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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에 대한 개관 

2019년 2월, 당사는 두 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2020년 2분기에 분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conic Corporation 

▪ Howmet Aerospace Inc. 

Arconic Corporation과 Howmet Aerospace Inc.는 둘 다 미국에 소재하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게 

됩니다.  

Arconic Corporation은 알루미늄 시트와 판, 압출 부품들은 물론 항공우주와 자동차, 상업적 운송, 공업과 건축, 

건설업을 발전시키는 혁신적인 건축 제품 및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공급업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5,0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고, 분리 후에도 Arconic Corporation에 속하게 될 해당 사업 부문들은 2018년에 70억 달러 

이상의 결합 연간 매출액을 보고했습니다.   

Arconic Corporation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유지 

 

Howmet Aerospace Inc. 소개   

 

Arconic 포트폴리오에서 친숙한 이름 하나가 곧 단독 회사, 즉 Howmet Aerospace Inc.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Howmet Aerospace Inc.는 다음 세대의 더 높은 연료 효율성, 더 조용한 항공우주 엔진, 더 깨끗한 전력 발전, 

지속가능한 지상 교통을 실현함으로써 항공우주 및 교통 산업을 변모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사업은 제트 엔진 부품, 항공우주 및 산업용 패스너, 항공기 및 방위 산업용 구조물 부품, 그리고 상업용 운송을 

위한 단조 알루미늄 휠에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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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 및 법적 변화 

언제 명칭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됩니까?  

법적 영업개시일(2020년 2분기)에 있을 분리 때까지 우리는 하나의 회사입니다.  법적 영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일부 문서(예, 발주서)에서는 사업 연속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Howmet Aerospace Inc.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회사의 명칭/브랜드는 공급업체 대상 문서에 어떻게 표시됩니까?  

당사는 공급업체 대상 문서(예. 발주서)에 당사의 사업/브랜드 명칭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Arconic' 회사명을 포함하는 일부 사업체 및 법인 이름은 'Arconic'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가 바뀌어 

'Howmet'으로 대체됩니다. 

현재의 법인들에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예. 일부 법인들은 변경되고,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공급업체 연속성 페이지에 있는 사이트 사업장 목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칭 변경은 Howmet Aerospace Inc.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Arconic Inc.의 자회사들인 모든 법인들은 분리 후에도 계속해서 Arconic Corporation 또는 Howmet 

Aerospace Inc.에 의해 전적으로 소유되게 됩니다.  

법인 변경이 공급업체 계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계약이 Arconic Corporation과 Howmet Aerospace Inc. 모두와 관련된 경우나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수정됩니다. 필요한 경우 계약 분리팀이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공급업체에게 발행된 발주서에 참조용으로 숫자 ID가 할당됩니다. 계약 분리 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계약 ID들이 변경됩니다. Arconic Corporation에 속하는 계약들에는 계약 ID에 'ARC'가 접미사로 추가되는 

반면, Howmet Aerospace Inc. 계약들에는 계약 ID에 'HWM'이 접미사로 추가됩니다. 모든 새로운 발주서들은 

새로운 계약 ID를 참조용으로 갖게 되며 공급업체들은 두 회사들 중 어느 회사든 소통할 때에는 새로운 계약 ID를 

참조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들은 어디에서 관련 신용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추정 재무제표와 자산 및 부채의 배분은 Form 10이 SEC에 제출되었을 때 공개됐습니다.  

https://www.arconic.com/supplier-contin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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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SEC 제출 사항은 Arconic SEC 서류철 또는 SEC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어떻게 연락할 수 있습니까? 

본 문서에서 답변을 얻지 못한 질문이나 우려사항을 다루기 위해 메일함을 만들었습니다. 공급업체 연속성 

메일함으로 질문을 보내 주십시오: ProcurementContractAdmin@arconic.com  

 

3. 구매 시스템 및 방침 

직접 결제 허가서가 분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직접 결제 허가서는 관련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해당 법인은 새로운 

허가서를 신청하고 해당 허가서를 ArconicDirect 또는 HowmetDirect 공급업체 포털에 게시하게 됩니다. 

ArconicDirect 시스템 분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섹션 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면세 증명서가 분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예. 법인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업장들은 공급업체들에게 새로운 면세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변경에 뒤이어, 새로운 면세 증명서가 세무 부서에 의해 발급됩니다.  

공급업체들은 어디에서 약관(T&C)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면 두 회사 모두에 대한 T&C가 '공급업체 정보' 웹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법적 영업개시일에 

Howmet Aerospace Inc.의 T&C는 Howmet.com 웹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고 Arconic Corporation의 T&C는 

Arconic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관의 변경이 아직 납품되지 않은 주문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납품되지 않은 발주(PO)는 T&C 개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주 시점에 유효했던 

T&C에 따라 관리됩니다. 현재 마련되어 있는 T&C는 분리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도 

Arconic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용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급업체 품질에 관한 당사의 방침이 변경됩니까?  

