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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결과물을 위해 우성의 파장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아갑니다.

development

우성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는 국내 모든 산업과 국민 생활의 에너지원으로 우리 경제를 살찌우고 편리한 삶을 가져다 드립니다.

quality assurance & certiﬁcates

수많은 산업 분야의 기초 소재를 생산하는 주·단조제품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 기계플랜트 등 다양한 사업분야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설비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성기업이 펼쳐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우리의 풍요로운 생활, 편리한 삶,
바로 그 자체입니다. 우성기업은 이러한 우리의 역할이 갖는 의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고 실천합니다.
우성은 앞으로도 고객,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CREATIVE SOLUTIONS

CONTEMPORARY

STYLISH DESIGN

THE PEOPLE COMPANY
STAND-OUT

PERFECT HARMONY
ESSENTIAL
DYNAM ICALY ADAPTING

STYLISH DESIGN, ESSENTIAL, CONTEMPORARY, PERFECT HARMONY, THE PEOPLE COMPANYCOMPANY, DYNAM ICALY ADAPTING, STAND-OUT, CREATIVE SOLUTIONS, CUSTOMER VALUE

CUSTOMER VALUE

THE bETTER WAVE

CEO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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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MESSAGE

“고객만족 실현은”우성기업이 지향하는 최고의 기업가치 입니다.
우성기업은 1993년에 설립하여, 다양한 경영전략과 기술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종합 단조품 제조시스템
을 완비한 형단조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피팅류를 비롯하여 밸브류, 크램프류, 후렌지류,
기어류, 요크류, 캠류, 스핀들류, 샤프트류, 볼죠인트류, 암류, 폴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절차서 및 지침서에 따른 프로젝
트별, 제품별 품질계획서를 작성 실행함으로써, 고품질 제품 생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성기업은 국내 제일은
물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발전 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성기업대표

김종백

THE bETTER WAVE

HISTORY,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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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2006

2009

2000

1993

2003

HISTORY

THE bETTER WAVE WOOSUNG

어느덧 우성이 종합 단조품의 씨앗을 뿌린지 17년이 됐습니다.
제품을 만들 때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고객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고객의 삶이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성기업은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시스템으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2007

1995

2005

1993.05.10

우성기업 설립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170-1)

2002.09.01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02-4 확장 이전

2002.12.3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완료(2002.04.01~2002.12.31)

2003.03.25

유망 중소기업 지정 (부산은행)

2003.08.30

QS-9000(ISO9000) 품질 시스템 인증 ㈜중소기업인증센터

2003.11.24

벤처기업 지정

2004.12.20

SQ-MARK 인증 ㈜현대/기아자동차

2005.06.09

발명특허 (관 이음쇠의 부분 경도상승을 위한 단조 기법)

2005.11.11

FORGING PRESS 1600TON 증설 완료

2002

VISION

THE bETTER WAVE WOOSUNG

QUALITY

QUALITY
고객사의 품질을 책임진다는 신념으로 전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영진

2005.12.16

Lloyd's 선급협회 제조법 공장승인

2006.10.13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

2006.11.15

이노비즈(INNO-BIZ) 기업 인증

2007.03.22

ISO/TS 16949 품질 인증 획득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개발에 의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임을 인지하고, 기술

2007.04.01

GL,BV,KR선급협회 제조법 공장승인

선도기업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합니다.

2007.05.31

한국 델파이 협력업체 등록

TECHNOLOGY

2007.10.29

선도기업(기계부분소재산업)선정 (부산광역시)

우성기업의 노하우를 담은 생산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설비효율화, 생산성

2007.12.14

한국가스안전공사 외주 품질관리 등록 승인

합니다.

2008.03.27

미국 선급협회 제조법 승인 획득 (ABS)

2008.12.01

테크노파크 회원기업 지정

의 노력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ISO9001과 세계 각국의 엄격한 선급기준

Value

에 만족되는 일류제품을 생산합니다.

