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G 제안서  

 ㈜ 신 오 전 자 



2 

4 

9 

13 

20 

30 

36 

39 

41 

26 

  INDEX     

I.  회사 소개  

   II. 재무 상태  

III. 제품 소개  

 IV. 제조사의 기술력  

V.  제조사의 생산능력  

 VI. A/S정책 및 현황 

 VII. 홍보방안  

VIII. 판매사례 

 IX. 견적 제출 

 X. 별 첨  42 





회 사 명 

설립일자 

대표이사 

자 본 금 

종 업 원 

사 업 장 

생산품목 

주요 고객사 

㈜ 신오전자 Shinoh Electronics Co.,Ltd. 

1992년 6월 3일 

박 병 익(朴炳翊) 

KRW 4,052,747,500 

221명( 2012/8/21 기준) 

안산 1 사업장 
(본사) 

Mobile Electronics Module 類  

안산 2사업장 평택 사업장 청도 IT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29-5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30-2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20-3 

중국,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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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 Found : JUNE . 1996 

▷ Total Area : 782 ㎡  

▷ Floor Area : 1,386㎡(420)  

▷ Employee : 58 

3rd Factory of SHIN-
OH  
 

QA & 

Logistic

s 
Operator 

Staff Technician 

Engineer 

(HW / SW) 

(175 P) 

(22P) 

(3P) 

(7P) (35 P) 

2011 

Employee (ANSAN)  

3rd Factory of SHIN-
OH  
 

QA & 

Logistic

s 
Operator 

Staff Technician 

Engineer 

(HW /SW) 

(136P) 

(22P) 

(4P) (25 P) 

2011 

Employee (Pyeongtaek)  

Factory #1 

▷ Found : JUNE . 2005 

▷ Total Area : 2,772 ㎡  

▷ Floor Area : 2,772 ㎡  

▷ Employee : 56 

ShinOh IT Corp. (QingDao, China) 

Factory #2 Factory #3 

▷ Found : DEC. 2002 

▷ Total Area : 1,165 ㎡  

▷ Floor Area : 3,029㎡ (918) 

▷ Employee : 250 

▷ Found : SEP. 2009 

▷ Total Area : 4,798 ㎡  

▷ Floor Area : 4,356 ㎡(1320)  

▷ Employee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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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기반구축 

1992.   신오전자 설립 

1996. ㈜신오전자 법인 전환 

1999. 안산 제1공장 신축 

2000. ISO 9001 인증 

2001.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02. 안산 제2공장 신축 

        CDMA Module 생산 

2003. 벤처기업등록 

2005. ISO 14001 인증 

2006. DMB 생산 

2007. J-CDMA 생산 

2008. I-Cube TV&B 생산 

2009. 평택 공장 신축 

2010. 9.7” LCD Module 생산 

        TS 16949 인증 

2011. LTE Smart phone 생산 

        “산업포장“ 수상 

        “칠천만불 수출탑＂수상 

2012. LTE Router 생산 

        삼성디스플레이㈜   

       “품질 우수 협력사“ 선정 

1992~2001 

안정화 

2002~2009 

성장기 

20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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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소개  



대표이사 

청도 유한공사 
(100명) 

경영기획실(12명) 감 사 

안산사업부 
(170명) 

제조팀 

SMT 팀 

생산기술팀 

생산관리팀 

영업/마케팅실 

평택사업부 
(210명) 

SMT 팀 

후공정팀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품질보증팀 

구매팀 

관리팀 

중앙연구소 
(15명) 

Hardware 

Software 

상품기획실 

경영기획팀 

전략기획팀 

품질보증팀 

관리팀 

SMT 팀 

후공정팀 

생산관리팀 

생산기술팀 

품질보증팀 

구매팀 

관리팀 

7 7 

□ 회사 소개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획) 

국  내 320 188 241 246 356 697 1,210 1,903 1,713 

해  외 29 105 132 121 70 18.5 20 23 27 

계 349 293 373 367 426 715.5 1,230 1,926 1,740 

[금액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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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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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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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억원] 

년  도 2011 2012 2년간 누계액 

M2M, 무선,전송분야 278 228 506 

기타 952 1,698 2,650 

전체(합계) 1,230 1,926 3,156 

□ 재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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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 SVMS-100(기본형), SVMS-200(통합형), SKT, KT, LG U+ 가능 
 
특    징: 배선을 하지 않고 OBD-II Connector를 통해 차량 ECU로부터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며 장착이 용이함.  
              차량의 위치,연비, 급제동,가속횟수, 공회전 시간 등 운행정보 및   
              배터리 전압 등 차량의 상태정보를 유•무선으로 전송 

국토해양부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인 “ 녹색물류전환 사업＂에 공급 

Model : SVMS-150(기본형, 통신형-SKT, KT, LG U+가능) 
 
특   징 : 국내최초 초소형 Signal, OBD 겸용방식. 

               SMS를 통한 단말 및 모뎀제어, 
               자동 업그레이드(FOTA)기능. 

