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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최고의 
품질을 통한 초일류 기업!

생산성 증가와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찰용접
공정의 적용은 공업계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20여 년간 오로지 마찰용접 한 분야의 기술만
매진해 온 저희 회사는 그동안 수백만 개 이상의
다양한 부품 생산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찰용접공정의 학문적 연구와 수많은 경험,
그리고 금속공학 외의 다양한 기계적 특성까지
총망라된 노하우가 뒷받침되는 A.F.W㈜ 와 함께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      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51

설립일자 2016년 5월 

주생산품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대지면적 7,603 ㎡ (2,303평)

건물면적 3,506 ㎡ (1,062평)

주      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5길 32-32

설립일자 1998년 9월

주생산품
시추용 드릴로드 / 중장비 Axle Shaft /
마찰용접 서비스품 등

대지면적 3,245 ㎡ (982평)

건물면적 1,867 ㎡ (565평)

주      소 경북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2길 117

설립일자 2012년 7월

주생산품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대지면적 3,684 ㎡ (1,115평)

건물면적 2,192 ㎡ (663평)

주     소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내)

설립일자 2020년 3월

주생산품
전기차용 2차전지 부품, 
전기차용 BUSBAR

대지면적 12,644 m² (3,831평)

삼청공장(본사) 금산 공장 

낙산 공장 구지 공장 � 연구소

기술
경쟁력

正道
경영

원가
경쟁력

최고의
가치

친환경 사업

최첨단
기술 확보

가격 경쟁력 
확보

창의적 사고
혁신활동

업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원가 경쟁력으로 최고의 가치를 추구!

마찰용접을 통한 원가절감 방안 제시 

사업목표 및 전략회사현황 ASAN FRICTION
WELDING

ASAN FRICTION
WELDING



전기자동차 부품 전용공장 설립(구지공장)

코스닥 상장 

1,0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IATF16949 인증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구·경북 올해 중소기업 대상 수상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한국무역협회)

경북 PRIDE 상품 지정 (경상북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중소기업청)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 [고용 창출 분야]

삼성SDI 베스트 파트너상 수상

전기자동차 부품 제3전용공장 (본사) 설립

뿌리산업 증명 [용접분야]

경북 TP 프라이드 100대 기업 선정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여성 친화 일촌기업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부품 소재 전문 기업 인증 

전기자동차 부품 전용공장 설립 (낙산 공장)

ISO/TS16949 인증 

특허등록 [제10-2047794호] 부스바 제조방법(CCA)

특허등록 [제10-2034012호] 마찰 교반 용접을 이용한 부스바 제조방법

특허등록 [제10-2084011호] 부스바 제조방법(CAF)

특허등록 [제10-2019069호] 퓨즈용 부스바 제조방법

특허등록 [제10-2024515호] 선형 마찰 용접을 이용한 부스바 제조방법

국내외 특허 출원 : CAF BUSBAR 제조 방법 외 9건 (디자인 및 상표 출원 포함)

기술 지원 사업 과제 완료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과제명 : 음극 터미널 부품의 동 단조 금형 수명 향상 기술)

특허등록 [제10-1619266호] 관성 상쇄의 제동작용을 이용한 마찰용접기

특허등록 [제10-1597777호] 마찰용접기

특허등록 [제10-1476590호] 정역 회전을 이용한 절단기

산학 공동 과제 완료 (금오공과 대학교)

(과제명 : 마찰용접을 이용한 이종금속의 접합 공정 개발 TiAl + SCM440)

특허등록 [제10-1411220호] 무브레이크식 마찰용접기

특허등록 [제10-1317497호] 마찰 용접용 고주파 모터

민관 공동투자 기술 개발 사업 (중기청)

(과제명 : Copper 단조품의 마찰용접 공법을 이용한 (-)Rivet Terminal 개발)

중소기업 녹색 전환 기술 지원 사업 과제 완료 (생기원)

(과제명 : Al-Cu 마찰용접 전극 부품 단조 금형 수명 향상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한화 - 마찰용접 기술 컨설팅

120톤 마찰용접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공정 세척기 개발 

Cu, Al 원소재 절단품 열풍 건조기 개발 

Tray 세척기 개발 

Cu, Al 원소재 절단품 선별기 개발

Cu+Al 용접비드 제거기 개발 (2Cavity) 

(-)Rivet Termninal 전용 2Cavity 트리밍 자동 공급장치 개발 

(-)Rivet Termninal 전용 자동 단조기 개발 (Heading Machine) 