SYSTEM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공정기술 혁신으로 생산 실적을 높이고자

SYSTEM

TECHNOLOGY

the better wave	facility, MEASURING MACHINE	woosu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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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Measuring Machine

각 국의 선급협회(LR, BV, GL, ABS, KR등)로부터 단조공장 승인을 획득함으로써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DNV,
NK 제조법 승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형, 원재료 선정, 단조품 성형에 이르기까지 앞선 자체 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납기에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검사(치수검사, 외관검사, 자분탐상검사, 기계적특성검사 등)의 각종 항목에 대한 측정시스템 및 검사시스템
을 갖추고 있습니다.

400 TON LINE

750 TON LINE

설비명

1000 TON LINE

규격

1600 TON LINE

수량

제작처

설비명

규격

수량

제작처

KNUCKLE PRESS

400 ton

1

YOGOKAWA

브리넬 경도기

300 kg

1

삼일정밀

FORGING PRESS

750 ton

1

호성기계(주)

로크웰 경도기

dtr-100

1

대경테크

FORGING PRESS

1000 ton

1

호성기계(주)

금속 현미경

50x-500x

1

올림푸스

FORGING PRESS

1600 ton

1

VORONEZH

인장시험기

50 ton

1

한국 TM

45 ton

1

YOGOKAWA

샤르피 충격기

50 kgf/m

1

한국 TM

TRIMMING PRESS

80 ton

1

호성기계(주)

TRIMMING PRESS

110 ton

1

쌍용(주)

TRIMMING PRESS

250 ton

1

동신

90 kw x 3

1

피닉스(주)

TRIMMING PRESS

INDUCTION HEATER

f20

1

G.N.R.s.r.l

0- 500 °C

1

대한상사

하이트 게이지

0-300 mm

1

MITUTOYO

버니어 캘리퍼스

0-150 mm

4

MITUTOYO
MITUTOYO

화학 성분 분석기
복사 온도계

INDUCTION HEATER

350 kw

1

인성기전(주)

버니어 캘리퍼스

0-200 mm

4

INDUCTION HEATER

450 kw

1

인선기전(주)

버니어 캘리퍼스

0-300 mm

2

MITUTOYO

INDUCTION HEATER

800 kw

1

4M 인덕션

마이크로 미터

0-25 mm

1

MITUTOYO

STEEL CHOPPER PRESS
CIRCULAR
밀링

300 ton

1

재우산업(주)

마이크로 미터

25-50 mm

1

MITUTOYO

20 - 100 mm

1

ZUNE

마이크로 미터

50-75 mm

1

MITUTOYO

2호기

1

청호기계

마이크로 미터

75-100 mm

1

MITUTOYO

0-200 mm

1

MITUTOYO

200~600 °C

1

TESTO

480

1

(주)통일기계

면치기

-

1

부경테크

쇼트기

500 kg

1

세광쇼트기계(주)

범용선반

깊이 게이지
디지털 온도기

THE bETTER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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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SUNG
MACHINE & PLANT
AUTOMOBILE

PRODUCT

ELECTRIC & ELECTRONIC
1

2

3

4

5

6

7

공정 및 금형설계

금형제작

절단

가열

단조&트리밍

후처리

품질검사

SHIPBUILDING

WOOSUNG PROCESS

우성기업은 금형, 원재료, 단조품 성형에 이르기까지 앞선 자체기술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납기에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각 사
업분야에서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

1

2

3

5

6

7

공정 및 금형설계
고객이 요구하는 스팩에 따른 금형설계 및 작업
표준수립(CAD 시뮬레이션, 2D&3D 디자인)

금형제작

절단

방전기, 선반, 밀링을 이용한 정밀금형제작

소재를 적정 크기로 자동 절단

가열

단조&트리밍

후처리

소재의 종류에 따라 기준온도로 가열

금형셋팅 단조 후 트리밍(BURR 제거)

쇼트 등 표면처리

품질검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에 대한 검사(치수, 기
계적 특성, 조도 등) 각종 항목에 대한 측정

