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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 Seat



Spring & Seat

T e c h n o l o g y  f or  your  Future

편안한 세상을 위한 부드러운 힘,
                 대원이 만들어갑니다

삶을 부드럽게, 생활을 안락하게－

- 현가스프링 코일스프링 / 판스프링 / 스테빌라이저바·토션바 / 에어스프링

- 정밀스프링 엔진밸브스프링 / 앤진밸브코터 / 오토클러치리턴스프링 / 각종 선스프링 / 

 박판스프링 / IT스프링 / 리바운드 스프링

- 산업용 스프링 금형스프링 / 접시스프링

- 스프링 소재 스프링용 환강 / 스프링용 평강 / 스프링 소재 가공

- 차량용 시트 승용차용 시트 / 중장비용 시트 / 철도차량용 / 고속전철용 시트

- 시트 메커니즘 트랙 / 리클라이너 / 하이트어저스터 / 헤드레스트

                             대원은 스프링·시트제품의 소재 개발에서부터 

         설계·제품생산·설비제작·기술제공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아우르는 

 전문화된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미국, 중국, 인도, 폴란드, 러시아, 멕시코 등 

                                         해외 현지법인을 통해 세계 전역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현지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업
분야

시트

스프링



DAEWON

History

한국 스프링의 역사
       기술과 품질의 세계일류 기업으로!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 그 속에 대원강업의 비전이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바탕으로 혁신을 뛰어넘는 혁신을 이루고

기술과 품질이 세계일류가 되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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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46

주요 연혁 2016. 10

2016. 03

2015. 10

2014. 06

2014. 05

2013. 12

2013. 10

2012. 12

2011. 03

2011. 03

2010. 09

2010. 03

2010. 01

2009. 07

2009. 01

2007. 12

2007. 06

2006. 11

2006. 10

2005. 03

2004. 05

2004. 03

2003. 07

1997. 07

1993. 03

1986. 11

1977. 06

1977. 06

1966. 09

1965. 06

1964. 01

1946. 09

회사 창립70주년 기념식

창원2공장 함안 이전

대원멕시코 설립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 선정

제11회 자동차의 날 은탑산업훈장

본사 천안 이전 및 천안공장 준공

IR52 장영실상 수상

제49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탑 수상

중국 강소대원아시아기차탄황유한공사 설립

독일 프랑크푸르트 R&D지원센터 개설

우수자본재 개발유공 금탑산업훈장 수상

미국GM 2006~2009 우수협력업체상 4년 연속 수상

철도산업 IRIS 인증 취득

러시아법인 설립

현대·기아자동차 2008 협력사 대상 수상

대원인디아 설립

미국 디트로이트 R&D 지원센터 개설

대원아메리카 설립

대원역사관 개관

북경대원아세아기차과기유한공사 설립

제1회 자동차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ISO/TS16949 인증 취득

ISO14001 인증 취득

D&D Spring Poland 설립

제20회 상공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기술연구소 설립

기업공개

전국기계공업인대회 동탑산업훈장 수상

자동차 시트 개발

판스프링 KS 표시 허가 취득

해외수출 개시

회사 설립



품질철학을 공유하는
                 성공 파트너십 구현

고객의 신뢰로 이어지는 대원의 품질경영은 한 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완벽한 품질 시스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지속적인 개선 노력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제품을 제때에 공급합니다.

DAE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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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원칙 준수

• 실질적인 자주검사·공정

 검사 실행 (RPQ)

• 설비관리 철저 (PDA)

• 설계사양과 표준에 의한 

 제품생산·확인

지속적 품질 개선

• 다양한 공정 품질 데이터 확보

• 품질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

• 3T 활동으로 공정 표준 정립

•  로트관리 및 선입선출 

 시스템 구축

4M 생산활동

• 올바른 품질의 부품 사용

• 올바른 표준 작성

• 올바른 도구의 사용

• 올바른 작업표준의 준수

품질 인증

대원의 품질보증 시스템은 세계 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 스프링·시트 부문 ISO/TS16949 인증    •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 스프링·시트 부문 OHSAS 1801 인증    • 국제철도산업 IRIS 인증

연구 개발

고품질을 선도하는 스프링·시트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갑니다.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개발 노력을 기울여 고객에게 최고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가스프링 
         Suspension Spring

안전과 안락감을 책임지는 현가스프링 -

충격 흡수와 선회 시 균형을 유지해주는

차량의 핵심 부품으로 세계 명차의 자부심과 함께합니다.

