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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기계 부품을 개척하는 기업

Product line-up

Cylinder Head
Crank Shaft
Cam Shaft
Connecting Rod
RRocker Arm Shaft Assy
Water Pump Assy
Balance Assy
Rear Case
Exhaust Manifold
Grinding Gear
Universal Joint

|주| 대송

daesong Co.,Ltd.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The company that always does its best and leads the market
앞서가는 기술력으로 고객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고객불만 ZERO, 불량률 ZERO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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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Overview 회사개요

인사말 greeting

연혁 History

제품의 품질과 신용으로 발전하고 있는 (주)대송은
30년 이상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농기계 부품 및 디젤엔진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대송은 앞으로도 양질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까다로운 품질관리를 통하여 농기계 부품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미래 농기계 부품을 개척하는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기업으로

1988 ~ 1999 태동기

2001 ~ 2009 글로벌기업 기반 구축

1988. 11. 대송기연 설립

2001. 10. ISO9002/QS9000 인증획득

1990. 04. ㈜ 국제 업체등록

2002. 04. 로커암조합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

1992. 02. ㈜ 중앙공업 거래

2005. 05. 중국 천진 사무소 설치

1997. 10. 커넥팅로드 개발 및 생산라인 구축

2005. 10. 일본고마쯔 엔진부품 수출

1999. 12. ㈜대송 법인 설립

2005. 11. CLEAN 사업장 지정
2006. 04. LS 업체등록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8. 03. 성실납세기업표창

감사합니다.

2009. 08 고속 회전용 유니버셜 죠인트 조합 개발

(주)대송 임직원 일동

2009. 11. 노사상생협약기업

비젼 Vision
2011 ~ 2019

지속적인 기술 개발

2011. 07. ㈜세울 법인 설립(해외업무/SUB ASSY)
2011. 12. LS엠트론 TIER3용 4기통 크랭크축 개발

현장경영

품질주의

성실한 책임감
인화단결
기술 연구 개발

On-site
management

daesong

항상 최선을 다하고 시장을
리드하는 기업

Quality
principle

지속적 개선과 무결점
제품 생산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2020 ~ 새로운 도약
2020. 04 . ' 차세대 배기규제 만족을 위한 산업기계용 1L급
디젤엔진 개발' 참여업체 선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2. 06. LS엠트론 TIER4 엔진 무빙시스템 엔진부품 개발(~2013. 11 완료)

2020. 09. 실시간 공구툴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2013. 10. KMC 4G용 냉각수펌프조합 개발

2020. 11. 실린더헤드라인 비전카메라 시스템 도입

2014. 04. KMC D3400용 엔진 밸런스조합 개발

2020. 12. 충청북도 도지사 투자유치 기업 선정 표창

2015. 07. ㈜LE&T 30마력급 COMPACT
다목적 UTV용 소형엔진 개발 참여
2016. 03. 커넥팅로드조합 가공용 치구 3종 및
가공방법 특허 등록 및 출원(4건)
2016. 12. LS엠트론 소형(1리터) 엔진 무빙시스템 부품 개발
2017. 10. 대동공업 업체 등록
2018. 01. ㈜대송 제 2공장 준공완료

고객만족

도전정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

미래 농기계 엔진 부품을
개척하는 기업

Customer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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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spirit

2018. 12. 커텍팅로드 로봇 공정 자동화 라인 구축 완료
2019. 12. LS엠트론 실린더헤드 자동화 라인 구축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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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ong Production Items

Engine Parts

(주)대송은 농기계 부품 및 디젤 엔진부품을 제작하는 업체로서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로커암 샤프트 조합

실린더 헤드

Product Introduction
실린더 헤드 Cylinder Head
냉각수 펌프 조합

커넥팅 로드 조합

크랭크 샤프트 Crank Shaft
캠 샤프트 Cam Shaft
커넥팅 로드 Connecting Rod
로커 암 샤프트 조합 Rocker Arm Shaft Assy
냉각수 펌프 조합 Water Pump Assy
밸런스 조합 Balance Assy

캠 샤프트

크랭크 샤프트

리어 케이스 Rear Case
배기 매니폴드 Exhaust Manifold
엔진기어류(연마기어) Grinding Gear
유니버셜 조인트 Univers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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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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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troduction 생산 제품

■ 실린더 헤드 Cylinder Head

■ 캠 샤프트 Cam Shaft

엔진의 핵심 부품 5C 중 하나로 실린더 블록 위에 장착이 되며,
밸브 시트와 가이드, 연료 분사 노즐 등이 설치되는 하우징입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 5C중 하나로 흡기 배기 밸브를 조절해주는 제품입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캠 샤프트(단일) 또는 연마 기어 조립이 가능합니다.

