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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소개
연 혁연 혁

1991년

1993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01월

06월

06월

04월

07월

12월

02월

09월

12월

01월

11월

01월

08월

02월

12월

12월

09월

12월

03월

12월

12월

풍산시스템 창립

케피코 관련 시험기 개발 및 제작

현대자동차 관련 전장품 양산

법인 전환 ㈜ 풍산시스템

ISO-9001;2000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및 운영 (산업진흥협회)

안산시 사사동 안산테콤단지 내 신사옥 이전

TS-16949 품질경영 시스템 인증

SQ-MARK 인증

장영실상 수상 - 과학기술부, 매경 공동주관

LG전자 생산기술원 감사패 수상

INNO-BIZ 업체 선정 (제20070400371호)          

현대케피코 공로패 수상

현대케피코 KPS 우수 협력사 수상

현대케피코 최우수 협력사 수상

SQ 최우수 협력사 인증 (현대, 기아차 후원)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

현대케피코 품질 5스타 인증

성실 납세자 인증

현대케피코 최우수 협력사 수상

현대자동차그룹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안인증

01월

12월

01월

10월

12월

01월

05월

11월

01월

06월

LG 전자 우수 협력사 수상

현대케피코 최우수 협력사 수상

LG 전자 환경/안전관리 부문 감사패 수상

군포첨단산업단지 군포 신사옥 이전

현대 케피코 품질 5스타 플러스 인증

현대 케피코 내일채움공제 지원사 선정

LG 전자 안전관리 부문 감사패 수상

중소기업 유공자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장 수상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POONGSAN SYSTEM VINA)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벤처 천억기업 선정

LG 전자 최우수 협력사 수상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베트남 현지법인 준공

< 군포공장 >< 안산공장 >



경영 방침경영 방침

경영 이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르게 경영하고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신뢰를 위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품질 방침

1) 품질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신기술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
3)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인증 현황

1) 2004년 07월 ISO-9001;2000 획득
2) 2006년 01월 SQ Mark 인증 획득
3) 2013년 09월 ISO-14001 인증 획득
4) 2018년 09월 IATF 16949 인증 획득

대표이사 정 윤 수

ceo@poongsan.net

2020년 경영방침

〮 업무 효율의 극대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규정준수 소통과 협력으로 고객만족



수상 및 인증현황수상 및 인증현황

장영실상 수상 SQ-MARK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ISO9001 INNO-BIZ 

지식경제부장관상
(기술혁신상)

IATF 16949



SQ 최우수협력사

수상 및 인증현황수상 및 인증현황

ISO14001 성실 납세자 강소기업 보안인증서

2016년 최우수 협력사 고용노동부장관상
(중소기업유공자)

기술평가 우수기업



수상 및 인증현황수상 및 인증현황

특허10-0811111 특허10-0811115 특허10-1641897 특허10-1724114 특허10-1835024



사업장 소개사업장 소개

㈜풍산시스템 안산공장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119-46

- 구 조 : 지하 주차장 / 1~3층, 5층 생산라인

4층 사무실

< 1층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라인 >

< 3층/5층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라인 >

< 2층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라인 >



사업장 소개사업장 소개

㈜풍산시스템 군포공장

-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489 번지

- 공장규모 : 대지 1,900 坪, 연면적 3,200 坪 (증축시 4,100 坪)

- 구 조 : A동 5층 (1~3층, Clean Room 10,000 Class)

(4~5층, 사무실,연구소)

B동 3층 (1층 Clean Room 10,000 Class)

(2~3층 조립장, 4~5층 증축예정)

< 군포공장 클린룸>

< 군포공장 조감도 >

< 군포공장 전경 >



사업장 소개사업장 소개

㈜풍산시스템 베트남 법인

- 위 치 : Lot XN4-2, Dai An Expansion Industrial 

Zone, Lai Cach Town, Cam Giang District,

Hai Duong Province, Vietnam

- 공장규모 : 대지 6,062 坪, 연면적 3,632 坪

- 구 조 : 사무동, 생산라인, 창고, Utility실

< 생산라인 >

< 베트남 법인 전경 >

< 사무실 >



조 직 도조 직 도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연구소전장사업부 장비사업부 영업실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회계팀

