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ebrating 40 th Anniversary in2018
(With 28 years in Uzbekistan)

CEO Message

세계적 수준의 전문기술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원면 무역(Cotton Trading), 방적, 건설, 실리콘 메탈 생산, Solar Energy,
그리고 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안녕하십니까?
금년으로 저희 신동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의 산업화 고도 성장을 선도하던 면방
적 업계에 전량수입에 의존하던 원면을 미국 일변도에서 수
입선을 인도, 파키스탄, 중국, 우즈베키스탄 및 브라질 등지
로 다변화 하는 역할을 통하여 한국 면방업계의 경쟁력을 제
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원면무역, 방적,
해외건설, 실리콘메탈제조, 태양광 발전소 건설 및 첨단 원
천 에너지 신기술을 보유하는 등 사업영역을 다변화 하게 되
었습니다.
창업이래 “새로운 가치창조”와 “최고를 추구하는” 정신과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념을 실현
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더불어,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신동은 대체 에너지 개발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과 사
회공헌 확대를 통해 창조적 자본주의와 사회적 기여를 동시
에 추구하는 기업 경영의 이념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대표이사 김 윤 식

新東沿革

Shindong History

A LEGEND OF COTTON

Since 1978 in Search of Integrity and Excellence
새로운 가치창조와 최상을 추구하는 정신과
인간존중을 기본으로 자율과 책임의 경영이념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8년

신동무역상사 설립

1980년

㈜ 신동에너콤 설립

1991년

1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첫 진출 (우즈벡 독립 8개월전)

199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법인 설립, 부하라에 GOLD STAR TV 합작공장 설
립 국내기업 최초 우즈벡 정부와 BARTER 계약체결

1993년

중앙아시아 5개국 연간최대 80,000Ton (약2억불 상당)의 원면 공급

1994년

무역의 날 수출 오백만불 탑 수상 및 대통령 표창

1997년

우즈벡 현지투자로 Knit 섬유제품 생산

2000년

우즈벡 Nukus & Urgench 상수도 공사 국제 입찰/수주

2002년

우즈벡 Nukus & Urgench 상수도 공사 준공

2003년

Sharq Shindong Plast ( HDPE Pipe와 Fitting )합작회사 설립

2004년

Surkhandarya Region Investment Program
Surkhan 공장인수 (방적공장 투자계획 수립)
Cotton seed oil 공장 합작 투자 설립

2005년

우즈벡 Dinamo 내수의류 봉재 합작 설립
우즈벡 대통령 외국인 수여 최고훈장 ‘Dostlik’수훈

2006년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벡 Djizzak) 입찰 수주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벡 Karshi) 입찰 수주

2007년

Surkhandarya Agrohizmat Shindong 면실유 공장 준공
우즈벡 규사(SiO2 ) 개발광권 MOU체결 및 3개 규석광산 개발권 면허획

2008년

득 SolarTech설립 – Technical Silicon 생산시설 추진

2009년

Shindong Spinning TERMEZ 방적 공장 준공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벡 Djizzak 펌프장] 입찰 수주
SOLATECH 공장부지 확보 및 공장설계 완료

2011년

우즈벡 규석광산 채굴권 내각통과

2012년

우즈벡 규석 광산 채굴 license 취득

2013년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벡 TERMEZ 하수도공사] 입찰 수주

2014년

아시아개발은행 [우즈벡 Djizzak 상수도공사] 입찰 수주

Cotton Trading
(A LEGEND OF COTTON)

1978년부터 현재까지 섬유산업의 주원료인
원면 무역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입량의
약 35%~40%를 점하고 있으며, 1991년에
세계최초로 구 소련에 진출하여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면화를 수출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과 적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istorical Cotton Price Chart

Cotton Trading Volume(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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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Shindong Silicon

UZ-SHINDONG SILICON ANGREN 공장전경

FeSi PRODUCTS
Puritv : 75% or Better

MgSi PRODUCTS
Puritv :99.50

SHINDONG SILICON MINE IN DJIZZAK

UZ-SHINDONG SILICON LLC
회 사 명 : Uz-Shindong Silicon LLC (대표이사 : GD BOBUR)
설 립 일 자 : 2008년 9월
공장부지 :
주요현황 :

•
•
•
•

안글렌시 : 수도인 타쉬켄트시에서 100km 거리
두개의 별도의 변전소가 가까이 위치하며, 전력선이 두 개로 나뉘어 안정적으로 공급받음
자체 보유 규석광산에서 고순도 규석 채굴 및 조달
현재 연 7000톤의 고순도 페로실리콘 생산 중이며, 전량을 우즈벡 최대 국영철강기업인
Uzmetcombinat에 수입 대체 판매(LOCALIZATION)

