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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넓은 곳에서
더 많은 고객과의 만남을 위해
노력합니다.

팜 스 틸 주 식 회 사



CONTENTS

“건설기계 서비스 전문기업”

팜 스 틸 주 식 회 사

1. 인사말
2. 경영이념
3. 회사개요
4. 연혁
5. 사업영역
6. 경쟁력
7. 조직도
8. 사업자등록증
9. 법인등기부등본
10. 건설기계인허가
11. 건설기계운전학원인가
12.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기관
13. 농기계사후봉사업소
14. 주요서비스사진자료
15. 본사위치도





경 영 이 념

고객만족

풍부한
가치창조

환경친화적
사업활동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팜 스 틸 주 식 회 사

21세기 세계시장의 주역이 되는 기업

“건설기계 서비스 전문기업”



상호 팜스틸주식회사 면허구분
제조.건설.

운수등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90-26

전화번호 TEL  1544-7679    FAX  031-658-8100

자본금 일금 일십사억 (\1,400,000,000) 법인등록번호 134611-0024393

회사설립일 2004.1.16 사업자등록번호 125-81-50827

인허가

종별 면허번호

건설기계매매업 제 412e-90006 호

건설기계대여업 제 412e-00027 호

건설기계정비업 제 412e-80016 호

건설기계폐기업 제 4100-70056 호

건설기계운전학원 제593-3호(공도) / 제739호(대덕)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기관

제41-201011-00013 호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제2012-1 호

회사개요



연 혁

2001  대호농업기계 설립
대호주식회사 농기계 전국 판매1위

2004  법인전환
대호 유니언 소식지 창간(정기간행물)

2005  신서산 대동트랙터 대리점
친환경 삼일푸라우 경기총판, A/S센터
친환경 삼일 FMC 경기총판, A/S센터
팜스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친환경 농기계 삼일푸라우 OEM 생산
친환경 농기계 삼일 FMC OEM 생산

2006  건설사업자 등록

2007  사옥.공장 이전
농기계사후봉사업소 등록
친환경 IHI 미니굴삭기 전국판매/AS센터
친환경 IHI 미니굴삭기 한국물류센터
건설기계 매매업 인가

2008  건설기계 대여업 인가
건설기계 정비업 인가(타이어식 종합정비)
친환경 KUBOTA 건설기계 대리점
소형건설기계 운전학원 경기도 지정 허가

2009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KUBOTA 건설기계 전국 판매1위
굴삭기 렌탈 서비스 전국1위

2010  팜스틸 소식지 건설프로 창간
KUBOTA 제주도 지정 서비스센터 개설
건설기계폐기업인가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법 직업훈련기관 지정

2012  VOLVO 협력업체
전국농촌지도자연합회 MOU 체결

2018  팜스틸㈜지점 등록



“Change the world through ideas and passion”

굴삭기
렌탈

KUBOTA
VOLVO

굴삭기
중고매매
(국.내외)

굴삭기
신차판매사업

KUBOTA
VOLVO

교육사업
(경기도 지정
면허취득
교육기관)

건설기계
정비서비스

(전국)

사 업 영 역



사 업 영 역

렌탈

중고

신차

교육

“렌탈업계 1위”
1톤~70톤
험지용 휠로우더/
굴절식 덤프트럭등
당일전국출고.배송

“거래규모 선두기업”

국내중고매물
최다보유300대/
해외 수출

“전국판매 1위”

KUBOTA 판매원
전국 판매1위
제주 A/S 센타

“경기도지정기관”

소형건설기계
조종사면허취득
전국명문교육기관

정비서비스 부품판매 폐차서비스



농기계&건설기계 판매/서비스 성공적 운영/경험
국내 미니굴삭기 시장 성공적 개척/운영

8천여회에 달하는 안정적 서비스(in/out) 운영/경험

분야별 전문인력 보유
(관리/영업/마케팅/IT/정비/교육/배송)

경영진의 선택과 집중 + 열정

컴퓨터 시스템 관리능력
부품 출고.재고 ERP운영

렌탈 장비 위치정보 시스템 운영
장비 사용시간 관리 시스템(실시간)

타이어식 종합정비 인가

“Change the world through ideas and passion”

Experience

경 쟁 력



조 직 도

서비스사업부 교육사업부정비.부품팀

경영지원(재무)홍보/기획

렌탈 지원팀

중고 사업팀

신차 사업팀

출장 AS팀

출고 지원팀

CEO

영업팀

교육팀

기획/마케팅

디자인

개발

“건설기계 서비스 전문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인허가













건설기계운전학원증







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기관(경기도지정)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주요서비스 사진자료



주요서비스 사진자료(렌탈)

팜스틸 렌탈장비는 전국의 다양한 환경과 작업에
투입.활용되고 있습니다.

(1~70톤 대형굴삭기/험지용 휠로우더, 굴절식 덤프트럭등)

www.farmsteel.com



주요서비스 사진자료(학원)

2016.6 기준 전국 지역별 농.축협 30회(기수별 20~30명) 1,300명,
농업기술센타 20회(기수별 20~30명) 900여명,

농촌지도자연합회 50회(기수별 20~30명) 2,3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개인수료생 제외

참 많은 농민 여러분들이 찾아 주셨습니다!



본사위치도

팜스틸주식회사

주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90-26

전화 : 031-658-8200  1544-7679    팩스 : 031-658-8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