기술지원팀

미래전략기술실

제어 1, 2팀

제조팀

장비운영팀

기술영업팀

영업지원

전장영업

품질경영실

CS팀

장비기술팀

생산기술팀

보 전 팀

설계 1, 2, 3팀

생산실

생산 1, 2팀

자재물류팀

감 사 실

POONGSAN SYSTEM VINA

구 매

프로젝트개선팀

검사기술팀

개발팀

지원팀



1.      자동차 전장부품 부문 - 전장사업부

2.       Function Tester 부문 - 검사기술

3.       장비사업 부문 - 장비사업부

3

2

1

2. 제품소개

- LCD 장비군 / LAB 장비군
- LASER 장비군
- OLED / 휴대폰 관련 장비군 / 자동화 관련 장비군
- 진공장비 장비군
- VC (Vehicle Component) 장비군
- 자동화 장비군

- Fuel Tank Pressure Sensor (FTPS)
- Oil Pressure Sensor (OPS)
-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DPS)
- Idle Stop Go Vacuum Sensor (ISG)
- Pressure Sensor – Direct Electro Hydronic Actuator 2 (PS_DEHA2)
- Multi Purpose Actuator_ Variable Charge Motion Motor (MPA_VCM Motor)
- RXC Output Speed Sensor (RXC-OSS)
- Lever Throttle Position Sensor (LTPS)
- Diesel Fuel Rail Line, FCEV APC/ACV Ass’y Line
- Electronic Throttle Control Ass’y (ETC) / ACV Ass’y & Sub Ass’y

- Control Parts Function Tester 
- Sensor Parts Function Tester 
- Actuator Parts Function Tester



자동차 전장 부품자동차 전장 부품

쓰로틀 바디에

장착되어 쓰로틀

밸브의 개도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

연료탱크 내의 압력 및

연결통로 누설 유무를

검출하는 센서

자동변속기의 차축 회전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시동시 흡입 공기의 유동을

조절, 시동초기의 HC,NOx,

CO 등을 저감시키는 시스템

4WD 커플링 시스템에

압력 편중을 검출하는 센서

Engine에 필요한 흡입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Actuator

OPS

엔진 오일의 압력 및

온도를 측정하여 엔진

제어기로 압력정보

전달.

디젤 미립자 필터 전·후단

사이의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

ETC

LTPS

FTPS

PS_DEHA2 RXC-OSS

MPA_VCM Motor

Booster내 진공 압력 확인

후 정차 중 Engine On/Off 

조건을 설정하는 센서

ISGDPS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가솔린 증발가스의 누설검출 및 퍼지컨트롤 시스템의

작동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연료탱크 내부의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 양산 TYPE : Direct. Hose, Clip

▣ 적용 차종 : NF, TG,VI, BH, HD, TD, HM

▣ 생산개시 : 2006년 03월

FTPS Ass’y Line

FTPS : Fuel Tank Pressure Sensor



OPS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OPS : Oil Pressure Sensor

▣ 오일펌프의 제어를 통해 RPM에 따라 토출되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엔진오일의 온도와

압력을 측정하는 센서

▣ 양산 TYPE : Pressure Sensor Type

▣ 적용 차종 : DH

▣ 생산개시 : 2013년 07월



DPS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DPS : Differential Pressure Sensor

▣ 디젤 배기가스 미립자 포집필터(DPF) 전·후단의

압력차를 측정하여 DPF의 재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차압센서.

▣ 양산 TYPE : Pressure Sensor Type

▣ 적용 차종 : HG, UM, YP

▣ 생산개시 : 2014년 03월



ISG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ISG : Idle Stop Go Vacuum Sensor

▣ 정차 중 Engine On/Off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Brake booster내 진공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 양산 TYPE : Pressure Sensor Type

▣ 적용 차종 : JF, QLE

▣ 생산개시 : 2015년 04월



PS_DEHA2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전자식 4WD 커플링 시스템에서 후륜에 배분되는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 커플링의 오일 압력을 측정

하는 센서.

▣ 양산 TYPE : Pressure Sensor Type

▣ 적용 차종 : SL, DM, GN

▣ 생산개시 : 2009년 12월

PS_DEHA2 : Pressure Sensor_Direct Electro Hydronic Actuator 2 



MPA_VCM Motor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초기 시동시 배기가스 규제 대응 및 연소효율

증대를 위해 흡입공기의 유동을 조절, 혼합기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한 액추에이터.

