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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에 대한 생각으로
내일을 움직이는 기업
삼정 E&W는 1983년 주식회사 삼정공영으로 출발하여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창사 이후, '신뢰받는 인간', '신용 있는 제품' 이라는 사훈을 바탕으로
높은 정밀성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 분야에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회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열정적으로 발전사업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삼정 E&W는 발전플랜트 산업을 통해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신뢰와 기술력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삼정 E&W
가치가 다른 기술로, 더 큰 내일을 열어가겠습니다.

에너지로 실천하는 나눔 [사회공헌 & Global Company]
23 사회공헌활동
25 Global Company
26 고객사

삼정 E&W 임직원 일동

회사소개
05 연혁
07 미션 & 비전
08 조직도
09 공장현황
10 인증 및 협약

에너지를 향한 도전
자연의 바람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
바다를 오가는 선박을 움직이는 일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일은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삼정 E&W가 도전하고 있는 일입니다

에너지를 향한 담대한 도전 - 삼정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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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History
세상을 움직여온 30년, 더 큰 100년을 향한 도약

삼정공영에서 삼정 E&W로, 새로운 출발과 도전의 역사

1983 - 2007

2009 - 현재

1983년 3월

㈜삼정공영 창립

1985년 12월 팔용공장 준공
1997년 10월 ISO 9001 인증 획득
2004년 1월

국내 최초로 일본 Mitsui 조선의 선박엔진 Piston rod, Cross head pin 납품

2005년 2월 국내 최초로 미국 General Electric에 풍력 Main shaft 납품
2006년 4월 성주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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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선박엔진 부품부문의 Single PPM 인증 획득

2007년 2월

㈜두산엔진의 품질경영우수상 수상

2009년 7월

㈜삼정 E&W (SAMJUNG E&W Co., Ltd.)로 상호 변경

2009년 12월 풍력 부품부문의 Single PPM 인증 획득
2009년 12월 ISO 14001 인증 획득
2010년 3월 미국풍력협회 (AWEA) 가입
2010년 4월 미국 Nextwind사의 풍력부문 L/I 접수
2010년 10월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2년 9월 진북공장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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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 비전 / Mission & Vision

조직도 / Organization

발전플랜트 산업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

발전 산업의 현장 곳곳에서 호흡을 함께하는 삼정 E&W의 사람들

MISSION
선박엔진과 풍력발전 기술, 발전플랜트 산업에서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

회장

VISION

대표이사

플랜트설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

품질관리실

창립 30주년의 해‘2013년’
기술본부
기술본부

~2012
부품 가공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

2013
설비 제작
발전소 및 석유화학
해양플랜트

미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사회•환경•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플랜트설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술연구소

제관사업본부

가공사업본부

제관팀

가공팀

제관기술팀

가공기술팀

영업본부
영업본부

견적팀
영업팀
사업관리팀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본부
기획팀
인사/총무팀
재무팀
구매팀

선박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의 중추적 역할에서
플랜트설비 분야의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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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현황 / Shop Overview

인증 및 협약 / Certificate

발전플랜트 산업을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기업

인증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발전플랜트 산업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본사 및 진북공장

팔용공장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산단2길 78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46번길 37

• 대지 면적 : 17,235 ㎡

• 대지 면적 : 3,338 ㎡

• 공장 면적 : 11,565 ㎡

• 공장 면적 : 2,440 ㎡

가공동

제관동
Yard

인증계획

• ASME - S, U, PP

• ASME - N, NA, NPT

• ISO 9001 / 14001

• KEPIC - MN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업부설 연구소

• 공장 규모
공장

인증서

Bay

공장 규모

A

165m(L) x 21m(W)

20 ton (2기), 10 ton

B

165m(L) x 21m(W)

30/10 ton, 30 ton, 10 ton

O/H Crane (14기)

C

165m(L) x 21m(W)

30 ton, 20 ton, 10 ton

D

165m(L) x 21m(W)

50/30 ton, 30 ton, 20 ton, 10 ton

124m(L) x 15m(W)

Semi gantry / 20 ton

산학연 협약
• 중소기업기술사관 (창원문성대학, 창원공업고등학교)
• 풍력연구센터 가족회사 (군산대학교)
• 미래기초인력개발산업 (군산대학교)
• 기술지원 (재료연구소)
• 가족회사 (창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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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타

• 고리형 소형풍력발전기 디자인 등록

• 녹색인증 컨설팅 (경남테크노파크)