아닙니다. Arconic Corporation 또는 Howmet Aerospace Inc.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품질 기준은 현재 Arconic 

Inc.에 의해 요구되는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다. 

https://www.arconic.com/sec-filings/
https://www.sec.gov/edgar/searchedgar/companysearch.html
mailto:ProcurementContractAdmin@arconic.com
https://www.arconicdirect.com/
https://www.howmetdirect.com/
https://www.howmet.com/
https://www.arconic.com/supplier-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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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 및 결제 시스템 및 방침 

공급업체들이 은행 계좌 변경의 영향을 받습니까?  

일부 법인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공급업체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결제받았던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서 결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들은 언제 청구서를 새로운 법인(예, Howmet 대 Arconic)에게 보내야 

합니까?  

청구서에 기재된 명칭은 발주서에 기재된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법인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청구서상의 

명칭은 새로운 명칭을 반영해야 합니다. 잘못된 명칭이 사용된 청구서를 거부하는 엄격성은 국가별로 다르므로, 

현지의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잘못된 회사로 발송된 청구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 영업개시일부터 청구서들은 각각의 회사로 별도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는 발주서의 '청구' 주소가 

업데이트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회사로 발송된 청구서들은 법적 영업개시일까지 올바른 Arconic 

Corporation 또는 Howmet Aerospace Inc. 주소로 전달될 것입니다. 해당 공급업체는 청구서를 잘못된 회사에 

보냈다는 통보를 받게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영업개시일 후에는, 청구서에 있는 정보가 해당 회사에 대한 올바른 발주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청구서는 거부됩니다.  

씨티은행 공급업체 융자(Citi Supplier Finance) 프로그램은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씨티은행 공급업체 융자(Citi Supplier Finance) 프로그램은 분리 후에 두 회사 모두에 의해 계속해서 사용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법적 영업개시일 전에, 씨티은행이 씨티은행 공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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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이 되는 공급업체들에게 해당 업체들이 Arconic Corporation 및 Howmet Aerospace Inc.와 각각 사업을 

하기 위해 씨티은행 공급업체 융자를 사용하게 된다고 통보할 것입니다. 씨티뱅크는 또한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융자 수수료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공급업체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법적 영업개시일부터 

시작하여, 공급업체들은 Arconic Corporation과 Howmet Aerospace Inc. 모두에 대해 Citi Supplier Finance 

포털에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IT 시스템 및 방침  

언제 Arconic 이메일 주소가 Howmet Aerospace Inc. 이메일 주소로 바뀌게 

됩니까?  

모든 Howmet Aerospace Inc. 직원들은 법적 영업개시일부터 새로운 @Howmet.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Howmet Aerospace Inc.로 옮긴 직원에게 Arconic 이메일이 전송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법적 영업개시일 후, Howmet Aerospace Inc. 직원들의 @Arconic.com 이메일은 6개월 동안 해당 직원의 

@Howmet.com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6개월의 전달 기간 후에는, Howmet Aerospace Inc. 직원의 @Arconic.com 

주소로 이메일을 발송한 발신자는 자신의 메일 시스템에 '배달할 수 없음'이라는 응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Arconic의 IT 시스템의 가동이 일시 중단됩니까?  

예. IT 시스템 분리로 인해 Oracle EBS 시스템 등과 같은 Arconic의 구매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중단 중에는 요청 사항 입력, 발주서 발행, 발주서 수신, 청구서 입력, 청구서 처리를 포함한 어떠한 

작업도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십시오. 당사의 시스템 분리팀에서는 언제 구매 및 결제 시스템이 

분리되어 운영되는지를 사전에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시점부터, 모든 구매 및 AP 거래가 

별도의 시스템에서 수행됩니다. 모든 시스템들은 Howmet Aerospace Inc.와 Arconic Corporation의 거래가 별도로 

처리된다는 점만 빼고는 중단 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IT 중단이 공급업체 결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아닙니다. 공급업체 결제는 각종 IT 중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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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들은 Howmet Aerospace Inc.에 판매하기 위해 자체 IT 시스템 내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공급업체들은 Arconic이 두 개의 별도 회사로 분리됐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들의 IT 시스템을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가동중단으로 인해 ArconicDirect도 일시적으로 중단됩니까?  

