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뿌리기술의 중심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 40113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송곡리 1443)

T  054-955-0190    E  easycast@kitech.re.kr     
H  www.ppur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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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뿌리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에 있습니다.

기술 한국의 힘,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함께 행복해지는 기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cONTENTS

04

06

07

08

09

12

14

센터 소개

센터 개요

센터 기능

기술지원 절차

특화 분야

장비구축 현황

지역센터 현황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04 05

Goryeong Ppuri Technology 

Support Center

센터 소개
기술과 혁신으로 뿌리산업을 이끄는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다산주물단지의 성장 인프라로 자리 잡다

1990년대 조성된 다산주물단지는 국내 3대 주조집적단지로 140여개의 주물 및 관련 업종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국내 대표적인 소재기업(POSCO, 현대제철)을 포함해  

자동차, 전기전자, 중공업, 기계 산업 등 대표적인 수요산업이 위치해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입니다. 그러나 주조산업의 특성상 높은 열, 유해가스, 분진 등 낙후된 작업환경과 주물  

생산량 감소, 뿌리산업 기피현상 등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고령뿌리기술지

원센터(이하 ‘고령센터’)는 ‘대구·경북 지역 대표 뿌리산업 집적지인 고령 다산주물단지 중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기반 기술 혁신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기술 지원’을 목표로 뿌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구축되었던 다산주조기술지원센터(대구·경북주물사업 

협동조합 건물 내)의 새 이름이기도 한 고령센터는 다양한 주조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를 보유

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대경권 자동차·조선·

건설·기계 산업 대응 주조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뿌리기업의 공정혁신기술지원을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최종목표

대경권 뿌리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지원시스템 구축

▶ 주조관련 기업지원 기반 인프라 구축

▶ 제조공정 고도화 및 고효율화 기술지원 수행

▶ 친환경 제조시스템 생산현장 적용 기술지원 수행

고령군의 상징

▶

▶

▶

▶

경상북도 심볼의 상단 일부는 장쾌하게 뻗은 산을, 오른쪽 가운데 일부는 세계로 진출 

하는 동해바다를, 왼쪽 하단 일부는 풍요로운 들판을, 가운데 일부는 도조인 왜가리가  

미래의 발전과 번영을 향해 비상하는 모습과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을, 전체도형은 전통 

문양을 나타낸 마름모 형태로 웅도경북의 자긍심, 일체감과 진취성을 형상화 합니다.

고령군 심볼의 타원 형태는 전 군민이 화합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고령인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합니다. 상단의 파란색은 미래, 희망, 창조를, 하단의 녹색은 풍요, 

안정, 발전을 뜻합니다. 

고령군의 캐릭터(가야돌이)는 대가야를 상징하는 가야고분, 왕관, 가야금의 이미지를 살린  

캐릭터입니다. ‘가야’와 귀엽고 슬기롭다는 뜻의 ‘돌이ʼ란 이름을 합쳐 가야돌이라는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21세기 고령군은 새로운 사업 조류에 맞게 지식과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운영되는 소기업  

중심의 사업 단지를 곳곳에 조성하여 지역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인프라의 확장 및 정비, 비즈니스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주요 역할

▶ 대구·경북권 주조기업의 일괄기술지원체제 구축 및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종합기술지원센터 구축

▶ 주조품의 고품질, 고기능, 고성능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지원 및 원천기술 개발지원

▶ 초경량/초강도 등 고기능 주물소재 개발 및 선진주조기술 보급을 통한 뿌리기업의 

 구조 고도화

▶ 뿌리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저탄소/저에너지 및 고효율 생산 시스템 지원

▶ 타 지역 뿌리기술지원센터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대구·경북지역 뿌리산업  

 Hub역할 및 기술 지원 범위 확대

대구·경북지역 뿌리산업 Hub,

주조기술 종합지원센터 구축

실용화 기술의
종합솔루션 제공

▶

주조기업 맞춤형 

시제품 상용화 및 불량분석/공정혁신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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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을 대표하는 뿌리산업 집적지인 고령. 주조분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기반의 기술혁신 지원 시스템을 구축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개요
대구·경북 지역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종합기술지원센터
센터 기능

기술서비스부터 장비구축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센터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송곡리 1443)

연락처 T. 054-955-0190 / F. 054-954-0175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 고령군

홈페이지 www.ppuritech.re.kr

주요 분야 주조기술

•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 공정단축 및 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의 설계, 해석, 제작, 검사 및 성능평가 지원

시제품
제작

• 구축 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한 주조 기업 맞춤형 
    기술 서비스 제공

- 제조 공정 고도 기술 지원

- 주조기업 수요 기반 애로기술 지원

기술
서비스

기술
보급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기술교류회 구성 및 운영

• 주조(주철/주강) 특화 R&D기반 기술혁신형 장비구축 및 운영

- 파일롯플랜트(소재/공정설계 → 시제품 제작 →

시험평가·분석 → 양산최적화) 장비 구축

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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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담당부서 연락처 : 조용재 (센터장) 053-580-0137  
·사이버 뿌리기술지원센터 : www.ppuritech.re.kr

기술지원
절차

특화 분야
뿌리기업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기술지원시스템 

주조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구축장비와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구축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 애로 해결 지원  불량분석,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의 기술지원 및 컨설팅 제공