• 국내특허 등록

• 미니클러스터회원기업 (한국산업단지공단)

• PCT 출원

• 창원지식센터 회원사 (창원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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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다루는 기술

17 연구개발
18 품질관리 시스템 / 환경 보건 안전 방침
19 제작설비

자연을 생각하는 에너지 산업으로
세상을 푸르게 변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발전플랜트 기술로
더 가치 있는 내일로 향합니다

에너지를 다루는 앞선 기술 - 삼정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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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및 생산제품 / Business & Major Products
선박 디젤엔진과 풍력발전에 사용되는 정밀부품으로 경쟁력과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발전소 (Power Plant)

풍력발전 (Wind Power)

전기를 생산해내는 발전설비를 제작 및 공급하는 사업 분야로,

다양한 타입의 Main Shaft를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풍력발전업체에

고도의 이론 및 경험적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

공급하는 사업 분야로,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 보일러
• 터빈 및 발전기

핵심 해결방안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부품가공 산업
• Main Shaft

• 보조기기
• 석탄취급설비

석유화학 및 해양플랜트 (Petro-chemical & Offshore Plant)
원유 및 가스를 시추/생산/저장하는 사업에 관련된 주요 설비를 생산
하는 사업 분야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인 산업
• 열교환기, 압력용기, 반응로 외

제철플랜트 (Steel Making Plant)
철강 압연 핵심 부품인 Work Roll을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철강생산
업체에 공급하는 산업
• 각종 Rolls 외

• 해양 스키드 외
• 플랫폼 (Platform), 스팅거 (Stinger) 외

선박엔진 (Marine Engine)

발전소 및 산업플랜트용 밸브

선박 디젤엔진용 Piston Rod, Cross Head Pin 을 제작하여

발전소와 산업플랜트에 사용되는 각종 밸브를 생산하는 산업

국내외 주요 선박엔진사에 공급

• Body, Bonnet, Disc 외

• Piston Rod, Cross Head Pin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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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요 설비 제작 /Power Plant Major Product
고도의 이론과 경험적 기술이 필요한 플랜트 산업 주축

Power Plant
삼정 E&W는 '플랜트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발전소 주요 설비 제작 사업은 웅장한 규모의 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설비들을
제작하는 사업분야로, 고도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발전설비 사업영역을 확장하여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춘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삼정 E&W는 30년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발전소의 핵심 설비를
국내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Boiler
• Pulverizer, Drum & Header, Damper, Duct, Casing, Stack 외

Turbine & Generator
• LP Casing, Tanks & Vessels 외

Balance Of Plant
• Condenser, Heat-exchanger, Feedwater Heater, Tanks, Pipings 외

Coal & Ash Handling System
• Ship Loader & Unloader, Stacker Reclaimer 외

HRSG
• HP/IP/LP Drum, Header
Damper, Duct, Casing, Stack 외

15

16

연구개발 / R&D

품질관리 시스템 / Quality Control System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발전 시스템 산업의 내일을 열어갑니다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무결점 (Zero Defect)을 달성하여 고객사의 신뢰에 보답합니다

품질관리 체계

Generator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최고의 품질로
국내외 유수한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 고객사에

Dump-Load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Controller

다년간의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를 전 생산
라인에 배치하여 완벽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정책

Top Quality
Management Direction

메뉴얼

QC Manual

절차서

Quality Procedure

기록서

Quality Verification Data

운영하고 있습니다.
Battery
12V 100AH
Inverter
DC/AC

시험 및 검사 설비
고리형 소형 풍력 발전 시스템 (Small Wind Power System)
전(全)방향 바람을 이용한 블레이드 개발은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는 첨단 설계기술로 트래킹이 필요 없고, 소음 없이 회전

3차원 측정기 (CMM, Coordinate Measuring Machine)

측정기

• Travel : 1,600(X) x 7,200(Y) x 2,000mm(Z) / 해상도 : 1 ㎛

• Surface Roughness Tester 외

이 가능한 블레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최적화된 블레이드 원천 기술 개발로 기존의 블레이드 형태보다 효율이 높고, 구조
적으로 안전성이 뛰어난 블레이드를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하였으며 A/S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양의 증가에
따른 블레이드 크기 증가비율 또한 최소로 하였습니다.

