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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미래선도기업

A future-leading
company
that realizes
its dream with
creation and passion
꿈을 실현하는 미래 선도 기업 - 신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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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신화그룹은 21세기 기업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화그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신화그룹은 1995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신기술 개발로
자동화 생산라인 및 자동차 부품의 생산과 최고의 기술로 무장한 알루미늄 주조전문업체로서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인력과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및
기술제휴를 통한 주조공법에 이르기까지 저희 신화그룹은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혁신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최상의 제품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화그룹은 알루미늄 주조 경험과 금형 기술력 바탕의 압출 노하우로 알루미늄 소재 고객사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신화그룹은 해외시장 확대 및 과감한 연구 개발 투자로 미래 성장동력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대표 알루미늄 소재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전직원이 함께 하는 "품질제일" 캠페인으로 알루미늄 소재산업의 품질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또한, 신화그룹은 글로벌 제조산업의 기반을 구축으로
전폭적인 R&D 투자와 글로벌 생산 영업망의 공격적인 확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CEO

Kwi-Hyun, Lee

www.shinhw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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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NEW FUTURE!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COMPANY OVERVIEW

최고의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업체
신화그룹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천경영으로 21세기 기업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화그룹은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신기술 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 생산라인 및 자동차 부품의 생산 뿐만아니라 최고의 기술로 무장한 알루미늄 주조전문업체로서도
새로운 신화를 이룩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 인력과 최첨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에서 자동화 생산설비 및 기술제휴를 통한 주조공법에 이르기까지
저희 신화그룹은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혁신적인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최상의 제품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분야
기계가공 사업

등속
제동

자동화 라인
구축 사업

듀얼클러치 변속기 라인
전륜 변속기 라인

조향

후륜 변속기 라인

변속

리어엑슬 라인

구동

CV조인트 조립라인
ATC가공라인
PTU조립/가공라인

알루미늄 소재

고압 주조

렉하우징 조립/가공라인

저압 주조

TJ, BJ 겐츄리 가공라인

차압 주조(CPC)

리어엑슬 조립/가공라인

스퀴즈 주조

E-LSD후륜 가공라인

VISION

www.shinhwa-eng.com

BUSINESS SLOGAN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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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기술역량

GLOBAL 사업 전략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

- 가공사업분야

- 국내 업체 확대

- GLOBAL 인재육성

- 소재 사업분야

- 해외 시장 개척

- 고유 BRAND 창출

- 자동화 사업분야

- 운영 SYSTEM 정착

OUR HISTORY

창립 이후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천경영

1995
2001
~
2005
2007
~
2010
2011
~
2015

2016
~
2019

1995. 02

(주)신화ENG 설립

1997. 02

현대위아(주) 업체 등록

2001. 10

신화ENG 1공장 매입 (창원시 성산동)

2003. 03

자동차 부품 [Drive-Shaft] 생산개시 [완성품]-30만대/년

2004. 05

신화ENG 2공장 매입 (창원시 남산동)

2004. 08

Drive-Shaft Line 증설 - 180만대/년

2005. 10

(주)광덕 인수 (창원시 팔용동) : 신화ENG 4공장

2007. 08

(주)신화정공 설립(창원시 성산동) - 신화정공1공장

2008. 10

Drive-Shaft Line 증설 - 300만대/년

2009. 03

6단 A/T 미션 부품 Line 신설 - 160만개/년

2010. 09

Outer-Race, Tripod-Housing 열처리/연삭 LINE 신설 – 각 60만대/년

2010. 12

Drive-Shaft Line 증설 - 500만대/년

2011. 05

(주)신화정공 2공장 매입 (창원시 남산동)

2011. 11

사업장 인수 (창원시 팔용동) : 신화모텍 1공장

2012. 05

사업장 인수 (창원시 팔용동) : 신화ENG 본사-가공공장(신화모텍)

2012. 12

현대위아(주) 품질 4.5STAR 달성

2013. 01

현대 모비스(주) 업체 등록

2013. 01

사업장 인수 (창원시 팔용동) : 신화모텍 2공장

2013. 08

사업장 인수 (창원시 팔용동) : 신화ENG 5공장

2014. 05

현대모비스(주) Lfa/UM 차종 C/P-MDPS 랙하우징 양산 납품 개시

2014. 10

GETRAG DCT 6속 트랜스미션 케이스 및 하우징 양산 납품 (연 43만대 )

