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프렉시블 - 한국 본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186 골든루트산업단지 G7블록
186, Golden root-ro,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Tel. 1644-5075 Fax.055-337-0461

한미프렉시블 비나 (Hanmi Flexible vina Co.,LTD) - 베트남
1공장 E4

E4 factory (lot E), CN 7 area, Trang Due Industrial zone, Hong Phong commune, 
An Duong District, Hai Phong, Vietnam

다이반 공장

Dai Ban : 17Km - 5 road - Dai Ban commune, An Duong district, Hai Phong, VIet Nam

www.hanmiflex.com

GROWTH&VALUE
INNOVATIO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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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과 열정으로  
도전을 넘어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 

한미프렉시블은 주력사업인 첨단 부품개발의 

앞선 기술력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의 결실인 자체 제품개발로 

세계적 기업으로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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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설립 이래 한미프렉시블을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은 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변화와 혁신으로 내일의 꿈을 열어가겠습니다.

(주)한미프렉시블은 1988년 창립한 이래 뛰어난 기술력과 건전한 사고를

바탕으로 전자제품의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과 품질제일주의를 경영이념으로 기술에 정성을 더해

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중국을 거쳐

베트남에 글로벌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인재양성과 생산성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활 속에 유익한 다양한 제품개발에도 투자하여

고객 여러분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한미프렉시블에서 더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프렉시블은 항상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한미프렉시블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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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사설립

LG전자 거래선 확보

법인전환 ㈜ 미창

공장이전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28-25”

㈜한미프렉시블 로 상호변경

CLEAN사업장 승인

일본업체 히타치 수출선 확보

제2법인 - 중국법인 소주이림기전유한공사 설립

LG전자 협력업체승인, ISO9001 인증취득

제3법인 - 중국법인 소주동한전자유한공사설립[수출가공구]

SQ(업체품질보증)마크 획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44회 무역의날 500만불수출의탑수상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 산업자원부장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 경남지방중소기업청장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보증기금

'제45회 무역의날 1,000만불수출의탑 수상

HUB물류센타 준공 ‘경남 김해시 주촌면 양동리 146-4번지’

휴롬 협력업체 체결

제4법인 - 중국법인 지분인수 '염성승보유한공사'

제5법인 - 중국법인 도문이림기전 설립

김해골든루트산업단지준공, 사업장이전 ‘주촌면 망덕리872-1’

제6법인 - 베트남법인 한미프렉시블비나 설립

베트남 한미프렉시블 비나 신공장 준공

AEO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 획득

제51회 삼천만불 수출의 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본사 공장 확장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망덕리872-15번지

벤처기업 천억달성 수상

베트남 한미프렉시블 비나 다이반 공장 이전

자사 제품 - 음식물 처리기 '린클' 출시

Hanmi Flexible

History CEO Message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고객이 신뢰하는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인사말

History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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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Company Overview Main Business

한미프렉시블은 고객 만족과 품질제일주의의 경영이념을 통한

최적의 파트너쉽으로 고객의 성공과 꿈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한미프렉시블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제품생산 공정별

자동화 시스템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선 기술력과 투명한 경영으로
가능성의 기업에서 신뢰의 기업으로!

첨단 기술력의 세계적 생산 라인으로
제조를 넘어 창조의 기업으로!

Hanmi Flexible Korea

Hanmi Flexible Vina

Injection
플라스틱 사출 성형

주요사업분야

Spray
도장

Ass’y
조립

Mold
금형

Extrude
플라스틱 압출

(주)한미프렉시블 ｜ 한국 본사

대표자   방 건 호 (方 乾 浩)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주    소   186, Golden root-ro, Juchon-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직원수   800명 (국내/외)

(주)한미프렉시블 비나 ｜ 베트남

설립일   2012년 10월 11일

주    소

1공장   E4 factory (lot E), CN 7 area, Trang Due Industrial zone,

           Hong Phong commune, An Duong District, Hai Phong, Vietnam

다이반 공장  Dai Ban : 17Km - 5 road - Dai Ban commune,

                  An Duong district, Hai Phong, VIet Nam

직원수   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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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I'S
BRAND

