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inseng Industrial Co., Ltd. 

SHINSENG
INDUSTRIAL

신생공업(주)
Shinseng Industrial Co., Ltd. 

본  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 154
TEL : 053-593-5811 /  FAX : 053-583-5817
E-mail: shinseng@shinseng.co.kr
Homepage : www.shinseng.co.kr

성주 공장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산업단지로 1길 20
TEL : 054-931-5812 / FAX : 054-931-5810

서울 영업소
경기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9 
TEL : 02-898-5811/5815 / FAX : 02-899-5813

중부 영업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3로 31 
TEL : 043-235-5811 /  FAX : 043-235-5812 

남부 영업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21-1 
TEL : 051-461-9172 /  FAX : 051-461-9172

신생공업(주)
Shinseng Industrial Co., Ltd. 



회  사  명  |  신생공업㈜

대표이사  |  신경록, 신성용

설  립  일  |  1976년 1월 8일

사업내용  |  초경합금제조 및 초경공구 생산

주요제품  |  정밀금형 부품소재 / 단조, 분말 금형소재 

                       절삭관련소재 / 광산공구소재 / 롤 및 다이스

사  원  수  |  150 명 

홈페이지  |  http://www.shinseng.co.kr

신생공업㈜은 1954년 5월 신생공업사로 출범하였었고 

1976년 법인전환 이후부터 지금까지 6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으로

특수금속분야의 불모지였던 국내 초경합금 산업을 이끌어 온

우량 강소기업 입니다.

당사는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한 신제품 개발과 최고의 품질로 

국내외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최고의 초경합금 소재를 제공하고자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0여 년을 이어온 장인정신과 도전정신으로

고객과 함께 한국금속가공업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세계 속의 신생공업㈜으로 뻗어나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신경록, 신성용  

Ceo Message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신생공업!

고객가치향상을 최선의 목표로 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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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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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공업사 설립 

톱기계 제조 (실용신안 제2358호) 

일본 SAKAMURA기계(주)와 기술제휴 

「나사 전조기」 특허 획득 

「톱날」 특허 획득 (제3종)

신생공업(주) 법인 전환 (01.08) 

초경합금공구 생산 개시 

일본 MIZUHOLOY(주)와 초경합금 기술제휴 

대구 북구 침산동으로 확장 이전(침산3동 260-1번지) 

K.S 마크 획득(제 2575호, 제 2576호) 

유망중소기업 선정(KSB3161, KSB3162) 

「소재분야」 특허 획득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ISO9001 인증 획득 

대구 달서구 대천동으로 확장 이전(대천동 70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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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대구광역시 자랑스런 향토기업 “대구3030기업” 선정 

유공납세자 표창장 수상 

부품소재전문기업인증 <2891:분말야금제품분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예비성형체의 나사가공 방법 및 그 장치」  특허 획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인증 

「우리시대 행복지수 1등 기업들」 선정 

신생공업(주) 부설연구소 인정

신생공업(주) 성주공장 완공 

모범납세자 표창장 수상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사업 수행(3차)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사업 수행(4차)

ISO9001 : 2015 인증 갱신 

회사연혁

사업장 변천사

지난 60여 년은 신생공업이 국내 특수합금 소재산업의 시금석이었고, 

초경합금 소재 분야를 리드하기 위해 땀흘린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초경합금 소재 기업이 되고자 새롭게 도전하겠습니다! 

Company History 1차 확장기 (1981년~2004년) 
대구광역시 침산동 사업장  

1981년~2004년
대구광역시 침산동 사업장

2차 확장기 ( 2004년~현재)
대구광역시 대천동 사업장

성주공장 증설 (2014년)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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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 l : cheers@shinseng.co.kr
TEL : +81-53-605-5237
FAX : +81-53-583-5817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생공업㈜ 의 기술력 

Global Marketing 

신생공업은  다양한 제품군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해외 거래처를 발굴하고자   

국내외 주요 전시회 참가 및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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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Taiwan

Singapore

Thailand

Malaysia

Hong Kong

China
USA

해외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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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1.

