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터네이터, 스타터 & 부품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거쳐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AS-PL

애이애스-피엘

www.AS-PL.co.kr

AS-PL SP. Z O.O. 폴란드에서 알터네이터와 스타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BMW, AUDI, MERCEDES-BENZ
등 모든 브랜드의 에프터 마켓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다. BMW, AUDI, MERCEDES-BENZ등 모든 브랜드
의 에프터 마켓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
AS-PL은 1992년 그단스크에서 Auto-Starter라는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9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네오코리아와 애프터 마켓에 유통 판매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과 판매로 AS-PL은 차량 부품 및 전기 부품 공급 분야의 리더로 우수한 제품을 한
국에 공급 합니다.
2004년에는 자체 브랜드 이름 “AS” 로 제조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고객 요구와 지속적인 개발에 부응하
여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를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 본사는 그단스크의 현대적인 건물로 이전했으며, 여기에는 5000m²의 저장 공간이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2016
년 Starogard Gdań ski 근처의 Lubichowo에 현대적인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최첨단 생산 라인과 약 5000m²의 저장 및
관리 공간을 갖춘 창고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Canadian D & V Electronics(ST-16, ST-24, ST-116, ALT-98, ALT198) 및 Dutch Motoplat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및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 이 시험기는 AS-PL 제품의 품질을 제어
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입 했습니다.

제품 종류
현재 회사는 고객에게 다양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 약 2만 8천 건의 참조 번호를 가
진 19,000개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제품에는 승용차, 트럭, 농업 기계, 보트, 오토바이 및 산업 시장
을 위한 부품 및 구성 요소가 포함됩니다. 제품은 3가지 제품군으로 나뉩니다.
프리미엄 라인: 최상의 품질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제조업체 및 AS 브랜드의 선택된 제품이 제공하는 제품
스탠다드 라인: AS 브랜드의 주요 제품 라인,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옵션
이코노미 라인: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을 통합하는 제품 라인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은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거치며 조립 및 기술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
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현재 시장 기대에 맞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
입니다.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ISO 9001 : 2008을 준수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이 구
현 되었습니다.이 인증서는 회사가 품질 표준에 따라 운영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함을 보증합니다. 2018년 AS-PL
은 ISO 9001 : 2015 인증서의 구현을 평가하는 통제를 긍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류 발전기 및
스타터는 전문 기계를 사용하여 테스트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제품 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애프터 마켓 부품의 리더
전세계 시장에서 운영되는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를 생산하는 그단스크에 위치한 폴란드 회사
AS-PL은 세계 시장에서 운영되는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를 생산하는 그단스크에 위치한 폴란드 회사입니다. 오랜 전통과 역
사를 바탕으로 연식에 관계 없이 모든 수입차 대상으로 알터네이터와 스타터를 공급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리 연식이 오래된 부품이라도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AS-PL에서 소량이라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교류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교류로 바꾸는데 사용되는 AC입니다. 교류발전기

ALTERNATOR

내부에서 회전자의 회전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 권선에서 전류가 생성 됩니다. 일반

발전기의 작동원리

제어 되므로 품질 관리에는 최신 기계를 사용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

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기계 차량에 사용 됩니다. 오늘날 교류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차로 기계차량에 사용 됩니다.

시동기는 내연기관을 시동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시동기가 가장 일반

STARTER
스타터의작동원리

적입니다. 전기 스타터는 엔진크랭크 샤프트를 회전 시키고 적절한 회전 속도를 제
공하여 자체 동력으로 엔진작동을 시작하는데 사용되는 직류 모터입니다. 내연기
관 스타터는 배터리를 통해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지만 엔진을 시동하는 동안
단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AS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시장 기대에 맞춘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HISTORY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 공급사 AS-PL Sp. Z
o.o.는 폴란드 주주들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회사 입니다.
이 회사는 1992년 그단스크에서 AutoStarter라는 이름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9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
문가를 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네오코리
아와 협력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0여개국에 장기적인 협력과 판매를
하고 있는 AS-PL은 차량의 전기 부품 공급 분
야의 글로벌 리더 입니다.