2015. 05

크라이슬러 1차 협력사 등록

2016. 04

크라이슬러 너클 및 ARM류 납품

2017. 08

사업장 인수 (창원팔용동) : 신화정공 3, 4공장

2018. 10

PTU 기어류 수주(현대위아)

2018. 12

INNER SHAFT ASS'Y 양산 납품(현대위아)

2019. 02

PTU COVER/HOUSING 양산 납품개시(현대위아)

2019. 04

SHINHWA AUTO USA 법인설립

QUALITY NO.1
INNOVATIVE FRONT-RUNNER
최고의 전문인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핵심부품에서 자동화 설비에 이르기까지 도전과 창조의 정신으로
신기술 개발과 최상의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shinhwa-eng.com

10
11

MAIN PRODUCT

CV-JOINT
(Drive Shaft/Inner Shaft Ass’y/Outer-Race/Tripod-Housing/EV Platform IDA Ass'y)

Driving
(AXLE/PTU/E-LSD/Hypoid-Gear/Pinion-Shaft)

구동
등속

조향

감속기

Steering (Rack Housing/Main Housing)

전기차 감속기 HOUSING & COVER

신화그룹 자동차 부품 사업 분야
SHINHWA GROUP AUTOMOTIVE PARTS BUSINESS SECTOR

신화그룹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자동차 부품들의
개발과 제조에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ww.shinhw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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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Brake (Caliper Body/Torque Member/BMC Ass'y)

등속조인트
CV-JOINT (Drive Shaft / Inner Shaft Ass’y / Outer-Race / Tripod-Housing / EV Platform IDA Ass'y)
신화그룹은 창원공장에서 20여년간 축적된 등속조인트 기술을 바탕으로 스포티지, 투싼, 코나, 아반떼, 제네시스 등
고품질 등속조인트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IDA HUB 일체형 CVJ ASS'Y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자동 생산라인을 통해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며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높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EV Platform IDA Ass'y / CV JOINT

Inner Shaft Ass’y

Outer-Race / Tripod-Housing

구동
Driving (AXLE / PTU / E-LSD / Hypoid-Gear / Pinion-Shaft)
구동은 차량의 다양한 조건을 흡수하면서 엔진의 구동력을 변속기로부터 전달시켜
AWD를 구현하는 장치로서 신화그룹은 AXLE, PTU, E-LSD의 커버 하우징을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하이포이드 기어류를 연속로 열처리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www.shinhwa-eng.com

AXLE 엑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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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U

E-LSD

HYPOID-GEAR

PINION-SHAFT

조향
Steering (Rack Housing / Main Housing)
전자식 조향 시스템(EPS)은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운전자 의도대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신화그룹은 Rack Housing / Main Housing을 양산하고 있으며, 더 나은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검수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RACK HOUSING

MAIN HOUSING

감속기
전기차 감속기 HOUSING & COVER
전기차 감속기는 전기차 및 연료전지차에서 모터 속도는 감속하고 토크는 증대시켜 차륜으로 전달하는
기어박스를 말합니다. 신화그룹은 환경을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시스템 계획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감속기의 하우징과 케이스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ww.shinhwa-eng.com

전기차 감속기 HOUSING &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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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V CASE

OS EV CASE

FEFC CASE

AE EV HSG

OS EV HSG

FEFC HSG

제동
Brake (Caliper Body / Torque Member / BMC Ass'y)
제동 시스템은 운전자의 의지에 따라 차량 감속, 정지,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신화그룹은 Caliper Body / Torque Member / BMC Ass'y 를 생산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의 제동 시스템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최상의 품질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ALIPER BODY / TORQUE MEMBER

BMC ASS'Y

OUR COMMITMENT

R&D MEASUREMENT CENTER
신화그룹은 자동차산업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혁신적인 자동화 생산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과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화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기술연구소는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자동차 부품 기술의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알루미늄 서스펜션과 차체 부품시장에서의
최상의 위치를 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또한 신화그룹은 글로벌 소싱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확인으로 동반자적 관계에 있는 자동차 업계의 다각적이고 점진적인 요구에
능동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ESEARCH
& DEVELOPMENT
MEASUREMENT
CENTER
우수성

