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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주)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의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창업 이래 그동안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베풀어 주

신 고객 여러분께 보다 경쟁력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기술 연마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향상과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최고의 제품, 서비스, 신뢰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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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엔에이치스트럭쳐 창립

벤처기업 인증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록

한국항공우주산업㈜ 협력업체 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제 2013113647 호)

AS9100 REV C 인증 (FM608067)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등록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사업 선정(OOA 공정 기술 개발)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 속경화 수지와 RTM을 이용한 일체형 복합재 항공기 도어(Door)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대통령 표창 – 2015벤처창업대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Star 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과제, 자동용접공정을 적용한 항공기 WingTip 부품제작 기술개발 사업 착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 - 항공기 윙렛 복합재 수리공정기술 개발 사업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복합재 발사체 추진제 탱크 핵심기술 개발 사업 착수

2018 경상남도 창업 박람회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 민수용 25,000 파운드급 엔진 파일론 설계/제작 요소기술 개발 사업 착수

신사옥 준공

NADCAP 인증 획득 - GTAW (Gas Tungsten Arc Welding)부문 세계 최초 자동 용접 로봇 공정

AIRBUS 협력업체 등록

AMTC(ANH Manufacturing Test Center) – 첨단제조기술 및 신뢰성 연구센터 준공

경상남도 진주시 사봉일반산업단지 내 지원 및 투자 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 대형 민수항공기 이코노미급 복합재 경량좌석 국산화 개발 사업 착수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항공품질경영시스템 AS9100 REV D 갱신

 입니다.



소형 드라이 오븐

레이저 프로젝션

열가소성 복합재 와인딩 장비 TIG 자동 용접기

NC-Ply 제단기

RESEARCH & DEVELOPMENT 

AMTC는 완벽한 제조 공정을 통한 기계 가공,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품질 규격을 준수하는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와 생산 방법을 이용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

과 납품 일정 준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합재 부품 제조 분야에서 다양한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 향상 및 최신 기술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 RIM(Resin Injection Molding)

▶ RTM(Resin Transfer Molding)

▶ VARTM(Vacuum Assisted Resin Transfer Molding)

▶ Prepreg Hand Lay-up using Autoclave or Oven

▶ AFP(Automated Fiber Placement)

▶ Thermoplastic Tube Winding using In - situ Consolidation

MASS PRODUCTION

AMTC는 A320SL TIPCAP 항공기 부품 제조 기술을 확
보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자동 TIG(Tungsten Inert 
Gas) 용접 시스템 및 공정 개발을 수행하였습니다.

A320SL TIPCAP 항공기 부품 납품을 위한 특수공정
승인(NADCAP: National Aerospace & Defense 
Contractor Accreditation Program)을 자동 TIG 용
접 분야에서 전세계 최초로 획득하였으며, AIRBUS社 및 
㈜대한항공社의 외주협력업체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A320SL TIPCAP 양산 계약을 2019년 ㈜대한항공社로
부터 수주하였으며, 10월부터 초도 양산을 시작합니다.

AIRBUS社 및 ㈜대한항공社로
부터 A330 TIPCAP 항공기
부품에 대한 구매요청서를
추가로 확보 하였으며,
현재 부품 제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One-piece Aircraft Door (RTM)

▲ Composite Sandwich panel (OOA)

▲ Hybrid Composite Hat stiffener

▲ 3D Printing product (Metal)

▶ 3D Printing

▶ Composite MRO(Maintenance, Repair & Overhaul)

MANUFACTURING

복합재 제조 분야

기타 산업 분야

대형 드라이 오븐

· 내적 : 2.0m X 2.0m X h2.0m

· Heat Temp : Max. 200℃

· Laser Location Positioning

· 3D Shape Measurement

· 제조사 : VIRTEK 

· Thermoplastics Slit Tape 전용

· L x D: Max. 2.0 x 0.15m

· Heat Temp.: Max. 400℃

· 내적 : 3.0m X 7.0m X h3.5m

· Heat Temp : Max. 400℃

· 제조사 : Italmatic

· 재단 : 2.0m X 3.5m

· 재단 외 : Marking, Printing

보유 제조 장비

NADCAP
자동 용접 로봇 공정 
인증 획득



2.5톤 정적피로시험기

시편가공기 시험정반

25톤 정적피로시험기

· 최대 하중 : 25kN

· 시험 종류 : 정적피로시험

· 제작사 : JKS

· 최대 하중 : 250kN

· 시험 종류 : 정적피로시험

· 제작사 :MTS

TEST

▲LAH forward body test rig▲ KSLV-ll Composite Propulsion Tank ▲ LAH tail section test rig

· 재단 : 3.0m x 5.0m
· 크기 : 3.0m x 5.0m

▲ Sandwich panel test

▲ Sub-component test ▲ A350 Sensor Support test

▲ Type-IV CNG Vessel (Split disk test)

▲ RTM Door test ▲ A350 Ribfeet test

MECHANICAL TEST

AMTC는 고품질 서비스, 우수한 품질 제공을 목표로 전문성 및 유연성

을 갖춘 광범위한 시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상남도 소재 민간기업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

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

부터 역학분야 플라스틱 및 관련 제품에 대해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국제적 공신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 받을 수 있는 시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본 물성 평가를 위한 시편 시험 및 복합재/금속재 항공기 부품에 대

한 정적/피로 시험 평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험정반, DAQ 및 가

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축 하중 시험 등 다양한 구조 시험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시험 평가를 위한 시험용 치구 설계/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

험 평가에 대한 토탈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발사체 추진체 탱크의 구조/환경 운용 시험평가를 위한 극저온 시험평

가설비 및 탱크 내압 시험평가설비를 2020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구축

하고 있습니다.

보유 시험 장비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055 793 0024
account@anhstructure.com

(우)52818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