•

우즈벡 지질자원부와 국영철강기업인 Uzmetcombinat : 신동에너콤 50:50 지분의 JV합작사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2000년부터 다수의 아시아개발은행 및

국제기구 차관자금의 수처리 공사 수주 및 완공
태양광발전소 건설 등 영역 확대 계획

ADB자금에 의한 우즈벡 정부공사 원청수주내역
공사 프로젝트명

발주처

국가

위치 완공

아랄해 Project – Refurbishment of water distribution networks of
Nukus and Urgench cities

Ministry of Macroeconomics and Statistics of
Nukus &
우즈베키스탄
2002년
the Republic of Uzbekistan
Urgench

Reeqiupment of chlorination water intakes for the work on liquid
chlorine

Nukus Branch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우즈베키스탄
the International Fund for Saving the Aral Sea

ADB Project - Refurbishment and new construction of water mains
in the city of Djizzak

ADB(아시아개발은행) Djizzak
PIU

ADB Project - Refurbishment and new construction of water mains
in the city of Karshi

ADB(아시아개발은행) Karshi PIU

ADB Project - Refurbishment of Boreholes, Wellfields and
Pumping Stations in the city of Djizzak
ADB Project - Rehabilitation of Sewerage System of Termez
city(Sewerage Treatment Plant and Sewerage Networks)
ADB Project - Rehabilitation of water intake facilities “Koytash”,
WDC and networks in cities and rural settlements of Zafarabad
and Arnasay districts of Djizak Oblast

Karakalpakstan

2006년

우즈베키스탄

Djizzak 2008년

우즈베키스탄

Karshi 2010년

ADB(아시아개발은행) Djizzak
PIU

우즈베키스탄

Djizzak 2010년

ADB(아시아개발은행) Termez
PIU

우즈베키스탄

Termez 2015년

우즈베키스탄

Djizzak 2016년

ADB(아시아개발은행)
Djizzak PIU

“중앙아시아의 맑은 물 만들기 정책에
기여하고, 신동건설의 기술표준을
제시하여 협력기반을 수립함”
“17년간 최우수 품질의 공사 완공으로
안정적인 수주기반 마련”

CIS 국가 최초 1997년 우즈베키스탄에
Tashkent Iakeside Golf club 건설 및 운영

Spinning Termez LLC

아프가니스탄 접경도시 Termez시에 방적공장건설

Shindong Spinning Termez LLC
회사형태 : Shindong Enercom Inc. Korea 100% 단독투자
공장규모 : 대지 4.5ha, 건물 10,892 ㎡ , 사무실 6,624 ㎡
설립개요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2005-2007년 Surkhandarya 지역의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Project Program 중
정부명령서(Decree of Cabinet Minister) NO. 560 & NO. 38 섬유산업 분야에 참여
우즈벡 Surkhandarya주 최초의 외국인 투자로 기록됨
연간생산량 : RING 방적 CD Ne20/1 4,000Ton CD Ne30/1 3,000Ton
OE

방적 OE Ne10/1 2,700Ton

Organic Farm

세라바드 면실유 공장

우즈베키스탄 유일의 YOLREFTRANS 공동운영 참여

Solar Energy

“Raw Silicon to Polysilicon – Modules”의 일괄생산체제 구축
우즈벡 정부와 DJIZZAK시 소재 3곳의 실리콘 광산 확보,
99% 이상의 고순도 규사(SiO₂) 다량 확보 및 총예상 매장량 300만TON 이상
2017 ADB자금으로 건설되는 우즈벡 최초로 SAMARKAND에
100MW 발전소 건설
US＄147,000,000에 중국 SINGYES GROUP과 공동 수주

SAMARKAND 100MW SOLAR POWER CONSTRUCTION SITE.

VIP’S VISITING HALL

SAMARKAND 100MW

SOLAR POWER STATION
현장 축소 모형

러시아, 중앙 아시아 등의 민간외교에
기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

아리포푸 우즈베키스탄 총리님과 만남

초대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와 함께 롯데호텔 VIP ROOM에서

중앙아시아 진출 패널토론 참석

동방경제포럼 참가

우즈벡 대통령 감사 편지

갈루시카 장관과의 대화

푸틴 대통령

미주한인동포재단으로부터 자랑스런 한국인상 수상

중소기업중앙회 해외민간대사 자문상담회 참여

러시아 DAL GRAPHITE와 MOU체결 장면

매일경제 tv (방송영상)

사회적책임활동

니자미 사범대학 한국어과 재학생 장학금 지급

타쉬겐트 217 초등학교 한국어 어학실습실 설치 및 지원

매년 한국대학생 8인 하계 및 동계 인턴 프로그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