ArconicDirect는 법적 영업개시일 전 2020년 1분기에 약 1~4주 동안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당사의 시스템 분리 

담당팀이 그런 중단이 있기 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당사의 직원과 

공급업체들은 ArconicDirect에 있는 거래에 접속하거나 거래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예, iClaims, 청구서 업로드).  

ArconicDirect URL이 바뀝니까?  

Arconic Corporation과 사업을 하는 공급업체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URL을 사용해서 ArconicDirect 시스템과 

상호작용할 수 있지만, Howmet Aerospace Inc.와의 거래는 ArconicDirect 사이트에서 취급되지 않습니다.  

ArconicDirect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새로운 웹 포털, HowmetDirect가 Howmet Aerospace Inc.를 위해 제작되고 

있습니다. HowmetDirect 시스템은 HowmetDirect.com에 위치하게 됩니다. HowmetDirect 사이트는 2020년 

1분기에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Howmet Aerospace Inc. 거래는 그 시점부터 거기에서 관리됩니다.  

공급업체들을 올바른 웹 포털로 안내하기 위해, ArconicDirect 페이지를 방문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스플래쉬 

페이지로 안내되어 ArconicDirect와 HowmetDirect의 차이점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런 다음 어떤 사이트로 

가고 싶은 지 선택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스플래시 페이지는 2020년 1분기에 제공됩니다. 분리 후에는, 

스플래쉬 페이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공급업체들은 정확한 회사의 사이트로 가야 합니다.  

Ariba Network에 변경이나 서비스 중단이 있습니까?  

예. Ariba Network 시스템은 수많은 다른 IT 시스템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두 회사들이 계속해서 Ariba Network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후 복제됩니다. 해당 시스템은 북미에서만 복제됩니다.  Ariba Network는 법적 

영업개시일부터 시작하여 사용이 제한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공급업체들이 청구서를 입력할 수는 

있지만, 해당 시스템을 곧 다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청구서나 발주서에 대한 처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https://www.howmetdir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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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송 및 물류 

수송 및 물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연락해야 합니까? 

연락처 유형 Arconic Corporation Howmet Aerospace Inc.  

트럭 화물 관련 연락처 
Chris Lawrence 

(Chris.Lawrence@arconic.com) 

Kelli Carver (Kelli.Carver@howmet.com);  
Corey McDonald 

(Corey.McDonald@howmet.com) 

철도 관련 연락처 
Chris Lawrence 

(Chris.Lawrence@arconic.com) 

Kelli Carver (Kelli.Carver@howmet.com);  
Corey McDonald 

(Corey.McDonald@howmet.com) 

LTL 및 기타 수단 관련 연락처 
Chris Lawrence 

(Chris.Lawrence@arconic.com) 
Kelli Carver (Kelli.Carver@howmet.com) 

해상 컨테이너 관련 연락처 
Travis Tipton (Travis.Tipton@arconic.com or 

grpitd@arconic.com) 
Corey McDonald 

(Corey.McDonald@howmet.com) 

국제항공 관련 연락처 
Travis Tipton (Travis.Tipton@arconic.com or 

grpitd@arconic.com) 
Corey McDonald 

(Corey.McDonald@howmet.com) 

운영 지원(해상 컨테이너 및 

국제항공 선적) 
ArconicTSC@arconic.com 

Corey McDonald 
(Corey.McDonald@howmet.com) 

운임 결제 관련 연락처 arconiclogisticssupport@arconic.com  HowmetLogisticsSupport@howmet.com 

일반 발송 관련 연락처 
ArconicCD@arconic.com 또는 1-877-775-

7704  

HowmetCD@howmet.com 또는 1-219-325-

4133 

 

수송 시스템에는 어떻게 접속합니까? 

시스템 Arconic Corporation Howmet Aerospace Inc.  

트럭 화물과 LTL, 기타 수단 요금 

접근 및 승인 
www.devwaretdw.com www.devwaretdw.com 

요금 요청 변경(트럭 화물과 LTL, 

기타 수단) 
rates@arconic.com HowmetRates@howmet.com 

최적 수송 변경 분리 후 변경 안 됨 

모든 Howmet Aerospace Inc. 사업장들의 

명칭이 각각의 운송업자 계정 내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Www.Arconic.Com/Carriers 
이는 Arconic 공급업체들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www.howmet.com/carriers 

운임 청구서 
Arconic Corp c/o CT Logistics Team 8, PO 

Box 30382, Cleveland, OH 44130 
Howmet Aerospace Inc. c/o CT Logistics 

Team 8, PO Box 30382, Cleveland, OH 44130 

 

mailto:arconiclogisticssupport@arconic.com
http://www.devwaretdw.com/
http://www.devwaretdw.com/
mailto:rates@arc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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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