MACHINE & PLANT

산업기계, 플랜트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밸브류, 피팅류 뿐만아니라, 두산인프라 코어, 현대중공업
등의 업체에서 사용되는 플랜지류 일체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THE bETTER WAVE

WOOSUNG
MACHINE & PLANT
AUTOMOBILE
ELECTRIC &ELECTRONIC
SHIPBUILDING

PRODUCT

WOOSU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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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UTOMOBILE
현대, 기아자동차 품질인증 SQ-Mark를 획득하였으며, ISO/TS 16949 품질인증시스템을
준수함으로서 고품질의 자동차 단조부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ELECTRIC & ELECTRONIC

SHIPBUILDING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관이음쇠를 생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세계적인 선급협회로부터 선급(LR, GL, BV, ABS, KR등)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외 조선사업에 우성기업 제품을 공급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THE bETTER WAVE

DEVELOPMENT, QUALITY ASSURANCE & CERTIF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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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ssurance & certificates

반도체 제조용 경도상승기술

품질보증업무 FLOW

(Austenite stainless steel pipe 배관 이음쇠)경도상승기술

FLOW OF QUALITY ASSURANCE WORK

정보수집 information

작업 공정 단축
열간 단조 및 경도 증가 단조법(경도가 요구되는 나사 부분 단조)을 병합하여 단조함으로 3공정으로 단조 공정 단축

마무리 열간
단조

형내기 열간
단조

경도 증가
단조

collection

개발검토 development

review

·시장성 ·공정능력 ·COST

개발착수 development

undertaking

·도면작성 및 승인
·작업표준서 작성
·Drawing preparation and appreval
·Tools and jig production

시제품 생산 pilot

product manufacturing

·작업표준 개정 및 보완
·COST분석
·Work standard revision and supplement
·Preparation of inspection report

시제품 승인 pilot

product approval

·I,S,I,R승인서류 제출

양산준비 preparation

양산작업 mass

of mass production

production work

납품 supply

경도상승단조기법

자격증, 인증서 현황
CERTIFICATES

항온변태곡선
- Lloyd's(영국선급협회)

austenite

- BV(프랑스선급협회)
- KR(한국선급협회)

pearlite

A+P

- ABS(미국선급협회)
- GL(독일선급협회)

� 가공 유기 변태 온도 구간을 구한다.
A+B

Md
Ms

※가공 유기 변태 Austenite조직 → 냉간단조 → Martensite → 현저하게 경도상승

austenite

� 변형률이 클수록 경도 상승

가동유기변태구간

� 가공 유기변태 온도 구간 내에서 가공 온도가 낮을수록 경도 상승

Austenite + martensite
온도

bainite

martensite
시간(log)

A+M+B

※변태 유기 소성 : 가공 유기 변태 구간에서 냉간 단조하면 현저하게 연산되는 현상

� Hv350 정도를 얻을 수 있는 냉간 단조 온도 및 변형률을 구하여 단조함으로
균일한 목적 경도로 상승 시킬 수 있다.(금형 개발)

- SQ(현대,기아자동차)
- ISO/TS16949(QMI)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서(INNO-BIZ)
- 유망중소기업지성서(부산은행)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
- 회원기업지성서(부산테크노파크)
- 기계부품소재산업인증서(부산광역시)
- 외주품결관리등록증(한국가스안전공사)
- 특허증

·Marketability

·Processing capability

·COST

·검사기준서 작성
·치구 및 JIG제작
·Preparation of work standard

·검사성적서 작성
·Cost analysis
·Tools and jig production

·Submission of ISIR approval document

·원자재 및 금형확보
·생산계획수립
·Securing of raw material and metallic pattern
·Establishment of production plan
·작업표준 재정 보완
·치구 및 JIG보완
·Work standard revision and supplement
·Preparation of the frequent inspection report
·검사성적서

·거래명세서

·Inspection report

·자주검사 성적서 작성
·Tools and jig supplement

·Transaction stat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