품질관리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 입니다!
현대적인 시설 확보
2013년에 본사는 그단스크에 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이전 되었
으며, 이곳에는 5000㎡의 저장공간이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2016년 Starogard Gdaski 근처의 Lubichowo에 현대적인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최첨단 생산 라인과 약 5000㎡의 저장 및
관리공간을 갖춘 창고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Canadian D & V Electronics (ST-16, ST-24,
ST-116, ALT-98, ALT-198) 및 Dutch Motoplat에서 제공하
는 혁신적인 솔루션 및 전문기계가 있습니다.

이 시험기는 AS-PL 제품의 품질을 제어 하고 개선 하기 위해 구
입 했습니다. 2016년 Starogard Gdaski 근처의 Lubichowo
에 현대적인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최첨단 생산 라인과 약 5000
㎡의 저장 및 관리공간을 갖춘창고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Canadian D & V Electronics (ST-16, ST-24,
ST-116, ALT-98, ALT-198) 및 Dutch Motoplat에서 제공하
는 혁신적인 솔루션 및 전문기계가 있습니다.
이 시험기는 AS-PL 제품의 품질을 제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
입 했습니다.
2018년 회사의 역동적인 성장으로 인해 무역부서는 그단스크의
새로운 시설로 옮겨 졌으며 3000㎡의 창고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
AS-PL Sp. z o.o.의 고객에게 최종 제품과 별도
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모든 제안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 합니다.
고객은 참조번호, OE 기호, 서비스 번호, 제품사
진, 사용 정보, 통계 데이터 순환 및 전화를 통한
추가 기술 지원 관련 정보 패키지를 제공 받습니
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AS-PL은 신뢰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며 효과적인 팀과 최신 소프
트웨어를 추구 합니다.

품질 관리
2016년 AS-PL은 이 부문과 연결된 유럽 최대 기관인 CLEPA 및 FIGIEFA에 속하는 폴란드 자동차

1

부품 제조 업체 및 SDCM(Association of Distributors of Automotive Parts)의 회원이 되었
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 조직은 자동차 부품산업 및 시장에서 가장 큰 100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합니다.

2017년에 이러한 역동적인 성장으로 영국시장에 새로운 회사인 AS-PL UK Ltd.가 설립 되었습니
다. 작년 말 회사는 IAAF(Independent Automotive Aftermarket Federation)의 회원이 되
었습니다. 2019년 8월 AS-PL은 폴란드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를 위한 Groupauto Polska
구매 그룹의 공식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2

2019년 11월 AS-PL 이탈리아 브런치 오피스가 개설되어 유럽지역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

3

이고 AS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했습니다. 사무실은 북부 이탈리아의 토리노 근처
Moncalieri(몬카이어러리)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S-PL의 사무실은 영국 런던,
폴란드 그단스크, 이태리 몬카이어러리, 대한민국 동안구 안양시 네오코리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회사 창립 25주년을 맞이 하여 제작된 YouTube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단편영화
“Alternator Love Story”를 감상해 보세요!

알터네이터

BENZ C-KLASSE C160 1.6
2015
AS index
EAN

A0530S
5902129041870

Product type
LINE

Brand new
STANDARD LINE

PRICE

₩349,000

AUDI Q7 3.0 TDI QUATTRO
2007
AS index
EAN

AS index
EAN
Product type
LINE
PRICE

A6347
5902129018865
Brand new
STANDARD LINE
₩349,000

5902129079422

Product type
LINE

Brand new
STANDARD LINE

PRICE

BMW 523 3.0 | 2010

A2072S

₩449,000

BMW 325 2.0D | 2016
AS index
EAN
Product type
LINE
PRICE

A6415S
5902129053699
Brand new
STANDARD LINE
₩349,000

TOYOTA CAMRY 2.0 | 2016
AS index

A6601S

EAN

5902129109877

Product type
LINE
PRICE

Brand new
STANDARD LINE
₩349,000

카카오톡 채널

Alternator
교류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교류로 바꾸는데 사용되

카카오톡 채널 ‘AS’에서 보다 편하게 문의 하세요.