▣. 양산 TYPE : Theta, Nu 

▣ 적용 차종 : SL, MD

▣ 생산개시 : 2010년 05월

MPA_VCM : Multi Purpose Actuator_Variable Charge Motion  



Output Speed Sensor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자동변속기의 입력 회전속도와 변속 후

차축의 회전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 양산 TYPE : RXC-OSS

▣ 적용 차종 : BL, HQ, HR

▣ 생산개시 : 2004년 04월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스로틀 축과 함께 회전하며 스로틀 밸브각을

감지하는 회전식 가변저항기.

▣ 양산 TYPE : CCW, CW

▣ 적용 차종 :  HD, NF, LC, TB, MC등

▣ 생산개시 : 2008년 08월

LTPS Ass’y Line

LTPS : Lever Throttle Position Sensor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고압펌프로부터 축압된 고압의 연료 저장,

인젝터로 연료를 분배시켜주는 역할

▣ 양산 TYPE : 신 U-ENG

▣ 적용 차종 :  OS, CD등

▣ 생산개시 : 2018년 03월

Diesel Fuel Rail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FCEV용 APC Ass’y>

▣ 연료전지 스택 내부에 발생하는

공기 배출을 조절하여 스택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압력제어밸브

▣ 생산개시 : 2018년 03월

APC/ACV Ass’y Line 

* FCEV : Fuel Cell Electric Vehicle(수소전기차량)

APC : Air Pressure Control Valve / ACV : Air Cut-off Valve 

▣ 차량 정지후 연료전지 흡입/배출

통로를 차단하여 잔존공기 반응에

의한 스택의 수명저하를 방지하는

공기차단밸브

▣ 생산개시 : 2018년 03월

< FCEV용 ACV Ass’y>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흡입 공기의 양을 조절

▣ 양산 TYPE : Theta, Gamma, Kappa 

▣ 적용 차종 : NF, TD외

▣ 생산개시 : 2010년 01월

ETC Ass’y Line

ETC : Electronic Throttle Control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자동차 디젤 엔진에 필요한 흡입 공기의

양을 조절

▣ 적용 차종 : U2

▣ 생산개시 : 2014년 07월

ACV Ass’y Line

ACV : Air Control Valve 



ETC Cover Ass’y Line (C-Type/NC-Typ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ETC 장착 Sub-Ass’y (C-Type)

▣ 양산 TYPE : Theta, Tau

▣ 적용 차종 : BH, TD, HD, BK등

▣ 생산개시 : 2008년 12월

▣ ETC 장착 Sub-Ass’y (NC-Type)

▣ 양산 TYPE : Theta, Tau 

▣ 적용 차종 : ETC

▣ 생산개시 : 2010년 10월

< C-Type Cover>

< NC-Type Cover>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ETC Armature에 장착되는 Sub-Ass’y

▣ 양산 TYPE : 1 Model

▣ 적용 차종 : NF, TD

▣ 생산개시 : 2012년 07월

ETC Brush Holder Ass’y Line



ETC Armature Ass’y Line

자동차 전장부품자동차 전장부품

< 완제품 사진 >

▣ ETC에 장착되는 Sub-Ass’y

▣ 양산 TYPE : Large, Small C & NC 

▣ 적용 차종 : ETC

▣ 생산개시 : 2010년 10월



< OPS Ass’y Line >

공장 자동화 장비공장 자동화 장비

< DPS Ass’y Line > < ISG Ass’y Line >



< ETC NC Cover Ass’y Line >

공장 자동화 장비공장 자동화 장비

< ETC Armature Ass’y Line > < ETC Brush Holder Ass’y Line >



장비사업부 LCD 장비군장비사업부 LCD 장비군

CF 노광기(Exposure System) CELL UV 배향기

LCD 회로공정이 필요한 제조라인에서 카메라처럼

감광용 마스크에 빛을 쪼여 유리기판에 회로를 그

려주는 장비

액정의 UV배향을 위해서 편광된 자외선을 기판에

균일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Scan형

UV배향 장비



Laser Repair System (CVD/Review) Laser Repair System (CELL / B1)

화상 특성 검사 후 검출된 OPEN불량을

LASER와 CVD 기술을 사용하여 OPEN 

영역을 Wiring하는 장비

LCD 제조공정의 CELL 공정에서 가공/조립 중

발생한 TFT Array, TAB 단자, Color Filter 등의

불량을 수정하는 장비

※ CVD - Chemical Vapor Deposition :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여 원료가스를 분해시켜 화학적 기상반응으로
기판상에 박막을 형성시키는 기술