Technology for your future
D

A
EW

O
N

0908

Technology for your future
D

A
EW

O
N

01

코일스프링

스프링 환봉재를 코일 형태로 감아 만든 스프링이며,
주로 승용차의 서스펜션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중이나 노면의 충격 정도에 따라
스프링의 굵기와 코일의 지름을 변화시켜
여러 가지 형태와 강도의 스프링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02

스테빌라이저바

차량의 좌측과 우측의 현가장치를 연결하는 제품으로 
커브 길을 주행할 때 원심력에 의해 바깥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억제시키며, 차량의 평형을 
유지하고 롤링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토션바는 원형소재의 비틀림 변위를 이용한 스프링이며, 
텐션로드는 차량 전후 방향의 하중을 지지하고 로어암과 함께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철도차량 및 중장비용 코일스프링

스테빌라이저바

능동형 스테빌라이저바

힌지 토션바토션바

승용차용 코일스프링

파라보릭 판스프링

초대형 트럭용 판스프링

버스 및 상용차용 에어서스펜션

버스, 트레일러 등 대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으며, 
저상버스의 경우에는 에어스프링을 응용하여 차체를 한쪽으로 
기울이는 닐링 역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철도차량용 에어서스펜션

객차, 화차, 내연동차, 전동차뿐만 아니라 고속전철에 이르기까지 
철도차량에 에어스프링이 다양한 형태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고 조절은 물론 상하좌우 어느 방향의 충격도 흡수합니다.

푸셔액슬현가장치 키트

에어스프링을 이용하여 하중 변동량이 큰 대형상용차인 카고트럭, 
덤프, 트레일러 및 특수차량 등에 장착되어 액슬을 올리고 내리는 
간단한 작동만으로 동일 적재공간 내에 적재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시스템입니다.

04

에어스프링

원통형상의 에어백(Air Bag)에 공기를 주입시켜
압축과 팽창으로 얻어지는 탄성효과를 이용한 스프링
입니다.

공기의 고유한 성질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러운
스프링 정수를 설정할 수 있으며, 적재 시에는 강한 반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용차용 에어서스펜션

고급승용차를 중심으로 최근 개발된 제품이며, 차량의 특성에 맞는 
현가장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첨단제품입니다.

03

판스프링

화물, 트럭 등 상용차에 주로 사용되는 스프링으로 
여러 장의 겹판스프링을 묶은 형태입니다.

최근에는 고응력 소재개발과 기술력으로 단매물 형태의 파라보릭
스프링 및 초대형 트럭용 판스프링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밀스프링 
         Precision Spring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업 분야마다 정밀스프링이 최첨단화를 이끕니다.

대원은 고응력과 고내구성을 갖춘 다양한 정밀스프링을 개발하여 신문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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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밸브스프링

자동차 엔진의 밸브트레인 부품 중 하나로 엔진 구동 시 
캠에 의해 열려진 밸브를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입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엔진의 고속 주행 시 다이나믹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재료의 고강도화 및 실린더, 코니컬, 비하이브 타입의 
밸브스프링을 개발, 생산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용(승용차, 상용차) 엔진밸브스프링

- 중장비용 엔진밸브스프링

- 선박용 엔진밸브스프링

- 엔진밸브코터

02

오토클러치 리턴스프링

자동차 밋션의 클러치 드럼 내에 장착되어 오토 트랜스 
밋션의 유압해제 시 피스톤을 원위치로 복귀시키기 
위해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입니다.

오토클러치 리턴스프링과 웨이브스프링이 있습니다.

03

커브드스프링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이 변속기로 전달될 때 
발생되는 충격,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스프링
입니다.

커브드스프링은 엔진과 변속기의 중간에 위치하여 엔진의 
Torque 비율과 변속기의 Torque 비율을 조절하여 주는 
Torque Converter에 조립됩니다. 

04

리바운드스프링

차량 Roll 제어기능과 고속주행 시 Ride & Handling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스프링입니다.

리바운드스프링은 스프링의 거동에 따른 Rattle Noise 회피와 
상하 장착부 충격흡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5

각종 정밀 선스프링

전자제품 및 각종 산업기기, 일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는 선경이 비교적 작은
스프링들입니다.

정밀스프링에는 용도에 맞게 압축 코일스프링, 인장 코일스프링, 
토션 코일스프링 등이 있습니다.

06

박판스프링

스프링 박판재료를 프레스 및 성형기를 사용하여
스프링 작용을 하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박판스프링은 용도에 맞게 각양각색이지만 모두가 변형된 힘을 
원상태로 복귀하는 역할만큼은 동일합니다.

07

IT스프링

IT 관련 기기들에 사용되는 초정밀 극박판스프링을 
말합니다.

제품의 종류로는 1Bead, 3Bead 및 멀티 그루부의 
밸브코터 등이 있습니다.

08

금형스프링

각종 제조설비의 프레스 금형, 사출 금형 등에 
사용되는 압축 코일스프링입니다.

금형스프링은 고응력, 고속진폭, 고내열성 등을 모두 갖춘
고품질의 제품입니다.

