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뿌리기술의 중심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오룡동)

T  062-600-6300      E  k9inju@kitech.re.kr     
H  http://www.ppuri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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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

뿌리기술에 대한 투자와 발전에 있습니다.

기술 한국의 힘,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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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복해지는 기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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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소개
호남지역 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다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첨단 시설과 설비 구축하고 새롭게 문을 열다

광주는 전국 4위 규모의 완성차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산업 중심지입니다. 광주  

내에만 약 200여개 자동차부품업체가 모여 있으며, 하남, 평동 첨단과학단지를 중심으로  

정보가전, 광산업 업체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광주를 포함한 호남권 전반의 주력산업 업체들은 

대부분 용접·접합공정을 적용하고 있지만 기술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개발 전문인력 및 공정장비, 성능시험 평가 장비 등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5월 준공된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호남권 지역  

용접·접합기술 발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관산업 고도화 기반 조성 및 지역 용접·접합 

기술의 첨단화·고품위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목표로 뿌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 자동차·가전·광산업·조선산업의 용접 분야에 대한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를 구축

하고 기술 지원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최종목표

▶ 용접·접합 기술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뿌리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시제품 제조공정 중심의 장비 및 기술인력 인프라 구축

▶ 광주 지역 소재 뿌리기업에 대한 현장 밀착 기술지원 수행

뿌리기업을 위한 허브로서 

기술 지원 인프라 구축

실용화 기술의
종합 솔루션 제공

▶

광주지역 뿌리기업의 

시제품 상용화 및 불량분석/공정혁신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주요 역할

▶ 뿌리기업 수요대응 실용화 기술 보급 및 기술혁신 지원

 - 상호연계 가능 이종업종 융합 및 제조공정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극대화

 - 원가절감, 불량률 최소화, 공정개선,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용접·접합 공정혁신 지원

▶ 기(旣)보유 R&D인프라 연계 뿌리산업 전용 장비구축으로 기술지원 시너지 극대화

 - 호남권 제조산업 관련업체의 미보유 다(多)수요 고가장비 구축으로 R&D비용 절감

 - R&D인프라기반 고도기술 지원 품질 및 뿌리기업 기술지원 효율성 향상 지원

▶ 뿌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산업단지 거점 고도기술 지원

 - 제조 산업분야의 용접·접합 기술 밀착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용접·접합 R&D지원센터 운영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R&D기반 고도공정 기술지원

 - 기술교류 및 협업 위한 기술 커뮤니티 활성화

광주광역시의 상징

▶

▶

▶

광주광역시의 기본심벌은 빛과 생명의 원천인 태양과 인간 형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는 세계, 미래로 열린 빛고을 광주의 열망과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것으로 전체 둥근  

원은 태양을,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경쾌한 곡선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전용색상은 ‘빛ʼ과 

‘생명ʼ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명시도가 강하면서 확산과 힘을 나타냅니다. 주황, 노랑색은  

빛을 상징하고 만물의 생성을 상징하는 진녹색은 생명을 의미하며, 감청색은 주황과  

어울려 음양의 조화, 자연의 윤회에 따른 생명의 이치를 설명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캐릭터는 빛고을 광주의 빛을 기본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2000년  

1월 1일 첫해속에서 태어난 빛의 요정인 예향(아름이), 의향(의롬이), 미향(맛이)이 뭉치면 

영원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거대한 태양빛이 되어 21세기 온누리를 밝히는 광주의 의지를 

대변합니다. 

광주광역시의 시조는 평화를 상징하는 길조의 비둘기로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광주  

시민의 정서를 상징합니다. 시화는 철쭉으로 무등산에 자생하는 꽃으로 은은하고 따스한  

광주 시민의 후한 인심과 다정 다감함을 상징합니다. 시목은 은행나무로 나무가 곧고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성장하므로 광주의 기개와 무궁한 발전을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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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개요
호남권 용접·접합 분야의 