주요 생산 설비

Spray Dryer

Dry CIP

조각기

Sinter HIP

MCT

진공예비소결로

생산공정도

공정별 생산능력

원료분말
WC+Co Powder

압분성형

Hand Mode Press,
Automatic 

Press

PRE.SINTERING
H2 Fumace

Vacuum

MIXING
Ball Milling, Mixer
Drying, Sieving

WORKING
Mechanic Working

Forming

MECHANIC
WORKING

MAIN
SINTERING

INSPECTION

CEMENTED
CARBIDE
WORKING

TOOLS

기계가공 본소결

예비소결배합 가 공

제품검사

공정 주요설비 생산능력

배합 Spray Dryer 2대 / ATR / 교반기 100 톤/월

압분성형 압출2대 / 자동프레스 / Dry CIP  80 톤/월

예비소결 예비소결로 60 톤/월

가공 CNC / MCT / NC Tap  50 톤/월

본소결 진공소결로 / 가압소결로 / Sinter HIP 2대 50 톤/월

Strength 1.  최고의 생산 설비
신생공업은 GEA NIRO사의 Spray Dryer와 PVA사의 Sinter-HIP 등 세계 최고의 

생산설비를 통해 고객이 원하는 최고 품질의 초경합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Strengt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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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분석 장비 Line up

전자현미경 HITACH(JAPAN) 
(Max)  X300,000

초미립자 초경합금  평가 분석 능력 보유

<실측현미경> <AAS 정량분석기 (SIMADZU,日)> <광학현미경 (OLYMPUS, 日)>

<카본분석기 (LECO, 美)> <SEM, EDS (HITACH, 日)> <입도분석기 (MICROTRACT)>

<비커스경도기(OLYMPUS, 日)> <FSSS (DANDONG, 中)> < 만능재료시험기(DrTECH)>

Strength 2.  우수한 평가 분석 능력 
신생공업은 초경합금 분야 60년 이상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체 기술연구소에서 

최첨단 검사 /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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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5. 
Production Facilities  
최첨단 생산설비로 고품질의 제품을 약속합니다.고품질 초경합금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제품군초미립 재종(NF, SF, KF계열) 

내마모용 세립 재종(GF, G계열) 

절삭용 미립 재종(K계열, GF10) 

광산 토목용 조립 재종(DR계열) 

Strength 3.

Strength 3.  다양한 재종 및 제품군 
광산토목용 조립 재종에서 초미립 재종까지 40여가지 재종으로 절삭공구, 내마모, 반도체 금형용, 

비자성, 내부식성 소재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DIES

WEAR PARTS

HEADING DIES

BIT

ROD

CUTTING TOOL

Cutter

RAM/POT

NON-MAGNETIC

PRECISION MOLD

OTHER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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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S01 WEAR 
PARTS 02

주요제품
Pipe Drawing Dies, Rod Drawing Dies,

Wire Drawing Dies

응용산업분야
자동차 산업

주요제품
Twist Roll, Pinch Roll, Tube Roll, 

Profile Precision Roll

 

응용산업분야
철강산업, 자동차산업



HEADING 
DIES03 BIT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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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Heading Dies, Nut Former

응용산업분야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주요제품
B/C Bit, Auger Bit, Shield Bit, 

Conical Bit, Cross Bit, Hammer Bit

 

응용산업분야
광산 토목 공사, 건설산업, 지형탐사, 터널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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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D05 CUTTING 
TOOL 06

주요제품
Solid Rods, Central hole Rods, Two hole Helix Rods

응용산업분야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주요제품
End Mill, Drill, Reamer, Special Insert, Solid Tap

 

응용산업분야
자동차산업, 항공산업



Cutter07 RAM/POT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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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Cutter,  Knife 

응용산업분야
 제지산업, 목공산업 

  

주요제품
Ram, Pot, Plunger

 

응용산업분야
유체관련산업, 항공우주산업, 자동차산업, 의료기기산업



NON-
MAGNETIC09 PRECISION

MOL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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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품
Die & Punch, Plate , Magnetic Field Forming Mold

응용산업분야
반도체산업, 자동차산업, 특수장비, 항공산업, 의료기기산업  

주요제품
Lead Frame Mold, Connector Mold 

Motor Core Mold, , Secondary Battery Mold 

응용산업분야
반도체산업, 전지산업, 자동차산업 



주요제품
Disk, Jaw , Shim

응용산업분야
일반산업, 반도체 산업, 자동차 산업 

OTHER 
TOOL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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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현황



