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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창사이래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는 세명테크는 '2020년 세계 최고의 
경량부품 소재기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 원가 그리고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승용차용 Aluminum 경량 Chassis 부품, Engine 및 Transmission의 
Aluminum 부품 그리고 상용차용 Hub & Drum Assembly를 생산하여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품질과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습니다. 

경량부품제조 신공법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여 미래를 대비하며, 소재와   
가공기술을 동시에 발전시켜 공정 문제점을 상호보완하고 품질과 원가경쟁력을 
극대화하려는 개선의 의지가 우리 세명테크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모든 임직원에게 개개인 목표를 부여하고 능력을 발전시켜 결국 회사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선순환 인재개발 프로세스 또한 우리 세명테크의 자랑입니다. 
인간과 환경을 중시하고 국가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우리 세명테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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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명테크 설립
익산상용차 허브&드럼가공 및 조립 공장 가동
익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장 가동
ISO/TS16949 품질인증 획득
전라북도 우수전략기업 선정 (자동차부품분야)
아산 알루미늄주단조 공장 가동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익산, 아산)
부품소재전문기업 (산업자원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선정 (중소기업청)
전라북도 선도기업 선정 (자동차부품분야) 
익산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2공장 증축
히든챔피언 선정 (한국수출입은행)
NET마크 [신기술인증] 인증
익산 제2차 공장 설립
멕시코 공장 설립

pASSion hArmony gLobAL creAtive
목표선정 달성 즉시,
끝까지 실행
칠전팔기 도전정신

인간존중 & 배려
LEADERSHIP
동기부여 능력

선진기술, 문화
적극 수용 및 승화

혁신을 지향
끊임없는 호기심
끊임없는 개선



mAin cLient certificAtionS

ISO/TS 1694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ISO 14001

전라북도우수전략기업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장

OHSAS 18001

부품·소재전문기업 국세청 표창장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

INNO-BIZ



buSineSS 
AreA

SEmyuNg TECH

ENGINE 
PART
- timing Chain Cover
- oil Pump
- turbo Charger Comp housing
- Water Pump

SUSPENSION 
PART
- aluminum knuckle
- aluminum Carrier

BRAKE 
PART
- Disc Brake assembly
- Drum Brake assembly

TRANSMISSION 
PART
- oil Pump Cover
- Drum support



EnginE 
Part

BrakE 
Part

transmission 
Part

susPEnsion 
Part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DRUM + HUB = DRUM TYPE DISC + HUB = DISC TYPE

brAKe 
pArt

brAKe 
pArt

DRUM BRAKE ASSEMBLY

DISC BRAKE ASSEMBLY

DRUM TYPE DISC TYPE

DRUM BRAKE ASSEMBLY

SPLINED DISC BRAKE ASSEMBLY

DRUM BRAKE ASSEMBLY
고 객
적 용
소 재
타 입

고 객
적 용
소 재
타 입

고 객
적 용
소 재
타 입

HyuNDAI, HyuNDAI mOBIS
트럭 & 버스
FC25
Drum Type 

HyuNDAI, HyuNDAI mOBIS
트럭 & 버스
FC25
Drum Type 

HyuNDAI, HyuNDAI mOBIS
트럭 & 버스
FC25
Drum Type 

SEmyuNg TECH 06

brAKe-hub & drum � diSc ASSembLy

brAKe SyStem brAKe-hub&drum � diSc ASSembLy

소음 & JUDDER 절감 내마모성 우수한 열 내구성

hub&drum�diSc의 자격요건

고 객
적 용
소 재
타 입

고 객
적 용
소 재
타 입

HyuNDAI, HyuNDAI mOBIS
트럭 & 버스
FC21+α
Disc Type 

HyuNDAI, HyuNDAI mOBIS
트럭 & 버스
FC21+α
Splined Disc Type 



Heat Crack

Mold, jig Development

니즈 분석(Needs analysis) 

Cae Analysys
- Thermal Deformation Analysis
- Structural Analysis

Dynamo Vibration Characteristic

Part Production

Optimum Design

Casting Simulation (주조해석) 
- 주조의 내부 결함을 예측하고 Casting Simulation에
  대한 결과는 최적의 주조 방안을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 
  합니다.