핵심 뿌리기술 지원 기관
센터 기능

기술서비스부터 장비구축까지,

중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역뿌리센터

공동활용 R&D 
인프라 

기술 서비스

• 공정 개선, 현장 문제 해결형 R&D 고도기술 밀착 지원

- 뿌리기업 기술 애로 해소 지원 및 연구 장비 활용 기술지원 등

문제 해결형 고도기술 지원

세미나

• 뿌리전문기술 교육 및 세미나

- 뿌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의 

보급확산을 위해 뿌리기술 전문 교육 및 

신규기술 및 업체 애로 파악을 위한 세미나, 

장비 교육

시제품 제작

• 구축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 공정단축 및 제품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장비 구축

• 지역내 용접 수요 산업을 파악하여 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만족하고 
    신기술 및 최신기술동향을 고려한 용접 공정 장비 구축

- 상용 arc 및 저항 용접 공정 시스템 구축 (미그 용접기 외 17 종)

- 고밀도 에너지 용접 시스템 구축 (레이저 용접시스템 외 1 종)

- 용접부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초음파 탐상기 외 10종)

- 용접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SYSWELD 외 1종 )

차세대 신기능 용접·접합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특히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용접·접합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이루겠습니다.

기술 역량별 차별화된 기술 지원 수행 센터 특화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연계 프로그램 발굴

•공동장비 활용을 통한 기술개발

•특허 확보 및 선진 용접기술 확보 

   지원

•연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형 

   기업 R&D 발굴 

•기 확보된 용접기술 및 특화기술 

   이전을 통한 기업지원수행

•IT기반 용접자동화 시스템 구축 

   지원 및 R&D 참여 역량 강화

자체 기술개발
역량 보유업체

첨단 용접 공정 장비
공동 활용

R&D 역량 및
인적자원 지원

영세기업
(기술개발 역량 미확보)

용접 공정 장비
공동 활용

R&D 역량 및
인적자원 지원

광주

뿌리기술

지원센터

특
화

기
술

개
발 공

동
기

술
개

발

단
기 소과제 창출

센터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오룡동)

연락처 T. 062- 600 - 6300  /  F. 062- 600 - 6099 지방자치단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www.ppuritech.re.kr

주요 분야 용접·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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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절차

뿌리기술 연구 개발을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장비 지원 시스템

·장비 담당부서 연락처 : 

   김인주 (센터장)  (TEL) 062 - 600 - 6300  (FAX) 062-600- 6099 

·사이버 뿌리기술지원센터  www.ppuritech.re.kr

특화 분야 호남권 용접·접합 뿌리기술 지원

호남권 연관산업 기술고도화 및 애로기술 지원
- 제조 산업분야의 용접·접합 기술 밀착지원을 위한 지역거점 용접·접합 기술지원센터 운영

뿌리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 초정밀, 초대형, 초고속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용접·접합부 신뢰성 평가 및 공정최적화 강화

뿌리산업 특화 기술혁신 R&D 기반조성

- 글로벌 표준수준 핵심 용접·접합 공정 R&D 인프라 기반 조성

뿌리기업의 수요대응 실용화 전략기술 보급 및 기술혁신 지원
- R&D기반 용접공정 제조기술의 서비스 품질 고도화

- 상호연계 가능 이종업종 융합 및 제조공정 합리화로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호남권 특화산업 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핵심 뿌리기술(용접·접합) 지원주요 역할

용접·접합
뿌리기술

기계 부품 산업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

가전·광소자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시제품 제작 지원  구축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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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 장비 활용 지원  공정 최적화 및 제품 개선 등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PROCESS•

1. 기업의 애로사항 발생

2. 기술 상담

4. 결과 안내 및 사후 관리

3. 기업 지원
연구장비 공동 활용, 시험 분석,  기술 자문, 
기술 지도,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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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접합기술 원스톱 기업지원 시스템 
용접·접합 분야

금속과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와 부품을 열 또는 압력을 이용하여 결합시키는 

기술 분야로, 용접공정기술·용접기자재기술·용접재료기술·접합공정기술·접합

소재기술 등의 세부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지원 담당자 : 김인주  062- 600 - 6300  k9inju@kitech.re.kr / 김영곤  062- 600 - 6290  ygkim1@kitech.re.kr
 

레이저 용접 시스템
  

핵심사양  ▶ 발진 출력 : 5,000W (Fiber 레이저)