재종표 신규 개발 재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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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분류 재종명
경도 밀도 항절강도

HRA Hv g/㎤ kgf/㎟

고내마모-고압용 V

D1 93.7 2100 15.20 220

G1 92.5 1810 15.10 250

G2 92.0 1700 14.95 260

일반 내마모용 V

G3 91.0 1550 14.75 300

G4 90.0 1450 14.50 290

G5 89.0 1350 14.30 300

SX-5 87.5 1150 13.95 290

내마모-내충격용
(냉간단조용)

HD

SG6 86.8 1080 14.05 280

SG7 86.0 940 13.70 270

SM7 84.5 860 13.55 270

SM8 82.0 730 13.30 240

SM9 81.2 700 13.10 240

M8NC 83.5 800 13.10 250

내충격용
(광산용)

E

DR10 90.5 1500 14.95 260

DR20 90.0 1450 14.95 250

DR30 88.3 1250 14.75 220

DR35 87.8 1190 14.65 220

DR40 87.3 1130 14.55 220

DR65S 85.0 900 13.95 190

DR70S 84.5 860 13.85 190

E35S 85.8 950 14.45 180

E40S 85.0 900 14.25 180

E50S 84.2 840 14.05 190

고온내마모-내충격용 SR SR30 84.5 860 14.00 150

고온내마모용(절삭용) K K10S 92.5 1810 14.80 260

초초미립자 UF

NF12 92.5 1810 14.10 350

SF12 92.0 1700 14.20 330

SF13 92.2 1740 14.00 300

초미립자 EF

KF08 92.8 1860 14.55 300

KF10 92.2 1740 14.40 320

KF12 91.3 1600 14.20 330

KF15 90.3 1480 13.90 330

미립자
(EDM 가공용)

F

GF10 91.8 1650 14.45 320

GF20 90.5 1500 14.28 330

GF30 88.5 1270 13.95 320

비자성-내부식용 NM NM40 87.5 1150 13.85 270

용도 분류 재종명
경도 밀도 항절강도

HRA Hv g/㎤ kgf/㎟

고내마모-고압용 V D2 92.5 1810 14.80 280

초초미립자 UF

HF06 93.6 2000 14.80 250

HF08 93.2 1930 14.60 360

HF10 92.5 1810 14.40 360

PF10 92.2 1740 14.40 340

PF12 91.5 1630 14.20 360

HF06

PF10

HF10

PF12



신생공업재종계열의 특징 

고내마모/고압용재종

미립WC를 적용한 합금으로 고경도와 고압축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지 않는 고내마모 공구와 고압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내마모용재종

미립부터 세립의 WC를 적용한 합금으로 내마모성과 인성이 풍부한 가장 범용성이 높은 
재종입니다. 적용 범위가 가장 넓어 각종 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마모, 내충격용/냉간단조용 

중립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을 높여 내마모, 냉충격성을 요구하는 고속단조용 공구 및 
냉간단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충격용재종

중립부터 조립의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각종 광산공구용 
BIT 와 TIP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계 재종

초미립자 합금으로 경도 및 강도가 우수하고 특히, 내Chipping성이 요구되는 정밀타발금형, 
분말성형금형, EDM가공용, Slitter, 반도체관련금형, Motor금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온내마모, 내충격용 재종

고열간단조용으로 타 재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합니다.

고온내마모용

미립WC와 타종의 탄화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하고 각종의 
절삭가공공구와 메탈쏘, 엔드밀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자성, 내식용 재종

G1  G2

G3  G4  G5  SX5

SG6  SG7  SM7  SM8  SM9  M8NC

DR계  E35S  E40S  E50S

SF  KF  GF계열

SR30

K05S  K10S  SF13  KF13

NM20  NM40

니켈을 바인더로 한 비자성 초경합금으로 자장프레스용 금형, 자기Tapper용 공구, 메커니컬 씰 , 
내식성 공구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G1 SM7

G5 E50S

SF12 GF30

SR30 N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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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공업재종계열의 특징 

고내마모/고압용재종

미립WC를 적용한 합금으로 고경도와 고압축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지 않는 고내마모 공구와 고압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내마모용재종