Strength test

deSign & bench 
mArKing
(OPTIMUM DESIGN)

vALidAtion
(BRAKE ASS�Y 성능 평가)

cAe AnALSyS

production
(MOLD, JI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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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Performance)
- 재료 (material)
- 가공방법 (method)
- 가격 (Cost)

OPTImum DESIgN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reSeArch deveLopment 
proceSS



구 분 기존 DISC BRAKE HYBRID DISC

사 진

계 43kg 30kg (↓1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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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철 소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경량형 알루미늄 소재 적용 (A356)
■ NET CPC 해석/주조기술 적용 및 알루미늄 소재 인장 강도 확보

[주조해석]

cpc cASting

DISC [주철]

DISC [주철]

HUB [주철] HUB [알루미늄]

1. 주조준비 2. CPC(차압) 주조 3. 주조완료/취출

[CPC Casting Flow] [Tensil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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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Weight 
30%

brAKe-hybrid diSc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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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 VENTILATED  최적화 설계
■ 냉각 기능 최적화 설계
■ Axle Bearing 내구 유지를 위한 Disc 
   - Hub 열전달 최소화 (그리스 열화 방지)
■ 냉각에 효과적인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적용
   - AL 240W/mk : ST 80W/mk

[냉각 순환 LAYOUT] [Temperature measurement]

[Heat Crack Test]

[Braking Temperature Test]

DISC
Air Ventilated

HUB
Air Ventilated

HUB
Aluminum Material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optimum 
cooL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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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력+열변형 해석]

■ 제동시 발생되는 열에 대한 디스크의 변형 자유도 부여
■ 강제 구속 완화에 따른 디스크 열크랙 방지 성능 향상
■ 양산품 대비 INNER, OUTER 열크랙 성능 향상

[시소내구강도 시험 시편]

[시소내구강도, 열크랙 시험 LAYOUT]

Bolt

Spring-Plate

Spring-Gap

Disc

twist by 
disc heat

thermal
deformation

+

Hub

Stud Bolt

SEmyuNg TECH

optimum 
free mtg deSign

[열크랙 시험 시편]

양
산

품
HY

BR
ID

 D
IS

C

brAKe-hybrid diSc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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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 제동시 발생되는 진동 소음이 감소되는 구조설계
■ 양산 제품 대비 250% 진동 소음 저감

[양산제품]

Disc

Aluminum Hub

vibration 

vibration 

vibration 

damping

[감쇄 시간 그래프, 양산제품]

[HYBRID DISC]

[감쇄 시간 그래프,  HYBRID DISC]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vibrAtion noiSe 
reduction



engine 
pArt

trAnSmiSSion 
pArt

timing chAin cover

bALAnce ShAft moduLe

oiL pump cover

timing chAin cover

oiL pump houSing

drum Support

timing chAin cover

WAter pump body 

tenSion Lever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HyuNDAI, kIA
gAmmA 엔진

HyuNDAI, kIA
THETA 엔진

HyuNDAI, kIA
중/소형 자동변속기

HyuNDAI, kIA
Nu 엔진

HyuNDAI, kIA
A2 엔진

HyuNDAI, kIA
자동변속기

HyuNDAI, kIA
kAPPA 엔진

CHRySLER 
HEmI 엔진

츠바키 모터
LAmBDA 엔진

12SEmyuNg TECH

hpdc |  고압 다이캐스팅



Squeeze pin

VACCum  POINT

Super cooling pin

일반 다이캐스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조 복합 기술을 적용

주조의 내부 결함을 예측하고 Casting Simulation에 대한 결과는 최적의 주조 방안을 설계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multi Die Casting 장비를 이용하여 품질과 기술을 향상하였습니다.

진공 다이캐스팅
국부 스퀴즈 다이캐스팅
금형온도제어
밀폐형 주형
슈퍼쿨링 & 타임냉각

cASting 
SimuLAtion

mAnufActuring 
technoLogy for 
die cASting

muLti-high 
preSSure die 
cASting

13

Design

HP Die casting

Thermal analysis
- mold temperature analysis by using a thermal camera

Gravity casting

GENERAL 
DIE CASTING

ENgINEERINg CAPABILITy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알루미늄 hpdc



CENTER HSG COVER (TURBO CHARGER) SEAL PLATE (TURBO CHARGER)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HyuNDAI-WIA 
kAPPA, R 엔진

HWT
gAmmA(180PS), Nu 엔진

engine 
pArt

TURBO CHARGER C/H

RR CARRIER

TURBO CHARGER C/H

RR CARRIER

TURBO CHARGER C/H

FR KNUCKLE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고 객
적 용

HWT
gAmmA(200PS)

HyuNDAI, kIA
SONATA, gRANDEuR, k5, k7

HWT
Nu 엔진

HyuNDAI, kIA
EQuuS, gENESIS, k9

HWT
gAmmA(180PS)

HyuNDAI, kIA
EQuuS, gENESIS, k9

14

SuSpenSion 
pArt

cASting

cobA(cASting+forging)

SEmyuNg TECH



코바프레스 제조 기술

제조 순서

DESIGN PROCESS

단조 시뮬레이션 적용사례

COBA Press 기술은 중력주조 및 단조 공법을 이용한 복합제조 공법으로 2006년 Saint Jean사로부터  도입한 알루미늄 Suspension 부품 제조에 
혁신적인 생산방식 입니다.

* 주요 특성 : 예열 후 완료된 주물(최종제품에 가까운 형상)을 단조 및 열처리 하여 주조 결함을 제거하고 내구성을 향상하였습니다.