□ 제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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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extra 포트 

□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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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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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 사정에 따라 CDMA모뎀은 변경될 수 있음 

□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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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extra 포트 

□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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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소개  





번호 소유권 등록내용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등록번호 

1 ㈜신오전자 오디오 신호에 의한 체감 시스템(특허) 대한민국 2005.11.01 제2003-0024108호 

2 ㈜신오전자 무선랜 카드(의장등록) 대한민국 2003.12.19 제2002-0036843호 

3 ㈜신오전자 Hallo Call(상표등록) 대한민국 2012. 3.12 제2010-0055069호 

4 ㈜신오전자 무선 개인영역 통신망용 핸드셋 대한민국 2010.12.13 
제2010-0053921호 
(등록결정 2012.4.17) 

20 

□ 제조사의 기술력 



◈ ISO 9001 ◈ ISO 14001 ◈ TS 1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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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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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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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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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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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생산능력 

EMS Total Solution 
 

 SMD를 포함한 생산에서 조립까지 전 공정 one-stop service 가능 

 OEM , ODM 이 가능한 개발 및 생산능력 보유 

 납기 준수율(100%) ☜ 최신 생산설비 & 검사설비 운영  

 최고의 EMS 품질(品質)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품질우수 협력사 선정(2012년) 

Power of  R & D 
 

 RF 기술 보유 ☞ CDMA Module, Dect phone & WiFi phone 개발 

 Sensor Technology ☞ 광학기술과 연계된 sensor device 개발 중 

 다양한 제품생산을 통한 mobile IT technology 보유 



IQC 

Parts Incoming Parts Stand By Solder Paste Solder Paste 
Mixing 

Metal Mask 
Ready 

Loader Screen 
Print 

Chip 
Mounter 

Multi Mounter  

Shield Can Mounter Reflow X-
RAY 

Unloader Auto Visual 

Retouch & Repair Router Out Going 

SPI Before AOI 

Work Table 

O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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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생산능력 



POINT > Frimware VER.  
CHECK 

POINT > LOCTITE 3513 POINT > Based on 
SPECIFICATION 

POINT > 
Based on 
SPECIFICATION 

POINT > 
NUMBER CHECK 

POINT > 
NUMBER CHECK 

POINT > 
Based on 
SPECIFICATION 
& SERIAL No. 
CHECK 

PCB ASS’Y Incoming B’D TEST UNDERFILL CASE Assembly CAL&AUTO TEST GPS TEST 

REPAIR 

OUT GOING C/TON BOX PACKING INNER BOX PACKING FINAL TEST ESN INPUT 

O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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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의 생산능력 





DTG 사업부 

C/S 팀 영업/마케팅실 

브랜드영업팀 

EMS 영업팀 

품질보증팀 기술연구소 

H/W 개발팀(3명) 

S/W 개발팀(5명) 

연구기획팀(1명) 

H/W PART (3명) 

S/W PART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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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정책 및 Infr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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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정책 및 Infr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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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정책 및 Infr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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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정책 및 Infra.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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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사항 대응 방안 

초기 테스트용 단말기가 제공 가능한가 ? 1. 제공 가능 
2. 선정 후 세부 제공방안 협의 

추후 신규단말기 발주 시 공급 리드타임
은 얼마나 되는가 ? 

1. 3개월 시장예측을 통한 기본 재고유지(1개월 상품재
고 보유/2개월 자재재고 보유) 

2. 신규단말기 발주 시 공급리드타임 없이 즉시 공급가능 

단말기 단종 시 대응 방안은 있는가 ? 1. 특정 모델에 대한 단종계획이 있을 경우 충분한 수량의 
서비스 재고 본사 보유 예정 

2. 만일 서비스 재고가 없을 경우 신규 제품으로 대체  

차량교체에 따른 단말기 이동장착 시 지
원은 되는가 ? 

1. 지원 가능 
2.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별도 협의 
3. Non-OBD에서 OBD로 변경가능 
4. DTG단말기에서 통합단말기로 변경가능 

□ A/S정책 및 Infra.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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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관련 신문사(교통신문/ 트럭신문 등) 대상 현대블루핸즈 DTG판매  및  
     장착 사업 개시 관련 홍보 기사 게재    
      ☞ 현대블루핸즈 대외 인지도 최대 부각 
 
  제품 전단 및 카다로그  전국  현대 블루핸즈 지점별 배치  

 
  블루핸즈 지점외부  DTG장착 관련 현수막  거치  

□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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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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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대) 

구분 차량  공급업체 실장착 수량 Remark

2012년 버스 서울/경기 전세버스조합 20여개 회원사 410                    

대구전세버스조합 30여개 회원사 200                    

전북전세버스조합 30여개 회원사 200                    

경남전세버스 4개 회원사 160                    

진화운수 30                      통합단말기 (DTG+연료사용량)

기타 100                    

화물차 해태제과 793                    통합단말기 (DTG+연료사용량)

조일통상, 아주특수 등 200                    

소계 2,093                

2013년 버스 전국장의차량(with 특수차) 200                    3,127대 계약 체결 완료(7월)

서울/경기 전세버스조합 회원사 300                    

화물차 대구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500                    

경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800                    

충북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500                    

인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600                    

충남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50                    

진주 및 전주 일반화물 회원사 450                    

롯데삼강 300                    

에스오일, 경동택배, KGB, 천일정기화물 등 1,500                

5,300                

합계 버스 1,600                

화물차 5,593                

7,193                

□ 판매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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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vat 별도) 

□ 제품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