적용부

고압을 위한 기용성 중심

저압을 위한 멀티케이트 시스템

미국 5725044 (US)
일본특허 NO.2735794
일본특허 NO.2916102
한국특허출원 NO.7060
한국특허출원 NO.43143

미국 5725044 (US)
일본특허 NO.2735794
일본특허 NO.2916102
한국특허출원 NO.7060
한국특허출원 NO.43143

www.shinhwa-eng.com

산업자산관리

고압을 위한 기용성 중심

저압을 위한 멀티케이트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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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및 염분의 공동을
이용한 고압 다이캐스팅
원가절감 20~30%
중량감소 20%~40%

기계적가치증대와 생산주기감소에
따른 저압 다이캐스팅
생산력 증가 40%~60%
원가절감 20%~40%

고압을 위한 기용성 중심

저압을 위한 멀티케이트 시스템

터보캐스팅
온도조절 하우징
펌프하우징, 용해
관입구, 엔진블럭

콘트롤 암
서브프레임, 그레들
크로스멤버, 스페이프레임
엔진블럭

23

DOMESTIC NETWORK
신화ENG

[ 신화ENG 제1공장 ]

[ 신화ENG 제2공장 ]

[ 신화ENG 제4공장 ]

[ 신화ENG 제5공장 ]

[ 신화ENG 제3공장 ]

신화정공

[ 신화정공 제1공장 ]

[ 신화정공 제2공장 ]

[ 신화정공 제3/4공장 ]

[ 제3공장_팔용가공공장 ]

[ 제4공장_남산가공공장 ]

신화모텍

[ 신화모텍 제1/2공장_소재 ]

[ 신화모텍_함안캠퍼스 ]

AUTOMATED PRODUCTION LINE

[ SHINHWA AUTO USA ]

신화ENG

신화정공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137번길 27

055)714-1950 | 055)274-3154, 274-1950

제2공장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21-33 055)275-1949 | 055)275-8822

제3공장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18

055)275-7501 | 055)275-7502

제4공장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14번길 25

055)275-1950 | 055)274-3154

제5공장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28

055)275-1950 | 055)252-1950

제1공장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474번길 21-34 055)275-7930 | 055)275-7931

제2공장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69

055)714-1950 | 055)286-7931

제3/4공장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20

055)275-7930 | 055)233-3835

제1/2공장 | 소재 |

창원시 의창구 죽전로 40번길 11

055)253-3280 | 055)253-3295, 299-6533

제3공장 | 팔용가공공장 |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14번길 25

055)275-1950 | 055)251-3863

제4공장 | 남산가공공장 | 창원시 성산구 성주로 69

055)714-1950 | 055)286-7931

신화모텍 _ 함안캠퍼스 |

055)583-8491 | 055)583-8494

경남 함안군 함안면 광정로 330-2

www.shinhwa-eng.com

신화모텍

제1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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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HWA AUTO USA

2535 West Tech Lane, Auburn, AL 36832, USA

SHINHWA CHINA 장수 공장

No.28 Xinyan East Road, Shizhuang, Juantu Town, Jianyin City, Wuxi City.

BUSINESS NETWORK

SHINHWA GROUP CHINA 장수 공장

GLOBAL SHINHWA GROUP
3개국 15개 공장을 두고 있는 신화그룹은 첨단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BUSINESS LOCATIONS IN KOREA
제품의 품질과 기술 및 자동화생산을 포함하는 기술력 혁신에 집중합니다
R&D 센터와 제조공장·유통센터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신화그룹은 품질 결함 제로 및 고객 만족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습니다

SHINHWA GROUP AUTO USA

모텍 함안공장

www.shinhwa-eng.com

CH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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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텍 제1공장
ENG 제5공장

ENG 제4공장(본사)
모텍 제3공장

모텍 제4공장
정공 제2공장
ENG 제2공장
ENG 제1공장
정공 제1공장
ENG 제3공장
정공 제3.4공장

AUTOMATION LINE FACILITY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모듈 제조사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화그룹은 초기 단계부터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제품군을 확대해 자동화라인 공정으로
정교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ww.shinhw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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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그리고 자연과 환경을 위한 기술
우리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신화그룹의 첨단 기술을 더합니다.

눈 앞의 미래
신화그룹의 첨단 자동화 공정 - 환경오염을 줄이다

전기차 감속기
전기차
OS EV CASE/HSG : 코나, 니로, 스토닉
AE EV CASE/HSG : 아이오닉

www.shinhwa-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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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그룹은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전기차와 수소차]의 필수 부품인 감속기를
2013년 부터 제작하여 왔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첨단 자동화 공정을 통하여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전기차 감속기
수소차
FEFC CASE/HSG : 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