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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압모터소개



2005 OTIS Elevator Korea 로 회사명 변경

2008 하이젠모터㈜ 로 분리 독립
(모터사업부문 별도법인 설립)

50년간 LG Group, Otis ( 美 UTC Group ) 를 거치며
모터사업을 지속하여 온 전통 있는 모터 전문기업
입니다.

1) 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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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금성사 모터 생산개시

LG전자로 회사명 변경1995

범용 고압모터 개발 및 양산시작
(YASKAWA 기술제휴)

1997

2000 LG·OTIS Elevator Company로 회사명 변경

2005 OTIS Elevator Korea 로 회사명 변경

2002 냉동기용 고압모터 개발 및 양산 시작(YASKAWA 기술제휴)



창원공장

서울사무소

광주사무소

부산사무소

대구사무소

2) 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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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생산 기종

270 명
(기술연구소 : 20명

설계/개발 : 35명)

공장 면적

32.058 m²
( 1만평 )

생산 용량

800,000대/년

• 고압 모터
• 방폭 모터
• 삼상 모터
• Elevator 모터
• 특수 모터
• EV 모터
• Servo 모터

50 Years of Experience
(Since 1963)

1963 -

2000 -

2008 -
매출액

2008년: 662 억
2009년: 628 억
2010년: 782 억
2011년: 905 억



제품구분 용도 출력범위 생산능력

0.1~ 450 kW 457,000 sets

일반산업용기기
Pump, Fan,

Compressor etc.

220V~660V
저압
Motor

55 ~ 2,000 kW 700 sets

일반산업용기기
Pump, Fan,

Compressor etc.

690V~13800V
고압
Motor

외형

3) 제품별 출력범위 및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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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etc.
Motor

Elevator용
Motor

5.5 ~ 76 kW

31,000 sets

Geared Type

Gearless Type

11 ~ 45 kWHydraulic

OTIS E/L

Cemco E/L

서보
Motor & Drive

공장자동화 Sys.
CNC Sys.

로봇

0.5 ~ 7.5 kW

40,000 sets

고 관성(PMSM)

0.1 ~ 37 kW저 관성(PMSM)

3~ 20kw 

18~ 150kW

200~ 300kW

Proto 생산
유도기 Type

PMSM Type

저속차량용
고속 차량용
철도차량용

EV 전동기



Pump

INDUSTRYINDUSTRY CUSTOMERSCUSTOMERS

Government &
Public Offices

4) 주요 납품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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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ON & STEEL

Compressor

Fan



4) 주요 납품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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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Service Network

CSC Electronic (Qingdao) / China

Birkshire Int. (Shanghai) / China

HIGEN LA office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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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EN  HCMC office / Vietnam

Tokiwa Yuki Co., Ltd. / Japan

SERVTECH (Dubai) / UAE

ALGHANEM / Jordan



ISO QUALITY 

CERTIFICATIONS

- ISO 9001: Quality assurance in

Design, Development, 

Production, Installation,

Servicing

- ATEX & IECEx
- Construction and verification test 

of explosion proof enclosure of 

electrical apparatus  

(110kW, 4P, Ex d II B T4)

International                 

6)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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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 Hydraulic Elevator Motors 

( TEFC & ODP )

- UL Insulation System (F Class)

- Servo Drives ( COC )

- Induction Motors ( DOC )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CSA)

- Hydraulic Elevator Motors

( TEFC )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 ISO/ TS 16949 : 2009 

- Electric Vehicle Motors



2. 고압모터 소개

끊임 없는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소형 경량화를 통한 효율성, 품질의 신뢰성을 지향하는 하이젠 고압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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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POSCO>

250kW,6극,3300V,전폐형
<납품처:동부제철>

1300kW,6극,6600V 인버터,전폐형



고압모터 소개

소형 경량화를 통한 효율성 . 신뢰성 UP !

내진,내충격성에 뛰어난 구조설계와 부품의 채용 및 최적의 냉각 효과의 향상으로
소형경량화를실현하였으며,이를 통한 높은 효율성과 장기간사용에도 높은 신뢰성을
발휘합니다. COMPACT한 설계로 고객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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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형 구조도 전부하시 자속밀도



�구조 강도 해석

- FEM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 응력

분포와 변형상태 파악

- 성능평가에 따른 구조개선 및

안정성 검증

� 전자기장 해석 �열유동 해석

- 전기모터의 방열 특성과 구조적

안정성에 관한 설계 검토

Preprocessing

Solution

Preliminary Decisions

설계 프로세스

고압모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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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

Postprocessing



고압모터 소개

완 벽 한 절 연 시 스 템 으 로 반 영 구 적 인 절 연 수 명

고내전압,내열성의 EPOXY RESIN 전용 드라이 TYPE 집성MICA TAPE에 내열,내습,내약품성
및 내기계적 피로성이 우수한EPOXY RESIN을 적용한 진공가압함침(VIP)작업으로 열악한
환경 및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하여도 우수한 절연성능을 유지합니다.

