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시장에서 운영되는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를 생산하는 그단스크
에 위치한 폴란드 회사
자동차 애프터 마켓의 리더

as-pl.co.kr

우리의
미션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시장 기대에 맞춘 최고 품질의 제품을

제공합니다."

HEADQUARTERS
GDAŃSK

HISTORY
1992

company’s establishment

2004

creating AS brand

2013

회사 소개

a new company Headquarters
and warehouse space
of 5000 m2 in Gdańsk

2015

joining the TecDoc catalogue
under the name AS-PL

2015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 공급사 AS-PL Sp. Z o.o.

obtaining an ISO 9001

는 폴란드 주주들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
사입니다.

2016

the opening of a Production Plant
and warehouse space of 5000 m2 in
Lubichowo, near Starogard Gdański

2017

이 회사는 1992년 그단스크에서 Auto-Starter라
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290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
가를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네오코리아

AS-PL UKLt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AS-PL UK Ltd. on the British market

2018

joining the MAM
AutoCat v8 catalogue

와 협력해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Electronic Parts Catalogue

2018

a new office for the Sales Department
and another 3000 m2 warehouse in
Gdańsk

전 세계 80여 개국에 장기적인 협력과 판매
하고 있는 AS-PL은 차량의 전기 부품 공급
분야의 글로벌 리더입니다.

2019

the opening of a new
Branch Office AS-PL Italia s.r.l.

AS-PL ITALIAS.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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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쪽 부터:
토마스 카주보우스키
관리위원회 부사장
다누타 카스보우보스카
경영 이사장
안제이 카주보우스키
관리위원회 부사장

“대대로 우리는 열정
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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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L 은 다양한 차량에 3,100가지
이상의 교류 발전기를 제공합니다.
승용차, 트럭, 농업 기계, 보트, 오토바이 및 산업 시장용
Plastic cover

Recti er
S.R.E.Bracket

Screws

Spacer forfreehell
pulley
Screws

Screws

Bearing

Alternator | 발전기의 작동원리

Retainer plate

Nuts
Screws

Through bolt
Bearing

Freewhell
pulley

Rotor

Stator

교류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교류로 바꾸는 데 사용되는 AC입니다. 교류 발
전기 내부에서 회 전자의 회전 자기장에 의해 고정자 권선에서 전류가 생성됩
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기계 차량에 사용됩니다.

Regulator

일반적으로 전기 자동차로 기계 차량에 사용됩니다.
오늘날 교류 기는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되므로 품질 관리에는 최신 기계를
사용해야합니다.

D.E.Bracket

재밌는 이야기
배터리는 구형 및 현대 차량의 고유 구성 요소입니다. 차량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터리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교류 발전기가 편리한 곳입니다.
최초의 교류 발전기는 1891년 미국의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건설되고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재 모든 자동차에는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S-PL 은 2,400가지 이상의 스타터를
제공합니다
승용차, 트럭, 농업용 기계, 보트, 오토바이 및 산업 시장용

Brush holder

Solenoid

Starter | 스타터의 작동원리

Through
bolts

Bolts
Bolts

Armature

시동기는 내연 기관을 시동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 시동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Bendix

Spring for
solenoid

C.E. bracket
Yoke

시동기는 내연 기관을 시동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입니다. 전기 시동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전기 스타터는 엔진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키고 적절한 회전 속도를 제공하여 자체 동력으로

Gear
housing

엔진 작동을 시작하는 데 사용되는 직류 모터입니다. 내연 기관 스타터는 배터리를 통해 많은 양

재밌는 이야기
내연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동 할 수 없으므로 전기 시동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
동을 시작하려면 시동기가 크랭크 샤프트를 여러 번 회전 시켜야 합니다.
1876년 미국 Loundonville에서 태어난 Karol Franklin Kettering은 전기식 시동기의 발명
가로 수동 크랭크 시동기를 대체했습니다.

Planet gear

Lock ring

의 전기를 필요로 하지만 엔진을 시동하는 동안 단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D.E.bracket

Stop collar

AS-PL 은 13,500개가 넘는 부품 및 구성 요소를 다음 그룹으로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교류 발전기 부품, 스타터 부품, 베어링 및 씰, 점화 시스템 구성 요소 및 기타
(기계 및 부품, 개스킷, 레이디 얼 샤프트 씰, O링, 브러쉬 등)

전체적으로 회사는

19,0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제품을
고객에게 다양한 오리지널 제품 및 대체품을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총 2억 8천만 건의 참조 번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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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고품질의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고객을 위한 옵션.