- kNuCkLE 
- CARRIER
- CONTROL ARm  ,,,etc

15

주조품

용  해 g.B.F 중력주조 예  열 단  조 후처리 T-6 열처리 형광 침투 검사

단조품

미세조직 주조 미세조직 단조 

소재완성품

AFTER CASTING AFTER TRIMMING 장  점

주조 결함 없음

내구  개선
(SKIN EFFECT  극대화)

기계적 성질 개선

AFTER FORGING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cobA preSS 
[중력주조 및 단조]



브레이크 캘리퍼 반응고 HPDC 마스터 실린더 및 터보 차져 comp. 
hsg 반응고 HPDC

리어 캐리어 반응고 
HPDC 

Semi-SoLid 다이캐스팅

주조공정에서 액상이 아닌 반응고 상태일 때 공급재를 주입하는 고압 주조 방식입니다. 본 방식을 통하여 금속 조직의 구상화 및 입자 미세화를 
시킬 수 있으며 주조 내부결함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장 강도 및 신장과 같은 기계적 특성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16

Semi-SoLid 
high preSSure cASting

SEmyuNg TECH

H-NCM 방식 ‒ EMS SEMI-SOLID 핵형성기술

개발 제품

개발 및 절차 보증을 위한 주조 시뮬레이션 DEVELOPMENT LINE

에너지를 증폭시켜 용융된 금속 내부 폭발을 캐비테이션 
중첩현상을 통해 야기합니다. 짧은 캐비테이션은 짧을
수록 유리합니다. 
입자 미세화 효과가 있습니다. 

덴드릭 구조를 분리하고 슬러리 상태를 균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CAVITATIONS 효과

EMS EQUIPMENT 장비
(ELECTRO-MAGNETIC STIRRING) 

Practical 
experiment

CAE
Simulation

510 mm 540 mm 570 mm 600 mm 630 mm Stroke (mm)

Filling rate (%) 19% 25% 29% 69% 89%



DAS 미세 조직 (평균 34㎛) 방향성 응고

차압주조 : counter preSSure cASting (cpc)

주조시 보온로와 Chamber(주조금형)를 동시에 가압 후, Chamber의 압력을 줄여 차압의 효과로 금형에  용탕을 충진/주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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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c 
[저압 주조]

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차압 및 냉각 효과 극대화로 인한 응고시간 단축 가능

각 부위별 물성 산포 개선

1. 사이클 시간 단축 

2. 기계적 성질 향상 

강점 CPC공법 적용 부품개발 현황

pArt cuStomer vehicLe

AL
kNuCkLE

TRW  gm: Impala/monte   
 Carlo/Buick/Vans

SmW
 gm: Cadillac STS  
 Chrysler: grand Cherokee 
 Dodge: Durango, Ram Truck

Honda  Honda: Civic
VW  Passat, Tiguan

AuDI  A4, A5, Q5
BmW  m3

CONTROL
ARm

Benz  m-Class, R-Class
SmW  gm: SuV

SuSPENSION
BRACkET Peugeot  Various Peugeot models 

CPC 주조 방법 CPC 설비

1. 준비 

3. 보온로의 압력 증가 

2. 보온로 및 챔버로의 압력 부하 

4. 응고

CPC MACHINE

* 생산CAPA / 年 약 200,000개

CPC machine

냉각 채널(64개)

챔버(금형)

냉각탱크

보온로(900kg/ch)



gLobAL
netWorK

QuALity ASSurAnce eQuipment

THE QuALI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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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몬테레이 공장

- 엔진부품
-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OPEN 2017

익산 제1공장

- 파워트레인 부품
- 고압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 가공 

2016 SALES 
US$ 50MIL

익산 제2공장

- 트럭 및 버스 브레이크 허브 및 
  드럼/디스크
- 가공 및 조립 

2016 SALES 
US$ 30MIL

아산 공장

- 알루미늄 너클
- 알루미늄 캐리어 
- 중력 주조 및 단조 
- 저압 주조
- 가공 및 조립

2016 SALES 
US$ 70MIL

REPUBLIC OF KOREA MEXICO

231 97 314

SEmyuNg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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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yOuR CAR LIgHTER FOR

THE gREEN FuTuRE

3d 측정

화학성분 분석

X-rAy 확인

형상측정장비

금속현미경

조도측정

인장�파단 시험

경도측정



www.semyungtech.com

www.semyungtech.com

SEMYUNG TECH
Leads automobile industry
World’s Best competitiveness

멕시코공장
Boulevard Nexxus ADN 2110, Cienega de Flores, 
N.L., Mexico C.P.65550
T. +52-81-2201-8142

주| 세명테크

본  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시흥대로 607(대림동)
T. 02-849-0211 F. 02-849-0124

아산공장
충청남도�아산시�인주면�인주산단로91
T. 041-531-0001 F. 041-533-4884

익산공장
전라북도�익산시�석암로 7길 137(팔봉동)
T. 063-833-8811 F. 063-833-8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