■耐열성 및耐전압성이우수함

■ 내습, 내수, 내약품성에특히 강함
사용환경이 나쁜 특수환경에서운전되는 회전기용 절연으로서 가장 적합,

절연의 피로특성에도 우수, 고빈도(기동, 정지)의 가혹한 운전조건에 적합한 절연시스템,      
■ 권선의 전체 강성이 뛰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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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의 피로특성에도 우수, 고빈도(기동, 정지)의 가혹한 운전조건에 적합한 절연시스템,      

<내전압 수명 특성> <내열 수명 특성><진공함침 후 STATOR>



고압모터 소개

저 소 음 과 우 수 한 냉 각 구 조
최적화된 냉각구조 및 유로의 설계로 2극 모터의 소음을 85dB(A)이하를 실현하였으며
최근의 환경 규제에 대응한 고객의 요구에 완벽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출력(kW)
2P

전폐형 반폐형

55~1500

출력(kW)
2P

전폐형 반폐형

55~1500

<표준 전동기> <HIGEN 전동기>

93~95 89~95 92(85)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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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전동기> <HIGEN 전동기>

한 층 높 아 진 저 진 동 과 회 전 자 의 강 성

고정밀 가공 기술의 접목 및 최적화된 BALANCING 기술을 통한 전 극수의 모터에 대하여
V15이하의 저진동化를 실현화였으며, 내충격, 내비틀림 응력에뛰어난 축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극수 2P 4P 6P

진동값(㎛) 15 25 30

극수 2P 4P 6P

진동값(㎛) 15

<표준 전동기의 진동값> <HIGEN 전동기의 진동값>



280kW, 4극, 3300V, 50Hz, F/B,  저소음 전폐형

FRAME SIZE
400Fr      355Fr

FRAME 형식
제관/사각BOX     제관/주물

(원형)

중량

고압모터 소개- 선진 기술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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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2,500kg       1,945kg

유럽의 선진 제작 기술
KNOW-HOW를 접목함

소음수준
60Hz:  81 dB/A
50Hz:  79 dB/A

개발완료 : 2011.3

ANSALDO(伊)의
기술력 적용



�� pumppump와와 일체화된일체화된 프레임을프레임을 통하여통하여
연계된연계된 구조를구조를 가짐가짐

�� 외부외부 프레임의프레임의 통로를통로를 통하여통하여
seawaterseawater를를 이용하여이용하여 냉각냉각..

Pump : 2,000 m3/hr x 120m급 개발

Submerged Motor : 1,250kW, 4P, 3,300V급 개발

FPSO 심정용 해수펌프 일체형 수중 전동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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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프레임 내부에내부에 OilOil을을 채워채워 넣어넣어
외부로부터의외부로부터의 seawaterseawater의의 침투를침투를 방지방지

�� 전동기전동기 내내,,외의외의 온도차이에온도차이에 의해서의해서
발생할발생할 수수 있는있는 습기습기 방지방지

� ROTOR ROTOR 자체의자체의 회전에회전에 의한의한 OilOil의의
유동을유동을 통하여통하여 냉각냉각

� OilOil의의 유동을유동을 이용하여이용하여 베어링의베어링의 윤활윤활
및및 냉각까지냉각까지 병행병행



HIGEN 고압 모터의 주요 고객 및 납품 실적

POSCO

HITACHI

삼성테크윈

신신기계

세아TEC

SK케미컬/LG화학/고려아연

MICOM KOREA

동부제철

LG전자/현대자동차 중국

75 ~ 1330 KW

350 ~ 1200 KW

300 ~ 900 KW

95 ~ 580 KW

261 ~ 932 KW

190 ~ 1120 KW

130 ~ 630 KW

500 ~ 1300 KW

75 ~ 450 KW

279

96

50

77

11

32

36

16

98

1999 ~ 2011.2

2002 ~ 2009

2003 ~ 2009

1998 ~ 2009

2003

1999 ~ 2011.2

2002 ~ 2011.2

2008 ~ 2009

1999 ~ 2009

고 객 출 력 수 량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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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그 외 광신기계, WILO, 신신기계 등 국내 /외 유수의 설비 업체에 우수한 품질의 고압모터를 납품.

<납품처:동부제철>
1300kW,6극,6600V,Vector

<납품처:HITACHI>
1260kW,2극,4160V,전폐형

LG전자/현대자동차 중국

수자원/농어촌공사

대한석탄공사/화력발전소

75 ~ 450 KW

75 ~ 450 KW

180 ~ 335 KW

98

150

4

1999 ~ 2009

1998 ~ 2011.2

1999 ~ 2009



ATEX : 
IEC 규격에 준한 유럽 CE 인정규격
세계적으로 인증이 통용됨.

출력범위
0.4~260 kW ( 4P 기준 )

ATEX 인증 내압 방폭형

3. 방폭형 모터 현황

17/19

[ 132S 5.5kW 4P Ex d IIC T4 ]

방폭 등급
- Ex d IIC : 수소, 아세틸렌
- Ex d IIB : 에틸렌, 메탄외 GAS

규격 취득 시기

2011년. 3월

납기

일반품과 동일



Ⅰ기본 Spec.

- 280FR 150HP 4P  415V 50HZ

- IP55, S.F 1.15

Ⅱ방폭등급
- Ex d II B T4

IEC 표준 내압 방폭형

3. 방폭형 모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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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 d II B T4

Ⅲ 대표 적용 용도
- CNG COMPRESSOR

* CNG : Compressed Natural Gas



방폭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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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kW,4P 261kW,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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