09

접시스프링

협소한 공간에서도 탁월한 부하능력을 발휘하는 
접시모양의 스프링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진동이나 구조물 등에 접시스프링을 응용한 
텐션바컨넥션을 개발, 스프링의 특성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엔진밸브코터엔진밸브스프링



시트 
         Seat

시트는 탑승자의 안전과 안락감을 좌우하는

자동차 내 기술의 총 집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부터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최첨단의 각종 매커니즘, 그리고 공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명품의 성가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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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초경량 시트

최근 세계 자동차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마그네슘 판재를 적용한 초경량 시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차량의 중량 문제는 속도, 주행거리, 연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량의 경량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마그네슘 재를 활용한 초경량 시트의 경우 획기적인 연비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혁신적인 개발품입니다.

01

자동차용 시트

승용차용 시트, 중장비용 시트, 시트 기능품

자동차용 시트는 수많은 정밀 부품이 모여 조립되는 
모듈화 제품으로 운전자를 비롯한 탑승자의 안전과 
안락감에 최우선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공학적인 설계와 미려한 디자인 등을 특징으로
자동차와 탑승자의 최접점에 위치한 중요한 제품이며,
엄격한 테스트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시트기능품

02

철도차량용 시트

철도차량용 시트는 장시간의 탑승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락성과 기능성을 최우선으로 설계한 최고급 
시트입니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한국 철도차량의 시트를 전량 공급해온 
대원강업은 최근 KTX 시트를 개발, 최첨단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속전철에 부합되도록 경량화를 실현하였습니다. 

전동차용 시트

고속 및 일반 철도용 시트



DAEWON
Global Foot-Print

국내 사업장

본사/천안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송1길 114-41 / Tel. 041)520-7500

기술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5길 35 / Tel. 02)3455-7340

창원1공장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35 / Tel. 055)282-7541

창원2공장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안산단5길 63 / Tel. 055)269-8888

성환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월2길 65 / Tel. 041)580-4200

해외 사업장(해외법인)

대원아메리카·미국

Opelika 본공장  4600 Northpark Drive, Opelika, Alabama, United States.

Tel. 1-334-364-1600

Auburn 공장  155 Alabama Street, Auburn, Alabama, United States.

Georgia 공장  200 Piedmont Circle, LaGrange, Georgia, United States. 

북경대원·중국

M2-6 Xinggu Industrial Development Zone, Pinggu, District, 

Beijing, CHINA.  

Tel. 86-10-6995-6571 

강소대원·중국 

No.56 Ganjiang Road, Yancheng Economic

Development Zone, Yancheng, Jiangsu, CHINA.  

Tel. 86-0515-8902-1500

대원인디아·인도   

Survey No. 477 & 489, No. 99, Papparambakkam Village, 

Thiruvallur Taluk & District, Tamil Nadu-602 025, INDIA. 

Tel. 91-44-3767-0700

대원유럽·폴란드  

16, Frezerow, 20-209, Lublin, POLAND.  

Tel. 48-81-749-1900

대원러시아·러시아   

426053, Russian Federation, Udmurt Republic, Izhevsk, Avtozavodskaya st., 5   

Tel. 7-3412-24-62-06

대원멕시코·멕시코

Del Parque 1165, Monterrey Technology Park, CP 65550, Cienega De Flores, 

Nuevo Leon, MEXICO

Tel. 070-7525-3643

독일 프랑크푸르트 R&D 지원센터

Eisenstrasse 51, 65428, Ruesselsheim, Germany

Tel. 49-6142-9429-3911

미국 디트로이트 R&D 지원센터  

1800 Crooks Rd, Ste C Troy Michigan 48084, USA 

Tel. 1-248-643-4025

중국 상해 R&D 지원센터

관계회사

주식회사 삼원강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40 / Tel. 054)278-1983

대원정밀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범지기로 141번길 100 / Tel. 031)495-0701

주식회사 대원총업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5길 35 / Tel. 02)318-6387

콘티테크대원에어스프링유한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5산단2로 114 / Tel. 041)582-2800

주식회사 대코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96번길 37(정왕동) / Tel. 031)8085-7120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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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공장   기술연구소 창원1공장 창원2공장 성환공장 

해외 현지법인

범례

해외 R&D 지원센터미국 디트로이트 R&D 지원센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R&D 지원센터

북경대원·중국    대원인디아·인도 강소대원·중국   대원아메리카·미국 대원멕시코·멕시코대원러시아·러시아 대원유럽·폴란드 

FRANKFURT R&D
SUPPORT OFFICE

DETROIT R&D SUPPORT OFFICE

DAEWON AMERICA GA PLANT
DAEWON AMERICA

DAEWON MEXICOSHANGHAI R&D SUPPORT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