제 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GPM makes customers to be satisfied with applying progressive lines to manufacture the materials necessarily used
for various industrial areas such as steel, vehicle, petrochemical, industrial furnace, industrial machinery and etc.

원심주조 (CENTRIFUGAL CASTING)

용접 (WELDING)

정밀주조 (INVESTMENT CASTING)

분광분석기 (SPECT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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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현미경 (MICRO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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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품 (Products)
1. 철 강 (Iron & Steel)

재료의 가치향상을 위한 도전
(Challenge for a improve value of the material)

SKID RIDER

HEARTH ROLL

Carbon ROLL SHAFT

RADIANT TUBE
WALKING BEAM
CONDUCTOR ROLL

SINK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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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K ROLL FRAME

TIRE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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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재의 기능 향상을 위해 부품의 경량화, 에너지 절약, 내구성,
정비업무의 간편성까지 생각하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GPM supply materials that are qualified in weight reduction, energy efficiency,
durability, and easy maintenance for the value up of the parts.
2. 공업로 (INDUSTRIAL FURNACE)
TEMPERING WHEEL

GEAR JIG1

GEAR JIG2

ROTARY FURNACE
MUFFLE
ROTARY JIG

GEAR JIG3
DRUM ROLL

TRAY
RETORT TUBE
BASE TRAY

RECU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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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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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기계 분야 (INDUSTRIAL MACHINERY)

Casting Node

3. 석유화학 분야 (PETRO CHEMISTRY)

Velve Housing

MANIFOLD1
TUBE SUPPORT

BOWL

BOWL SHELL

MANIFOLD2

CRACKING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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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DE

IMP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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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 지피엠의 미래

주요고객 (Major customers)

특수강 주조품을 기반으로 한 내열용 부품, 내산용 부품, 내마모용 부품, 내충격용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지피엠은 고객의 요구 충족은

산업용로 부품 부문의 선도기업 지피엠은 특수강을 근간으로 하는 부품 사용이 필수적인 제철 제강업계·비철금속업계·

물론 더욱 싸고 더욱 오래 사용하며 정비의 편리성까지 고려한 제품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주조기술 개발과 소재

제철플랜트업계·석유화학업계·자동차업계·산업용로 플랜트업계·환경플랜트업계·건설업계 등 산업 전반에

개발, 가공 기술의 혁신으로 고객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쇳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광범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료의 가치향상을 위한 곳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달려가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최고의 특수강 부품을 공급하겠습니다.

The R&D and future of GPM
GPM manufacturing various materials for special steel casting, increases customer’s competitiveness through development of

Global Prime Metal is supplying our items extensively to Steel production industry, Nonferrous metal, Steel
manufacture plant , Petrochemistry parts, Car industry, Industrial furnace parts, Environment, construction
industry needs and used our goods. We will do our best where value of source for increasing.

casting technics, creation of new materials, and innovative processing methods in the considering of satisfaction to customer,
durability with low cost, and even convenient maintenance. GPM promises to supply the special steel materials of world’s
top quality.

국내 (Domestic)

해외 (Overs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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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Company
사업 영역

풍전비철

Main Business
갈바륨, 알루미늄 합금, 알루미늄 탈산제, 아연합금, 황동괴
AL ZN Alloy Ingot, AL SI Alloy Ingot etc, AL Deoxidizer, Zinc
Ingot, Brass Ingot

본사 (Head Office) www.poongjeon.net
인천광역시 서구 사렴로 48 (경서동 680-3)
48 Saryeom-ro, Seo-gu, Incheon (680-3Gyeongseo-dong)
T. (032)561-9111 / F. (032)561-9118
T. +82 32 561 9111 / F. +82 32 561 9118

산업용로 부품 부분의 선도 기업 (주)GPM.

Global Prime Metals.

사업 영역
Main Business
탈산제, 조재제, Al Shot
Al Deoxidizer, Slag Stabilizer, Al Shot

본사 (Head Office) www.pjmetal.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0 삼안빌딩 13층 (대치동 945)
The 13th floor Saman building, 520 Teheran-ro, Gangnam-gu,
Seoul (945 Daechi-dong)
T. (02) 555-4451 / F. (02) 558-5599
T. +82 2 555 4451 / F. +82 2 558 5599

사업 영역
Main Business
황동괴, 동 버스바, 황동 및 청동합금 부싱, 환봉
Brass Billet Production, Copper Busbar, Brass & Bronz Bushing &
Round Bar

본사 (Head Office)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37번길 68 (설운동 352-6)
68 No.37-gil, Haeryong-ro, Pocheon-si,
Gyeonggi-do (352-6 Seolun-dong)
T.(031)541-0003 / F.(031)541-0006
T. +82 31 541 0003 / F. +82 31 541 0006

사업 영역
Main Business
AL합금 생산, 탈산제, 자동차 휠용 A356.2 알루미늄 잉곳
Commenced production AL Alloy for Car Wheel manufacturing,
Deoxidizer, Aluminium Alloy

본사 (Head Office)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109 (만호리 593-4)
109 Poseung Industrial Complex Beltway,
Poseung-eup, Pyeongtaek-si, Gyeonggi-do (593-4 Manho-ri)
(031) 683-3535 / (031) 683-4242
+82 31 683 3535 / +82 31 683 4242

사업 영역
Main Business
산화아연(KS-1, KS-2, AP#1)
Zinc Oxide (French Process & American Process)

본사 (Head Office) www.yszinc.co.kr
경남 양산시 유산공단8길 67-2 (유산동 463)
67-2 8-gil Yusan Industrial Complex, Yangsan-si,
Gyeongnam (463 Yusan-dong)
(055)388-2341 / (055)384-0023
+82 55 388 2341 / +82 55 38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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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피엠

www.igp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