Cu+Al 용접비드 제거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Dual 수평형 마찰용접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Dual 수직형 마찰용접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Counting Machine 개발 

Cu, Al 원소재 절단용 프레스식 절단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포장 자동화 기기 개발 

Cu, Al 원소재 절단용 캠자동 절단기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수직형 마찰용접기 개발 (Auto Loading Type)

Copper 단조용 프레스, 트렌스퍼 금형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자동 단조 설비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자동 트리밍 설비 개발 

(-)Rivet Terminal 전용 수평형 마찰용접기 개발 (Auto Loading Type)

(-)Rivet Terminal 양산 Line 생산개시(1호 Line)

(-)Rivet Terminal 전용 마찰용접기 개발 (Manual Type) 

(-)Rivet Terminal용 Cu + Al 마찰단자 개발 (기보유 설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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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업체 등록(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부품 공급)

ISO 14001 인증 

S&T Dynamics Axle Shaft 공급

Dymos CO.,LTD. 대형 Axle Shaft 공급

ISO 9001 인증

현대자동차 차세대 Propeller Shaft (Aluminium + Steel) 마찰용접 개발 완료

Doosan Infra core CO.,LTD. 업체 등록

Volvo Construction Equipment Korea 업체 등록

1999.09

1999.06

1998.09

Delphi Automotive Systems Corporation CV Joint 개발 프로젝트 참여

Pre-Mat Drilling Supplies Pte Ltd 수출(싱가포르)

A.F.W(주) 법인 설립

연구 및 기술개발현황ASAN FRICTION
WELDING회사연혁ASAN FRICTION

W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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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구개발

I＆D 

기기개발



비철금속 접합, 원가 경쟁력, 다양한 적용 등이 가능한 차세대 기술

01. 회전 마찰용접(RFW)

회전 마찰용접(RFW) PROCESS

이종소재를 2,000 r.p.m 정도의 고속으로 회전하여 마찰열을 발생시켜 접합에 충분한 상태가 되면, 강한 기계 압력으로 
압접시키는 고상 압접 방식

1. 용접재료를 SPINDLE 측과 
TABLE 측에 고정

2. SPINDLE 급속 회전, 
 TABLE 측과 전진

3. 소재 접촉 개시,
마찰 발열

4. SPINDLE 급정지,
 UP SET 가압

5. 발열 가압 시 생긴
융기 부분 절삭

6. 용접 완성

타 용접 대비 높은 접합 강도

일반 용접에서 불가능

소재비 절감, 가공시간 단축

낮은 CO2 배출량

용접부 기포 결함 無

자동차, 선박, 시추용품 등

비철금속 접합

고강도 접합 저렴한 원가

친환경

안정적 품질

다양한 적용 분야

마찰용접ASAN FRICTION
WELDING

마 찰 용 접
F R I C T I O N  W E L D I N G



마찰용접ASAN FRICTION
WELDING

02. 마찰 교반용접 FSW (Friction Stir Welding) 04. 회전 마찰용접 RFW 적용 사례

03. 선형 마찰용접 LFW (Linear Friction Welding)

돌기(probe)를 가지는 비소모성 공구(tool)를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피접합재에 삽입하면 공구와 피 접합재와 상호마찰에 
의해 열이 발생하며, 이러한 마찰열에 의해 공구 주변의 재료는 연화되고, 공구의 교반에 의한 재료의 소성유동에 의하여 
접합면 양쪽의 재료들이 강제적으로 접합이 이루어지는 용접법

RFW는 회전을 이용하여 1,200℃ 내외의 온도로 마찰열을 일으켜 압접시키는 방식이고, LFW는 선형 진동운동을 이용하여 
두 소재의 마찰을 일으켜 적정 온도를 만든 뒤 압접시키는 방식.