공동 장비 활용 지원  시험분석, 물성평가 등 장비활용 결과 제공

기업의 

애로사항 

발생

기술상담 기업지원 결과 및

사후관리

시험 분석

연구장비 공동 활용

기술 자문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기계가공

자동
톱기계

CNC

범용
선반

범용
밀링

시편전처리

연마 컷팅 마운팅

화학/전처리

마이크로웨이브
전처리

공 정

평 가
분 석

용해주조

고주파유도용해로 주물사혼합기호퍼 AI용해로

시제품

모래주형코아 쾌속조형기

설계·해석 S/W

MAGMA

주 물

주물사
시험기

초음파
구상화율

초음파
탐상기

기계물성

UTM+
고온 로크웰

브리넬
마이크로

비커스

조 직

금속
현미경

EPMA

FE-
SEM

성 분

NOH

OES잔류응력 충격 고온회전 굴곡피로

ICP

CS

UV/VIS

| 차별화 전략 |

•주조분야 전문가에 의한 신속·정확한 기술지원 대응

•회원사 관리를 통한 지속적 품질관리, 물성평가, 연구개발 기술지원 적극 활용 유도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 내 기술지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수요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장비구축 실시

•주조공학회,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인근 대학 등과 긴밀한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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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 분야

고체금속재료를 노(爐)에서 액체 상태로 녹인 후 틀 속에 주입·냉각하여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분야로 사형주조기술, 금형주조기술, 다이캐스팅 

기술, 특수주조기술, 주조재료기술 등의 세부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지원 담당자 : 조용재 053-580-0137 easycast@kitech.re.kr / 김다혜 053-580-0153 dahye.kim@kitech.re.kr

주조공정해석시스템

핵심사양 ▶ MAGMASOFT Standard, Stl   ▶ MAGMAiron

 ▶ MAGMA HPDC LPDC   ▶ MAGMAstress

 ▶ MAGMA Rotacaster

주요용도 ▶ 주조 유동해석 및 응고해석   ▶ 주조공정설계

 ▶ 주조미세조직 및 기계적 성질 예측

 ▶ 주조열처리 조직 및 잔류응력해석

고주파유도용해로

핵심사양 ▶ 동력 공급 장치 : 350kW, 1,000Hz	

	 	 -	용해속도	:	625kg/hr	(주철,	1,650℃)

 ▶ 로체 : 유압 경동식 듀랄라인형

	 	 -	공칭중량	:	500kg/100kg

주요용도 ▶ 주조품 시제품 제작지원 : 철계/비철계 합금설계 및 시험주조

 ▶ 신제품 및 시제품의 시험주조 및 최적설계 기술지원

 ▶ 고합금 및 특수합금 설계가능

전계방사 전자현미분석기

핵심사양 ▶ Number of WDS : 3ch

 ▶ Detectable Element Range : 5B to 92U

 ▶ SE Image Resolution : 3nm(at 30kV, 1x10-11A,

  WD=11mm) and 4nm(at 10kV, 1x10-11A, WD=11mm)

 ▶ Max. Specimen Size : 100mm x 100mm x 50mm

주요용도 ▶ 미세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 정성·정량 분석

 ▶ 2차전자 및 후방산란전자 이미지를 통한 표면관찰 

| 중점 기술지원 분야 |

·주철/주강/알루미늄 주조방안 및 공정설계지원

·이종재질 및 복합기능 주조기술개발 

·소재·부품의 시험·검사 및 신뢰성 평가, 공인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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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구축
현황

뿌리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끄는

국내 최고의 기업지원 인프라

뿌리산업 장비구분 장비명

주조 공정 고주파유도용해로

주조 공정 주물사혼합기/호퍼

주조 공정 모래	주형	및	코아	쾌속조형기

주조 SW 주조공정해석시스템

주조 분석 잔류응력측정기

주조 분석 고하중재료시험시스템

주조 분석 고온퍼니스

주조 분석 충격시험기

주조 분석 고온회전굴곡피로시험기

주조 분석 전계방사	주사전자현미경

주조 분석 전계방사	전자현미분석기

주조 분석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

주조 분석 스파크발광분석기

주조 분석 UV/VIS분광광도계

주조 분석 질소/산소/수소분석기

주조 분석 탄소유황분석기

주조 분석 마이크로웨이브

주조 공정 자동톱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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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해지는 기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Add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다산산단로 9 (송곡리 1443)

Tel    054-955-0190     Fax  054-954-0175     

E-mail  easycast@kitech.re.kr     

Car ·서울출발 :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성주 IC ⇀ ‘성산, 용암’ 방향 ⇀ 

  상성로/성암로 6.2km 이동 ⇀ 다산산단로 2.95km 이동 ⇀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부산출발 : 중부내륙고속도로 철원분기점 광주대구고속도로 동고령 IC ⇀ 

  ‘논공, 동고령(성산)’방향 ⇀ 동고령IC 삼거리 ⇀ ‘대구, 논공’ 방면 좌회전 1km 이동 ⇀ 

  득성삼거리 ⇀ ‘용암, 다산’ 방면 좌회전 4.5km 이동 ⇀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Bus  ·동대구/대구서부정류장 ⇀ (지하철 이용) 대곡역 ⇀ 택시 이용 25분 소요 ⇀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Homepage   www.ppuritech.re.kr

| 고령뿌리기술지원센터 

  오시는 길 |
905

성암로

삼익THK다산공장

산도테크

해원산업

대한특수금속

디오텍

부국주철

영진금속
다산산단 2길

다산산단 2길

다산산단 1길

삼우금속 만금캐스탑

대중

지역센터
현황

제조업의 원천 뿌리기술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시흥만 120%시흥 센터

주조

소성가공

열처리

금형

용접·접합

표면처리

소성가공금형

진주 센터

주조 소성가공

김제 센터

용접·접합

광주 센터

소성가공표면처리

순천 센터

대구 센터

소성가공 금형

소성가공금형

원주 센터

고령 센터

주조

주조 용접

울산 센터

표면처리

부산 센터

김제

광주

순천

진주

부산

울산

대구

원주

소성가공 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