미립부터 세립의 WC를 적용한 합금으로 내마모성과 인성이 풍부한 가장 범용성이 높은 
재종입니다. 적용 범위가 가장 넓어 각종 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마모, 내충격용/냉간단조용 

중립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을 높여 내마모, 냉충격성을 요구하는 고속단조용 공구 및 
냉간단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충격용재종

중립부터 조립의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각종 광산공구용 
BIT 와 TIP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미립자계 재종

초미립자 합금으로 경도 및 강도가 우수하고 특히, 내Chipping성이 요구되는 정밀타발금형, 
분말성형금형, EDM가공용, Slitter, 반도체관련금형, Motor금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고온내마모, 내충격용 재종

고열간단조용으로 타 재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합니다.

고온내마모용

미립WC와 타종의 탄화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하고 각종의 
절삭가공공구와 메탈쏘, 엔드밀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자성, 내식용 재종

G1  G2

G3  G4  G5  SX5

SG6  SG7  SM7  SM8  SM9  M8NC

DR계  E35S  E40S  E50S

SF  KF  GF계열

SR30

K05S  K10S  SF13  KF13

NM20  NM40

니켈을 바인더로 한 비자성 초경합금으로 자장프레스용 금형, 자기Tapper용 공구, 메커니컬 씰 , 
내식성 공구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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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 E50S

SF12 GF30

SR30 N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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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공업 재종계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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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마모 - 고압용 재종

미립WC를 적용한 합금으로 고경도와 고압축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비교적 낮은편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지 않는 고내마모 공구와 고압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D1, G1, G2

일반 내마모용 재종

미립부터 세립의 WC를 적용한 합금으로 내마모성과 인성이 풍부한 가장 범용성이 높은 재종입니다.
적용 범위가 가장 넓어 각종 공구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G3, G4, G5, SX-5

내마모 - 내충격용 재종

중립 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을 높여 내마모, 냉충격성을 요구하는 고속단조용 공구 및 냉간단조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SG6, SG7, SM7, SM8, SM9, M8NC

내충격용 재종

중립부터 조립의 WC를 적용한 합금으로 인성, 내충격성,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각종 광산공구용 BT와 TIP에
폭 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DR계열, E35S, E40S, E50S

초미립자계 재종

초미립자 합금으로 경도 및 강도가 우수하고 특히, 내Chipping성이 요구되는 정밀타발금형, 분말성형금형,
EDM가공용, Slitter, 반도체관련금형, Motor금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SF, KF, GF계열

고온내마모 - 내충격용 재종

고열간단조용으로 타 재종의 첨가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합니다.

고온내마모용 재종

미립WC와 타종의 탄화물을 첨가하여 고온하의 내산화성과 강도에 우수하고 각종의 절삭가공공구와
메탈쏘, 엔드밀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K10S, SF13, KF12

비자성 - 내부식용 재종

니켈을 바인더로 한 비자성 초경합금으로 자장프레스용 금형, 자기Tapper용 공구, 메커니컬 씰, 내식성 공구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NM40

SR30



주요용도 및 적용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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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종명
적 용 재 종

NF12 SF08 SF12 SF13 KF10 KF12 KF15 K10S GF10 GF20 GF30

금형

냉간단조금형

열간단조금형

정밀타발금형 ● ● ● ● ● ● ● ● ● ●

분말성형금형 ● ● ●

철강산업

다이스류 ●

플러그

열간압출

냉간압연롤 ● ●

열간압연롤

포밍&가이드롤

나이프 ● ●

절삭공구

드릴&리머 ● ● ● ● ● ● ●

엔드밀 ● ● ● ● ●

컷터&쏘 ● ● ● ● ● ● ● ●

나이프 ● ● ● ● ● ● ● ●

고압기기
피스톤&실린더 ●

앤빌

기계부품

씰 링

콜릿

센터 & 가이드 ●

광산공구
버턴 비트

컷터 비트

적 용 재 종

G1 G2 G3 G4 G5 SX5 SG6 SG7 SM7 SM8 SM9 DR20 DR30 DR40 E35S E40S E50S SR30 NM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WC입도에 따른 경도 변화 Co함량에 따른 경도 변화WC입도에 따른 항절력 변화 Co함량에 따른 항절력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