마찰교반 용접(FSW)

선형 마찰용접(LFW)

AI Casting + AI Tube + AI Casting

AI Steel + AI Tube + AI Casting

Alloy Steel  Cold Forging + Alloy R-Bar

Alloy Steel R-Bar + Alloy Steel 

Al Cast + Al Cold Forging

Al + Alloy Steel

Seamless Pipe + Alloy Steel R-Bar

SS400 + SCM440 +SCM440

Propeller Shaft Crank Shaft

C/V Joint Auto Compressor Part

Al Yube + Stainless Steel

Brake Disk

Skid Loader Axle Shaft

Drill Rod

마찰용접ASAN FRICTION
WELDING

Applied
Force

Applied
Force

Applied
Force

Applied
Force

Applied
Force

Applied
Force

Frictional HeatingReciprocal Motion

Applied
Force

Applied
Force

Flash



전기자동차
부 품
E L E C T R I C  V E H I C L E  PA R T S

마찰용접ASAN FRICTION
WELDING

05. 마찰 교반용접 FSW 적용 사례

06. 선형 마찰용접 LFW 적용 사례



전기자동차 부품ASAN FRICTION
WELDING

생산성, 품질 등 우위로 차세대 제품으로 부각

마찰용접 기술과 단조 기술의 장점만을 활용, Cu와 Al 소재를 마찰용접으로 접합 후, 단조 기술을 적용하여 원하는 

두께와 폭을 갖는 부품으로 제조

Copper Aluminum Copper

마찰용접 공법을 적용하여 접합 강도를 극대화 → High Strength

고가의 구리를 저가의 알루미늄으로 대체 → Cost Reduction

전도체로 사용되는 구리를 대신하여 알루미늄 사용 → Light Weight

03. CAF BUSBAR

CAF BUSBAR (Copper Aluminum Friction Welding BUSBAR)

세계 최초 CAF BUSBAR 개발

01. (-) RIVET TERMINAL

Copper + Aluminum  

리튬 이온 2차 전지 Battery 출력 단자이며,
Cap Ass’y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동종재끼리
레이저 용접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재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

(-) RIVET TERMINAL

음극마찰용접단자

- 전기 과부하가 발생할 때 구성성분 중의 하나를 녹임으로써 전류를 차단하도록 고안된 전기 접속 장치

- 전류가 세게 흐르면 전기 부품보다 먼저 녹아 끊어져서 전류의 흐름을 차단해주는 금속선

- 보통 열에 쉽게 녹는 주석이나 납 등의 금속으로 제작

02. FUSING BUSBAR



전기자동차 부품ASAN FRICTION
WELDING

05. CAF Clad Metals

As Fabricated

Applications

CU AI CLAD METAL

높은 열전도율

높은 전기전도도

높은 밀도

높은 가격

낮은 열전도율

낮은 전기전도도

낮은 밀도

낮은 가격

높은 열전도율

높은 전기전도도

낮은 밀도

낮은 가격

CLAD BUSBAR

LEAD TAB FOR 
POUCH CELL Anode Cathode

04. CCA BUSBAR(Copper Clad Aluminum BUSBAR)

Copper와 Aluminum 금속을 열간압연 또는 연속주조방식으로 표피층을 구리로 
하여 전기, 전력용 전도체로 사용하는 부품

3 layer CCA(Cu/Al/Cu) 2 layer CCA(Cu/Al)



기업인증서

ASAN FRICTION WELDING

IATF 16949:2016 ISO 14001 기업부설연구소INNOBIZ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경북프라이드 100대 기업 특허[제10-1411220호]
마찰용접기

특허[제10-2019069호]
퓨즈용 부스바 제조방법

특허[제10-2084949호]  
부스바 제조방법(CCA)

디자인[제30-1015068호]
접지용 부스바

디자인[제30-1015070호]
접지용 부스바

특허[제10-1317497호]
마찰용접용 고주파모터

특허[제10-1476590호]
정역회전날방식 절단기

특허[제10-1597777호]
마찰용접기

특허[제10-1619266호]
관성상쇄의 제동작용을

이용한 마찰용접기

특허[제10-2024575호]
선형 마찰 용접을 이용한 

부스바 제조방법

특허[제10-2034012호] 
마찰 교반 용접을 이용한 

부스바 제조방법

특허[제10-2034011] 
부스바 제조방법

충전기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관리장치

탑재형 충전기

인버터/컨버터 구동모터

전기 자동차 (EV)

에너지저장장치 (ESS) 전동기

06. CAF BUSBAR APPLICATIONS 

전기자동차 부품ASAN FRICTION
WELDING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최고의 품질을 통한 초일류 기업"

www.asanfw.com

삼청공장�본사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1길 51

금산공장�연구소 |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5길 32-32

낙산공장 | 경북 칠곡군 왜관읍 2산업단지 2길 117 

구지공장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 산단대로33길 270

Tel. 054-974-3325       Fax. 054-974-3324      E-mail. sales@asanfw.com☎기술문의 054-800-5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