이코노미 라인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을 통합하는 제품 라인.

AS-PL 회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제품을 전세계에 공급하는 예비 부품 산업의 선두주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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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NUFACTURING | 재 제조
자동차 산업의 고객 요구와 지속적인 개발에 부응하여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터 및 교류 발전기를 도입했습니다.
재 제조 제품 조립의 현재 용량은 연간 약 10,000개 입니다.
재 제조 프로세스는 소위 제품 코어의 상태 및 분류에 대한 예비 분석, 제품 선택 및 최종
테스트 단계로 구성됩니다.

MORE THAN 19 ,000
DIFFERENT PRODUC TS
CONTINUOUS STOCK
AVAILABILITY
11

PRODUC TION
AND WAREHOUSE BUILDING
LUBICHOWO
NEAR STAROGARD GDAŃSKI

2004년에 자체 브랜드 "AS"로 제조된
제품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2013년에 본사는 그단스크에있는 현대적인 건물로 이전되었으며,
이곳에는 5000㎡의 저장 공간이 있는 창고도 있습니다.
2016년 Starogard Gdański 근처의 Lubichowo에 현대적인 시설이 세워졌습니다. 최첨단
생산 라인과 약 5000㎡의 저장 및 관리 공간을 갖춘 창고가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Canadian D & V Electronics (ST-16, ST-24, ST-116, ALT-98, ALT-198) 및
Dutch Motoplat에서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 및 전문 기계가 있습니다.
이 시험기는 AS-PL 제품의 품질을 제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입했습니다.
2018년 회사의 역동적인 성장으로 인해 무역 부서는 그단스크의 새로운
시설로 옮겨졌으며 3000㎡의 창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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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는
우리의 최우선 과
제입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은 조립 및 기술 매개 변수와 관련해

엄격한 테스트 절차를 거쳐 가장 높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현재 시장 기대에 맞춘 신뢰할 수있는 제
품을 공급하는 것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사명입니다.
2015년에는 ISO 9001 : 2008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TÜV
Rheinland® 인증서는 조직의 운영이 고품질 표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2018년 AS-PL은 ISO 9001 : 2015 인증서의 구현을 평가하는 통제를 긍정적으로 통과했습니다.
2016년 회사는 EA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 인증서는 관세 동맹에 속하는 시장에 적용되는 품질 및 안전 표준 및 표준을 준수 함을 확인합니다.
예)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및 키르기스스탄

AS-PL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류 발전기 및 스타터는 전문 기계를 사용하여 테스트
됩니다. 테스트 결과는 제품 포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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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 Y CONTROL
TESTING ON MACHINES
D & V ELECTONICS
ST - 16, ST - 24, ST -116, ALT - 98, ALT - 198

고객 지원
AS-PL Sp. z o.o. 의 고객에게 최종 제품과 별도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개별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하고 모든 제안 단계에서 도움을 제공 합니다.

고객은 참조 번호, OE 기호, 서비스 번호, 제품 사진, 사용 정보, 통계 데이터 순환 및 전화를 통한 추가
기술 지원 관련 정보 패키지를 제공 받습니다.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AS-PL은 신뢰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하며 효과적인 팀과 최신
소프트웨어를 추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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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개발 방향

2016년 AS-PL은이 부문과 연결된 유럽 최대 기관인 CLEPA 및 FIGIEFA에 속하는 폴란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및 SDCM(Association of Distributors of Automotive Parts)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적 차원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입법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이 조직은 자동차 부품 산업 및 시장에서 가장 큰 100개 이상의 업체를 대표합니다.
2017년에 이러한 역동적인 성장으로 영국 시장에 새로운 회사인 AS-PL UK Ltd.가 설립되
었습니다. 작년 말 회사는 IAAF(Independent Automotive Aftermarket Federation)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AS-PL은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유통 업체를 위한 Groupauto Polska 구매 그룹의 공
식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2019년 11 월 AS-PL Italia Branch Office가 개설되어 유럽 지역에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AS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무실은 북부 이탈리아의 토리노 근처 Moncalieri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고객과 소통 합니다.

2017년 회사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제작된 YouTube 채널에서 볼 수 있는 단편 영화
“Alternator Love Story”를 감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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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L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자동차 전시회에 참여합니다.
2001년 International Poznań Fair에서 부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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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SAR, 슬로
베니아 및 이탈리아에서 부스를 전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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