음식물 쓰레기를

빠른 시간(24시간)내에

분해ㆍ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

평균 수온 50̊ C 이상의 해저 열수분출공에서

추출한 고온, 고염, 고산성을 좋아하는 해저

미생물로 맵고 짠 한국 음식물의 처리에 강하고

적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완벽한 분해ㆍ발효

한미프렉시블 브랜드

린클

ReenCle

생활의 편리함과 쾌적함!
친환경 음식물 발효기

린클에서 수년간 연구개발한

푸드클리너의 특징

01  한국 음식물 특성에 적합합니다

▶ 일반 미생물은 고염, 강산성 환경에서 사멸

▶ 고염분, 강산성 환경을 오히려 좋아함

▶ 호염[好塩], 호산[好酸], 호열[好熱]성 미생물

02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극한 환경에 견디는 고세균[古細菌]류

▶ 주변환경이 생육에 적합하지 않으면 

   내생포자   [內生包子]를 만들어 10만년

   이상 생존

03  모든 유기폐기물을 분해합니다

▶ 일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모든 유기폐기물 분해

▶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동물의 배설물이나

   사체도 분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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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mbe
HANMI'S
BRAND

집안의 공기질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질뿐 아니라,

집안에 남아있는 악취까지 제거 될 것 입니다.

공기청정기

먼지 없는 공기로 숨쉬자!
공기정화 방식의 새로운 창조

한미프렉시블 브랜드

트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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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cera
HANMI'S
BRAND

세계최초 특허등록된 세라믹필터의

항균, 흡착, 정화 기능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스티머!

세라믹 가열스티머 특허제품

세라믹필터에서 한번!
100℃가열로 또 한번!

두번에 걸쳐 물속세균을 완전 제거!
한미프렉시블 브랜드

휴세라

Hucera

수조에 물을 투입 ▶ 세라믹 필터(미세기공)로 물이 통과 ▶ 세라믹 필터로 걸러진(정화)물만 

Heater로 가열 ▶ 세라믹필터 통해 수증기 배출

동작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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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mbooCell
HANMI'S
BRAND

뱀부셀 대나무 행주는 얼룩 때를 견고히 캐치!

원사 사이사이로 손쉽게 얼룩 때가 씻겨나가,

세제 없이도 기름 때, 찌든 때 세척력이 뛰어 납니다.

뱀부셀 대나무 행주

대나무 숲에서 온 뱀부셀
100% 대나무 행주

한미프렉시블 브랜드

뱀부셀

Hanmi Flexible Brand

Mop&Roll
HANMI'S
BRAND

대나무크리너와 테이프크리너로 우리 집 청소고민 완전해결!!

천연항균 대나무 소재로 걸레의 고민을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대나무 크리너 & 테이프크리너

쓸고 닦고 한번에!
특허받은 대나무 크리너!

한미프렉시블 브랜드

맙앤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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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ude
압출

Mold
금형

Spray
도장

Ass’y
조립

Main Product Vacuum Components

Vacuum
MAIN
PRODUCT

한미프렉시블은 청소기 부품관련 10건의 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으며

LG청소기 등 다양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로보킹ㅣ진공청소기ㅣ호스ㅣ키친패키지ㅣ세탁기

앞선 기술력과 자동 생산 시스템으로
첨단가전제품 생산을 선도합니다.

로보킹, 청소기 부품

지속적인 연구개발!
최상의 기술력!
오랜 파트너 쉽!

· Roboking

· Cord Zero

· Hose Flexible

· Kitchen Package

· Washing Machine

Injection
플라스틱사출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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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w Juicer
MAIN
PRODUCT

한미프렉시블의 최첨단 사출, 금형, 도장, 조립 생산설비는

휴롬 원액기와 녹즙기의 다양한 핵심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휴롬 원액기·녹즙기ㅣ울템ㅣ스크류ㅣ망

대한민국 최대 히트상품 휴롬과 함께
한미프렉시블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원액기, 녹즙기 부품

지속적인 연구개발!
최상의 기술력!
오랜 파트너 쉽!

Spray
도장

Ass’y
조립

Extrude
압출

Mold
금형

Injection
플라스틱사출성형

Major Customer & Certificate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특허증

전기용품안전인증서

ISO 9001:2008

디자인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상표등록증

MAJOR CUSTOMER

CERTIFICATE

주요고객사

인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