는 AC입니다. 교류발전기내부에서 회전자의 회전 자기장
에 의해 고정자 권선에서 전류가 생성 됩니다. 일반적으
로 전기 자동차로 기계 차량에 사용 됩니다. 오늘날 교류
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 되므로 품질 관리에는 최신 기
계를 사용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기계차
량에 사용 됩니다.

제품번호를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세요. 차량 정보에 대해
서 알려 주시면 차량에 맞는 부품을 추천해드립니다.

CADILLAC ESCALADE 6.2
2018
AS index
EAN

S5349S
5902129105305

Product type
LINE

Brand new
STANDARD LINE

PRICE

BMW 116 1.6 | 2007
AS index
EAN

EAN
Product type
LINE
PRICE

스타터

5902129022961

Product type
LINE

Brand new
STANDARD LINE

PRICE

₩299,000

₩299,000

BENZ C160 1.6 | 2015
AS index

S6185

S6296S
5902129096016
Brand new
STANDARD LINE
₩299,000

BMW 325 2.0D | 2015
AS index
EAN
Product type
LINE
PRICE

S6307S
5902129106678
Brand new
STANDARD LINE
₩299,000

LEXUS LX570 5.7 | 2016
AS index
EAN
Product type
LINE
PRICE

QR 코드를 통해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세요!

S6251S
5902129061519
Brand new
STANDARD LINE
₩299,000

Starter
시동기는 내연기관을 시동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시동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기 스타터는 엔
진크랭크 샤프트를 회전 시키고 적절한 회전 속도를 제공하여 자체 동력으로 엔진작동을 시작하는데 사용되
는 직류 모터입니다. 내연기관 스타터는 배터리를 통해 많은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지만 엔진을 시동하는 동
안 단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AS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AS-PL은 폴란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참여 합니다.
2001년 국제 포즈난 박람회에서 데뷔했습니다.
현재 AS-PL은 매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역 박람회에서 전시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사는 독일, 영국, 러시아, 이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프랑스, 네덜란드, 알제리, 브
라질, SAR,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및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품을 전시 했습니다.

유럽 TUV 인증 획득
2015년에는 ISO 9001 : 2008 요구 사
항을 준수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
했습니다.

TÜV Rheinland® 인증서는 조직운
영이 품질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것입니다.
2018년 AS-PL은 ISO 9001 : 2015
인증서의 구현을 평가하는 통제를 긍정
적으로 통과 했습니다

유럽 EAC 인증 획득
2016년 회사는 EAC 인증을 획득
했습니다.
이 인증서는 관세 동맹에 속하는 시장에
적용되는 품질 및 안전표준 및 표준을 준
수함을 확인 합니다.
예)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아르메
니아 및 키르기스스탄

수상 내역
언제나 AS-PL은 다음과 같은 고품질의 제품, 전문 서비스 및 가치를 입증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임과 정직은 전문 회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과는 회사의 개발 및 비즈니스 파트너 카탈로그 확장의 결과로 얻은 상과 지역 및 국가 경제의 성
장에 긍정적인 영향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가장 중요한 상을 제시합니다.

Orły Wprost 2018

Gryf Gospodarczy 2018

100 Kobiet Biznesu 2016

Diamenty Forebsa 2019

(Eagles of the Wprost)

(Economic Gryf 2018)

(100 Business Women

(Forbes Diamond 2019)

award in Poland)

Orły Wprost 2019

100 Kobiet Biznesu 2017

Gazele Biznesu 2018

Gazele Biznesu 2019

(Eagles of the Wprost)

(100 Business Women

(Business Gazelles 2018)

(Business Gazelles 2019)

award in Poland)

ALL ALTERNATORS & STARTERS
PARTS YOU WANT
ARE AVAILABLE
모든 차량의 알터네이터와 스타터를 생산, 공급합니다.

애이애스-피엘 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15 서관 1110호 우: 14059
전화: 031-478-5435
이메일: mail@neo-korea.com
웹사이트: www.AS-P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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