재질

GC25

범위

18마력~75마력

재질

SM50C or SCM440

연간 생산능력

연간 30,000대 이상, 자동화 생산라인 보유

범위

18마력 ~ 140마력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1.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1. 배기가스

특징

특징

엔진에 적용

2. Global outsourcing

2. 가공 완료 후 로봇을 활용한 정밀세척 적용

■ 크랭크 샤프트 Crank Shaft

엔진에 적용

■ 커넥팅 로드 Connecting Rod
엔진의 핵심 부품 5C중 하나로 피스톤과 크랭크 축을 연결하는 엔진 부품
입니다. 피스톤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크랭크 축으로 전달합니다.

디젤 엔진 내연기관의 핵심 Moving system 중 하나로 크랭크와 연결되어
왕복운동과 회전운동을 수행하는 제품입니다.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크랭크 샤프트(단일) 또는 연마기어 조립이 가능합니다.

재질

S48C/S50C, SCM435

범위

18마력 ~ 140마력

재질

SCM440H

연간 생산능력

300,000EA (전용라인 2개 보유)

범위

18마력 ~ 140마력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1.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1.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특징

특징

엔진에 적용

엔진에 적용
2. 레이저마킹을 통해 생산Lot 및 품질 이력 관리

2. Global outsourcing

■ 로커암 샤프트 조합 Rocker Arm Shaft Assy
•소입깊이 평면구간 1.5~3mm
•R부구간 1.5mm 이상
▲ 크랭크 샤프트 메인부 핀부 열처리 소입부 절단면

OHV(OVER HEAD VALVE) 타입으로 실린더 헤드 위에 위치합니다.
캠 샤프트와 푸시로드에 의해 동작되며 연료 연소 시 흡기와 배기의 밸브가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재질

S48C/S50C, SCM435

범위

18마력 ~ 140마력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특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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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엔진에 적용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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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troduction 생산 제품

■ 냉각수 펌프 조합 Water Pump Assy

■ 배기 매니폴드 Exhaust Manifold

배기구에 연결되는 구성품으로 연소실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원활
하게 배기장치로 전달하는 제품입니다.

냉각수 순환을 통해 엔진 과열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
(펌프 케이스, 베어링, 메커니컬 씰, 임펠러 등이 조합되는 제품)
재질

ALDC10~12

범위

18마력 ~ 140마력

용도

특징

FC25 / FCD50HS
재질

FCD50HS: 배기규제(Tier4)강화로

인하여 보다 높은 온도의 배기가스를
견뎌야 하므로 Si, Mn, Mo 등이 함유되어 있는 주물 소재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범위

18마력 ~ 75마력

1.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엔진에 적용
특징

2. 토출량 테스트를 통한 제품 성능 검증

■ 밸런스 조합 Balance Assy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엔진에 적용

■ 엔진기어류(연마기어) Grinding Gear

엔진의 동력을 주변 기능 부품에 전달해주는 제품입니다.
재질

SCM420

범위

모든 엔진에 가능

엔진에 부착되어 엔진 구동 시 발생되는 진동을 상쇄해 주는 제품입니다.
용도
재질

GC250

범위

40마력~75마력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특징

기타 모터 및 동력 장비 적용 가능
1.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특징

엔진에 적용
2. 기어 연마를 통한 소음 최소화

4기통 엔진에 적용

■ 리어 케이스 Rear Case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 유니버셜 조인트 Universal Joint
2개의 축을 결합하되, 한쪽 축에서 다른 축으로 동력을 전달합니다.
재질

SM30C ~ SCM415 (냉간단조)

종류

고속정밀조인트, ø15, ø16, ø20조인트 등

엔진 조합과 미션 조합을 연결해 주는 제품입니다.
재질

GCD450

범위

35마력~75마력

용도

농업용 기계 디젤 엔진 / 산업용 디젤 엔진

특징

10 Daesong Co. Ltd.,

•농업기계 동력전달용 조인트 조합
•트랙터 핸들 조합 관계용 조인트 조합
용도

•트랙터 전후진 조작관계용 조인트 조합
•이앙기

배기가스 규제 인증(Tier4 Final/interim, Stage III B/A)에 합격된

•소형트랙터

엔진에 적용

•기타 자동차, 선박, 공작기계 등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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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농기계 부품 개척
Pioneering future agricultural machinery parts
(주)대송은 기업의 성장에 대한 지속적인 시각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보다 나은 기술과 제품으로 미래 농기계 엔진 부품을 개척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습니다.

