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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엘레베이터협회 부회장에 하이젠모터 김재학 대표 선출
2016년 3월 22일 개최된 한국엘레베이터협회 이사회에서 하이젠모터 김재학 대표께
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LG, OTIS로부터 시작된 하이젠모터는 여의도 IFC빌딩에 설치된 76KW급 권상기를
비롯하여 국내 엘레베이터용 모터 시장점유율의 50% (설치기준) 이상 을 차지하고 있
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엘리베이터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의도 IFC 빌딩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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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I INDEPENDENT POWER PROJECT 고압모터 납품
하이젠모터는 지난 4월 18일 모로코 SAFI INDEPENDENT POWER PROJECT 향
Coal Handling System 용 고압모터 1차분 740kW 4P 11kV 50Hz 외 11대를 설비
주 계약사인 현대 삼호 중공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납품 하였다.
두산 중공업이 수주한 베트남 Vinh Tan IV 화력 발전소 향 미분기용 고압 모터를
지난달 선적한 데 이어 모로코 SAFI 화력 발전소 Project에도 납품 함으로서 하이젠
고압모터는 국내 발전 시장은 물론 해외 EPC시장에서도 인정 받는 확고한 brand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Coal Handling System 용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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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춘 특약점 교류 행사 개최
Higen은 연례 신춘 특약점 교류 행사로 지난 4월 13일 경인지역의 범용모터 특약점
대표들을 여의도 사무실로 초청하여 인근 여의도 지역 벚꽃 길을 산책 후 만찬을 함께
하며, 자유롭고 우의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장 정보, 고객 서비스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 상호 격의 없는 의견을 나누며 어려운 시장 여건일 수록 하이젠과 특약점의 한층
더 깊은 유대를 통해 상호 지속적인 발전을 서로 다짐하고 격려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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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 2차 서보 특약점 간담회 개최
당사는 지난 4월 22일 광명역 KTX 회의실에서 2016년 제 2차 서보 특약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특약점 대표들과 김재학 대표 이사를 비롯한 연구소, 영업 부문 회사
간부들이 참석하여 서보 의 당면 주요 사안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SERVO DRIVE 신제품(ADA 7000) 및 모션 제어기 개발품을 특약점 사장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하였고, 특히 개발완료 단계에 접어든 모션컨트롤러의 개발 진행 상황
을 발표하면서 향후 당사 제어기 사업 및 로봇 사업에 대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의
견을 나누었다. 그 외 방폭 서보 LINE UP 계획, 전원공용화 서보, 초특대용량(110KW)
서보, 모터 사이즈 축소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본사와 특약점 사장 간의 시장 친화
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의 개발을 위한 의견 교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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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학 사장, 박근혜 대통령 경제 사절단원으로 이란 방문 상담
김재학 대표이사는, 지난 5월 1일~ 3일 박근혜 대통령 이란 국빈 방문에 따른 이란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이란의 주요 업체를 방문하여 전동기 분야에서 기술 협력, 현
지 생산 판매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상담을 하였다.
하이젠 모터는 방폭 모터 등 기술 제품을 이란의 국영 기업인 NIOPDC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방폭 모터, 서보 모터, 엘리베이터 권상기 등
제품에 대하여 현지 유력한 업체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제휴, 부품 수출, 현지
조립 합작 생산 판매 등 본격적인 이란 시장 진출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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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a 전시회 참가
하이젠모터는 2016년 6월 21일~24일 독일 Munchen에서 개최되는 2016 독일뮌헨국제자동차박람회
Automatica 2016 (http://www.automatica-munich.com/) 한국관에 booth를 개설 (Hall B4 305A) 하여, 로
봇용 드라이브와 서보모터 실물을 전시하고동영상 화면에 Delta robot , 6축 다관절 로봇 작동 모습을 시현
하여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관심 업체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로봇용 서보시스템 개발 관련
활발한 상담을 벌였다.
Automatica 전시회는 국제적인 생산공학, 자동차 박람회로써, 제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로봇 부품, 솔루
션 S/W 등 관련 분야의 Kuka 등 전세계 500 여개 업체들이 제품들을 출시하였다.
국내 업체로서는 최초로 Ethercat conformance test를 통과한 하이젠모터는, EtherCAT / CANOpen /
Mechatrolink3 고정밀 통신 기반의 정밀 네트워크 서보 모터와 서보 드라이브를 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
계 자동화 시장에서 하이젠모터의
브랜드 및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