적용범위
• 구형 타입의 블레이드 부분 광고효과
• 국내외 구형 블레이드 타입에 원하는 마크를 디자인 적용
: 해안도로, 관공서, 학교, 펜션,
대형마트, 휴게소, 별장,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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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ype

Product name

Ring type wind power

Generator

Permanent magnet (DC 24V)
AFPM Coreless

Controller

Wind power generation

Battery

Deep cycle (12V)

Inverter

Independent

환경 보건 안전 방침 / EHS Policy
환경 보건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무재해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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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설비 / Manufacturing Facilities

(4) CNC Heavy Duty Lathe

전 공정의 시스템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고의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제작 설비 현황
번호

설비명

설비 번호

수량

(1)

CNC Deep Hole Boring Machine

DH 01~03

3

(2)

CNC Horizontal Boring Machine

HB 01~06

6

(3)

Roll Grinding Machine

GR 01~04

4

(4)

CNC Heavy Duty Lathe

HL 01~10

10

(5)

Vertical Turning Lathe

VL 01~02

2

(6)

Plano Miller

PM 01

1

(1) Deep Hole Boring M/C

설비번호

최대 절삭 치수

Travel (z)

Max Weight
25 ton

HL01

ø2,600

6,000

HL02

ø1,800

5,000

12 ton

HL03

ø1,700

5,000

10 ton

HL04

ø1,800

5,000

12 ton

HL05

ø1,800

5,000

12 ton

HL06

ø1,800

5,000

12 ton

HL07

ø1,700

5,000

12 ton

HL08

ø1,500

5,000

10 ton

HL09

ø1,500

3,000

10 ton

HL10

ø1,000

5,000

8 ton

비고

(5) NC Vertical Turning Lathe

설비번호

최대 절삭 치수

Travel (z)

비고

설비번호

최대 절삭 치수

DH01

ø40~220

5,000

VL01

ø2,500 x 1,600(H)

DH02

ø30~190

5,000

VL02

ø6,000 x 4,000(H)

DH03

ø30~150

4,000

비고

(2) CNC Horizontal Boring M/C
설비번호

Spindle Dia.

Travel (z)

비고

(6) Plano Miller

HB01

ø150

3,000 x 3,000 x 1,600

설비번호

최대 절삭 치수

HB02

ø130

3,000 x 2,000 x 2,000

PM01

12,000(X) x 6,000(Y) x 5,000(Z)

HB03

ø150

3,000 x 2,300 x 1,600

HB04

ø150

3,000 x 2,000 x 1,600

HB05

ø130

3,000 x 2,000 x 2,000

HB06

ø200

10,000 x 4,500 x 2,000

비고

제관 설비 현황
(3) Roll Grinding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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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명

주요사항

설비번호

최대 절삭 치수

Travel (z)

Max Weight

Turning Roll (6)

30, 50 & 100 ton

GR01

ø2,000

8,000

25 ton

Manipulator (2)

Wire Welding & Cladding

GR02

ø1,000

6,000

10 ton

Positioner (2)

10 & 30 ton

GR03

ø1,000

4,000

10 ton

용접기 (20)

TIG, CO², ARC & Others

GR04

ø875

5,000

15 ton

Hydrotest Pump

300kg / cm²

비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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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
Global Company

에너지로 실천하는 나눔

23 사회공헌활동
25 Global Company
26 고객사

세상을 움직이는 도전을 넘어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삼정 E&W가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실천하는 따뜻한 나눔 - 삼정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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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공헌활동 / CSR

기업과 사회의 아름다운‘동행’

나눔경영과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삼정 E&W

삼정 E&W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커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눔경영과 환경경영을 실천하는 삼정 E&W가 되겠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나눔’경영
기부는 함께할수록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나눔 경영을 통해 임직원 전체가 아름다운 기부문화를 실천하겠습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눠온 따뜻한 시간
삼정 E&W는 회사의 수익금 일부를 복지재단에 후원하고 있습니다.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행복한 기부
아너소사이어티의 공식 회원으로서 삼정 E&W는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는‘환경’경영
환경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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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너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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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Company

고객사 / Client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삼정 E&W의 플랜트 기술과 제품

고객사와의 든든한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나갑니다

삼정 E&W는 미국,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선박엔진과 풍력발전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삼정 E&W는 고객과의 약속인 품질 및 납기는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우리의 의지로

높은 정밀성의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선박엔진 및 풍력발전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통해

회사명을 삼정(三正)으로 정하였고, 국내외 기업들과 이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세계 제일의 플랜트 전문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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