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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이사 인사말

Welcome to HUNUS Eng. CO.,LTD

저희 HUNUS Eng.는세계제일의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정밀 금형 및

부품 가공 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새로운 도약과 혁신으로 동종업계 최고를 목표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경영 합리화는물론 신뢰와 혁신의사훈아래 새로운가치 창조를

위해 정진할 것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 최고의 제품, 최상의

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홍성광

고객 제일 주의 경영

원칙과 합리 위주 경영

환경 / 안전 최우선 경영

경 영 방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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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소개

주식회사 후너스 이엔지

5,500 Mil. KRW

- 공장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산대로 135-16 - TRB CAGE /금형생산
- HOMEPAGE : www.hunuseng.co.kr

홍 성 광

1. TRB (Tapered Roller Bearing) cage 생산
2. 정밀 금형 및 부품 가공, 압연 롤가공
3. Lead Frame, Stamping Die, Motor Core, Connector Tool 가공

- 공장 : 3,238㎡ (건물 1,533㎡)

회 사 명

대표이사

자 본 금

주요사업

주 소

공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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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unuseng.co.kr/


3. 회사연혁

■ 2014. 05 ㈜후너스이엔지설립
-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생산품목 : TRB CAGE생산, 치공구제작
- 대표이사 정성우

■ 2014. 11 ㈜후너스이엔지, 한결엔터프라이즈(정밀 금형 제작) 인수
TS16949 / ISO 14001 인증 획득

■ 2016. 5 특허 2건 출원 완료

■ 2016. 11 기업 부설연구소 설립

■ 2018. 05 특허 3건 출원 완료 – 총 보유 특허 5건

■ 202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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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표이사 홍성광 취임



4.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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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및 관리
- 인사 및 노무
- 구매 및 운송
- 회계 및 자금

- 제품 개발
- 생산 설계
- 생산
- 기술영업
- 치공구 가공

- 기계부품 가공
- 금형 설계 및 가공
- 기술영업

관리 이고은 생산 김명구 계장 납품영업 김원용 과장 생산 박주식 과장

김동현 주임 이종환 최창인

신종도 주임 품질 맹현진

김영찬 조장 이정화

박병진 양정수

신상원 쇼트 형재형

정민규

관리팀 CAGE 생산 / 품질관리

김석영 부장 이심호 이사

CAGE 사업부 본부장

사진일

금형 치공구 생산팀

이헌호 부장

이사회

대표이사

홍성광



- 고객별 제품 현황

5. 주요 고객 및 생산 기술 현황

구분 주요 고객사 주요 제품

Steel Cage 셰플러 코리아

- Taper Cage제품개발기술보유

- SRB Cage제품개발기술보유

- Ball Cage제품개발기술보유

- Shield Cage제품개발기술보유

금형

몰렉스 코리아
- Lead Frame금형개발기술보유

- Connector금형개발기술보유

- Moter Core금형개발기술보유

- PRESS금형부품제작,정밀치공구 ,

- ROLL가공

하나 G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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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ered Roller Bearing Steel Cage

Lead Frame 금형Connector 금형



6. 인증현황 (1/3)

ISO 14001IATF 16949

-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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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현황 (2/3)

롤러베어링의케이지
제조용 상부금형의

제조방법

- 특허증

베어링 케이지의
제조방법

베어링 케이지의
제조방법

롤러베어링의케이지
제조용 상부금형 및

이의 제조방법

롤러베어링의케이지
제조용 하부금형 및

이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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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증현황 (3/3)

- 특허증 출원 현황

출원 번호:10-2021-0074654

스크랩배출성능을 높인 펀칭금형

출원 번호: 10-2021-0074664
레벨러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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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el cage 생산

1. 원재 입고 2. Blanking 공정 3. 창명 공정

5.   내발 및 확대 공정 6. 숏트 공정 7. 세척 및 방청 8. 외관 검사

9. 포장 및 출하

4. 동시면취 공정

- Cage 생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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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el cage 생산 설비 (1/3)

1. Blank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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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 Cage

7. Steel cage 생산 설비 (2/3)

2. Semi-auto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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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teel cage 생산 설비 (3/3)

3.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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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형 / 치공구 생산공정 및 설비현황 (1/3)

1. 금형 주요 설비

※ Measurement :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2set, 청정도 검사 장비 1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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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형 / 치공구 생산공정 및 설비현황 (2/3)

2. 금형 장비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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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형 / 치공구 생산공정 및 설비현황 (3/3)

3. Total Production Solution

Order
Confirmation

Technical   
Meeting

Tool L ayout  
Design

Completed 
Tool Design

Process 
Engineering

Parts
Machining

Assembly
Die Assemb  

ly

Tryout

Design appr  
oval

Design  
Review

Process   
Review

S ample  
Review

Customer

Productiv ity  
Review

Serial 
Production

Parts 
S p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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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계회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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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후너스홀딩스 ㈜후너스엔터테인먼트 HUNUS AMERICA Co., Ltd.

관계
모회사

(지분율 100%)
계열회사

(모회사 56% 지분소유)
계열회사

(모회사 100%지분소유)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A , U.S.A

설립년도 1975년 2014년 2018년

대표이사 홍성광 홍성광 이영훈

총자산
(2020년 말)

18,620 Mil.KRW 2,686 Mil.KRW 6.9 Mil. USD

주요 영위 사업 화학 원재료 수출입
드라마제작, 배우매니지먼트, 
음반제작, 컨텐츠 기획유통

부동산임대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