▶ Laser Mode : CW (Continuous Wave)

                      PW (Pulse Wave - 0.05ms Step)
▶ Beam Waist : 400um

▶ Robot Control Systems (20kg)

주요용도  ▶ 가전 및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한 부분의 정밀 용접

▶ 열 변형이 많은 부품의 용접 공정 기술

▶ 키홀 용접으로 깊은 용입을 필요로 한 용접 공정

델타 스팟 시스템
 

핵심사양  ▶ Max. Output Current : 36kA

▶ Gun Pressure Force : 8kN (C-gun type)

▶ Gun Tooth Depth : 500mm

▶ Gun Stroke : 300mm

▶ Process Tapes : 8type

주요용도  ▶ 이종 소재 및 이종 두께 점 저항 용접

             ▶ 스패터 저감 및 균일한 점 저항 용접부 형성

             ▶ 가전용 필터 및 차량용 외판 (고강도 강판, 아연도금 강판)

             ▶ 다중 겹치기 용접 공정

시스웰드 S/W
 

핵심사양  ▶ Heat Treatment Advisor

▶ Sysweld Solver

▶ Welding Advisor GUI

▶ Pre-Post Processors

주요용도  ▶ 용접 순서 및 구속 조건

▶ 용접부 단위길이에 따른 입열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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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Center

장비구축
현황

중소중견기업을 먼저 생각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지원 인프라

뿌리산업 장비구분 장비명

용접·접합 공정 서브머지드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프라즈마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고용량 AC/DC TIG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미그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초음파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인버터 저항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ND; YAG 레이저 용접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용접 제어용 로봇

용접·접합 공정 플라즈마 용접 가우징

용접·접합 공정 공업용 로봇

용접·접합 공정 CMT 용접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마그 용접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용접 테스트 베드

용접·접합 공정 레이저 용접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델타 스팟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오비탈 용접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Digital Pulse CO2 용접기

뿌리산업 장비구분 장비명

용접·접합 공정 Digital TIG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Micro GMA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STT-2 용접기

용접·접합 공정 레이저 브레이징 시스템

용접·접합 공정 클래드판재 용접용 압입 시스템

용접·접합 분석 용접 파형 분석기

용접·접합 분석 용접 모니터링 시스템

용접·접합 분석 비커스 경도계

용접·접합 분석 샤르피 충격 시험기

용접·접합 분석 휴대용 용접부 측정기

용접·접합 분석 고속정밀 절단기

용접·접합 분석 환봉시편 가공기

용접·접합 분석 폴리싱기

용접·접합 분석 열화상 카메라

용접·접합 분석 초고속 카메라

용접·접합 분석 초음파 탐상기

용접·접합 SW 아바쿠스 S/W

용접·접합 SW 시스웰드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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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ju Ppuri Technology 

Support Center

지역센터
현황

제조업의 원천 뿌리기술 

지역뿌리기술지원센터 함께합니다

김제 센터

광주 센터

시흥 센터

용접·접합소성가공

금형주조

표면처리열처리

소성가공주조

용접·접합

함께 행복해지는 기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Add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6 (오룡동) 

Tel  062-600-6300    

E-mail  k9inju@kitech.re.kr     

Car 호남고속도로 광산IC ⇀ 첨단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 터널통과 ⇀ 

  1km 정도 직진 ⇀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Bus ·고속터미널 : [첨단 16]터미널 앞 승차 ⇀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하차

 ·광주역 : [첨단 30] 광주역 앞 승차 ⇀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하차

Homepage   www.ppuritech.re.kr@

| 광주뿌리기술지원센터 

  오시는 길 |

쌍암공원

응암공원

광주과학기술원

호
남
고
속
도
로

비아중학교

첨단초등학교

첨단신동아아파트

첨단과기로

첨단단지교차로

서울, 대전방향

순천, 대구방향

광산IC

임방울대로

북
문
대
로

첨단지구입구 교
차로

소성가공금형

진주 센터

소성가공표면처리

순천 센터

대구 센터

소성가공금형

원주 센터

고령 센터

주조

주조 용접

울산 센터

표면처리

부산 센터

소성가공 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