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세계 각종 유
명 절삭 공구 브랜
드의 공식 대리점 
입니다:

• Dormer Pramet
• Guhring
• TDC
• EDM Tools
• Vertex

우리는 품질, 가격, 신속 납품을 통
해 고객의 모든 필요 사항들을 충족
시킵니다

INFORMATION
설립일 : 2009 
직원수 : 90 
매출 : 1,500억 베트남동 
주요 서비스 : 
  절삭공구 제조 및 재연삭 
  픽스처, 지그, 게이지, 몰드 제조 
  정밀 부품 (초경, 세라믹, 다이아몬드 소재) 
공장규모 : 11,500m2 
보유장비 : CNC연삭기 (3-5 axis) 10대 보
유; CNC      turning – milling center 2대 보
유, wire edm 4대 보유,  surface – cylindri-
cal grinding machines 16대 보유. 

ABOUT US
• 설립일 : 2009 
• 직원수 : 90 
• 매출 : 1,500억 베트남동 
• 주요 서비스 : 
•   절삭공구 제조 및 재연삭 
•   픽스처, 지그, 게이지, 몰드 제조 
•   정밀 부품 (초경, 세라믹, 다이아몬드 

소재) 
• 공장규모 : 11,500m2 
• 보유장비 : CNC연삭기 (3-5 axis) 10대 

보유; CNC      turning – milling center 2
대 보유, wire edm 4대 보유,  surface – 
cylindrical grinding machines 16대 보유. 

ANMI TOOLS
첫 베트남 공구 제조업체

공구제조 및 장비 분
야에서 다양한 경
험이 있는 엔지니
어들과 함께 각종 

공구, 스페셜 공구, 
몰드, 지그, 정밀부품 

및 게이지들을 제조 합니다. 모든 안
미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
해 고객에게 공급 합니다.

공구제조 및 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엔지
니어들과 함께 각

종 공구, 스페셜 공
구, 몰드, 지그, 정밀부

품 및 게이지들을 제조 합니다. 모든 
안미 제품들은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고객에게 공급 합니다.

공구제조 연삭 서비스 상업 제품

ANMI TOOLS CO., LTD
Headquarters: Suite 317, CT5 Building, My Dinh - Me Tri Urban, 
Pham Hung Str., Ha Noi Capital, Vietnam
Hotline : +84 912 11 77 96  Tel: +84 24 3556 2635 
Fax : +84 24 3556 2634 - Email : info@anmitools.com

Factory : L3, Pho Noi B Textile Garment Industrial Park, 
Hung Yen Province, Vietnam
Branch office : 663 Tran Xuan Soan Str., Tan Hung Ward,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 +84 28 6262 3959 - www.anmi tools.com



ANMI TOOLS
첫 베트남 공구 제조업체

PCD / CBN 인서트 
칩브레이커

재연마 & 코팅 서비스

슬리터 나이프

로터리 솔리드 
절삭 공구

게이지

세라믹 부품

용접 커터

정밀 부품

정밀 몰드

스페셜 홀더

지그 & 픽스처

버큠 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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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84 24 3556 2634 - Email : info@anmitools.com

Factory : L3, Pho Noi B Textile Garment Industrial Park, 
Hung Yen Province, Vietnam
Branch office : 663 Tran Xuan Soan Str., Tan Hung Ward, 
District 7, Ho Chi Minh City,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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