※ TFT(Thin Film Transistor) : 박막 트랜지스터

장비사업부 LCD 장비군장비사업부 LCD 장비군



Pol Laser Cutting System Side Sealing System Bezel Printer

장비사업부 LCD 장비군장비사업부 LCD 장비군

Module 제작 공정중 Laser를
이용하여 Panel에 부착된
FPR Pol을 절단하는 장비

Module 제작 공정중 TFT Glass와
CF Glass를 Side 측면에서 Sealing
해주는 장비

Head Control, 잉크 공급, 검사, 
정밀 제어 요소기술을 적용한 선
택적 Digital Printing이 가능한
Printer System



장비사업부 Mobile 장비군장비사업부 Mobile 장비군

Laser Soldering System AA Bonder

Camera Module의 Image sensor와 Lens를
Active Alignment하여 Bonding하는 장비

Camera Module 공정의 VCM (Voice 

Coil Motor) Soldering 장비로 VCM 

Terminal / Yoke 단자와 HTCC 기판을

Laser를 이용하여 Soldering하는 장비

※ HTCC 기판(High Temperature Coried
Ceramics) : 세라믹 다층기판



장비사업부 OLED 장비군장비사업부 OLED 장비군

OLED Encap 경화기OLED Encap Inkjet

Chamber내에서 Encap Coating후
UV 경화하는 장비

Encapsulation 공정에서 Inkjet 방식으로

잉크를 Panel 상면에 Jetting하는 장비



장비사업부 진공 장비군장비사업부 진공 장비군

FMM Aligner OLED 증착 Source

OLED 증착기내부에서 증착 전 Panel 

과 Mask를 정밀 Aligning 하는 장비

OLED 증착기내부에서 증착물질을 Heating하여

Panel에 증착하는 장비



VC ROTOR Ass’y LINE

장비사업부 VC (Vehicle Component) 장비군장비사업부 VC (Vehicle Component) 장비군

전기자동차용 Motor의 양산 공용화

Line으로 투자비 절감 및 제품 생산시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산수율 증대를

위한 자동화 생산 Line

Slit CoaterVC Stator Laser Welding

전기자동차 주행모터용 Stator Coil을

Clamp로 정렬 후 Laser로 용접하는 장비



장비사업부 자동화 장비군장비사업부 자동화 장비군

Slit Coater2차전지 ( SRC )

2차전지 소형 분리막을 Vision Align 후

금형을 이용하여 커팅 및 검사하는 장비

Slit CoaterEdge Potting

Panel 끝단 Pol들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프레이 노즐을 이용하여 Resin 도포 및

경화하는 장비



Function Tester 부분Function Tester 부분

< 주요 시험기 >

▶ EGR ECU Function Tester

▶ HEV MCU Function / Hot Tester

▶ HEV Inverter Multi Function Tester

▶ HEV HSCU Function Tester

▶ HEV MCU / BMS / HCU Aging Tester

▶ TCU Reliability Tester

▶ Power Control System

▶ TPMS  Durability Tester

▶ Cluster Function Tester

< EGR ECU  Function Tester >

Control Parts Function Tester



Function Tester 부분Function Tester 부분

< 주요 시험기 >

▶ HPS Trimming & Function / Audit Tester

▶ DEHA2 Function Tester

▶ Lever TPS Function / Vision Tester

▶ Map Sensor Function / Vision Tester

▶ TPS Function / Vision Tester

▶ CMP  Sensor Function / Audit Tester

▶ CKP  Sensor Function / Audit Tester

▶ 6/8 Speed  Sensor Function / Audit Tester

▶ LSF4 Electrical / Function Tester

< HPS Trimming & Function Tester >

Sensor Parts Function Tester



Function Tester 부분Function Tester 부분

< 주요 시험기>

▶ MPA Function Tester

▶ ETC Function / Audit Tester

▶ VFS Function Tester

▶ 6 Sol. Valve  Function Tester

▶ Rosa Function Tester

▶ EGR Actuator Audit Tester

< MPA Function Tester >

Actuator Parts Function Tester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체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 전문 업체로 경쟁력 확보

제조공정/자동화/검사 장비 전문 업체로 경쟁력 확보

3. 중장기 계획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목표)

매출현황 711억 1,120억 876억 786억 830억

(단위 :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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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