Facility Status
품질보증 & 관리 시스템 Quality Assurance & Management System
가공장비 Processing equipment
측정장비 Measuring equipment

12 Daesong Co. Ltd.,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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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Status 시설현황

품질보증 & 관리 시스템 Quality Assurance & Management System
■ 비전 카메라 시스템 적용

■ QUALITY GUARD 적용

밸브 시트와 가이드를 압입 후 비전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린더헤드에 적용되는 공구는 약 60~70여 종으로 구성

압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되어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QUALITY

시스템입니다.

GUARD 적용됩니다.

압입 시 발생되는 파손, 크랙 등의 불량이 다음 공정으로

QUALITY GUARD란 각각의 공구의 부하 패턴을 분석하여

이동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부하를 감지하고 이상 부하가 감지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장비를 제어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구의 수명, 공구 교환 시기, 프로그램 변경
및 이력 등을 한 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 OMP60 적용
가공 전 OMP60을 활용, 제품을 측정 및 검사하여 자동
보정으로 더 정밀하게 작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 커넥팅로드 자동화 측정 장비
제품의 중량, 대경&소경의 진원도를 측정하여 SPC를
통한 통계 데이터를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 제공
합니다.
합격된 제품은 레이저를 통해 생산일자, 2D barcode,
중량 grade, Lot number를 마킹합니다.

■ 로봇을 활용한 정밀 세척
실린더 헤드의 내부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하여 정밀 세척이 필요한 부위를 집중적으
로 세척해 줌으로써, 이물질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된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제품도 상황에 따라 정밀하게 세척 가능합니다.

14 Daesong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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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Status 시설현황

품질보증 & 관리 시스템 Quality Assurance & Management System
■ TOOL PRESETTER

가공장비 Processing Equipment
수평형 머시닝 센터

수직형 머시닝 센터

수직형 머시닝 센터(2테이블)

수평형 터닝 센터

툴 프리셋터는 공구의 길이 및 경(DIA)를 측정해 주는 장비로 공구의 형상 측정이 가능하며,
제작된 공구 측정에도 사용됩니다.
공구의 마모를 40배의 확대로 분석할 수 있어 보다 더 정밀한 가공이 가능합니다.

■ 전산화 시스템
전산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소재 입고, 제품 생산 공정, 납품까지 전산화 관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제품 생산 이력, 품질 이력, 장비 고장 수리 이력, 거래 업체 관리, 금형 및
치구 이력 관리 등 모든 관리를 전산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측정 장비 Measuring Equipment
■ 공구관리시스템

■ 3차원 측정기

■ 조도 측정기

■ 투영기

현재 1,000여 개 이상의 공구 종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구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구의 입고, 반출, 반납 관리를 통해 공구의 낭비를 줄이고 기간을 설정하여 평균 공구
사용량을 분석, 안정 재고, 적정 재고를 설정하여 자동 발주까지 나가는 시스템으로 활용
됩니다. 생산에 필요한 공구 사용 낭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며,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구를
적시 적소에 보유함으로써 생산라인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정밀가공제품을 최적화로 검사해주는 장비

16 Daesong Co. Ltd.,

가공된 제품의 표면 거칠기를 측정해주는 장치

물체를 스크린상에 확대 투영하고 그 물체의
형상이나 치수를 측정 검사하는 광학 기기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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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Customers and Certification Status 거래처 현황 및 인증현황

MCT
Line

주요거래처 Major Customers

국제기계

LS엠트론

동양물산

MCT 라인

대동공업

아세아텍

Connecting
Rod
Line

인증 및 특허 현황 Certification and patent status

커넥팅 로드

ISO 9001:2015

ISO 14001:2015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Inno-Biz 확인서

Cylinder
Head
Line

실린더 헤드
특허증:커넥팅 로드 가공용 지그-1

18 Daesong Co. Ltd.,

특허증:커넥팅 로드 가공용 지그-2

특허증:커넥팅 로드 가공용 지그-3

특허증:커넥팅 로드 가공법

Best product and best service da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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