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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EN Motor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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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포항 3연주설비)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포항 3연주설비)

11KW 8P VECTOR INV.모터(광양제철소) 11KW 6P VECTOR INV.모터(포항제철소)

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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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설비)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설비)

75KW 8P VECTOR INV.모터

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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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설비)설치 현장 전경(광양 2연주설비)

260KW 6P VECTOR INV.모터(4대)

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강력한 Power 와 고효율이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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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개선 사례 연구현장 개선 사례 연구

1. POSCO 의 개선 노력(1)

‘2003년 광양 제철소 1연주공장 3연주기 정정설비에 나타났던 돌발을 ZERO화 한 사례.

* 적용 장비 : SCARFING

돌발이 잦았던 기존의 과거의 전동기

DC   37KW 

개선을 위해 적용한 전동기

HIGEN AC  VECTOR 55KW 6P

* 효과

- LINE TROUBLE을 완전 해소 하면서 안정적인 조업 가능.
- 업무의 質 향상

주)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장비이지만 모터는 좋은 평가를 받아 현장에서 3대 보관 중.

아쉽지만 사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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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SCO 의 개선 노력(2)

‘2003년 광양 제철소 연주공장 국산화 사례.

* 적용 장비 : TURN DISH CAR(이후 납품수량 14대)

☞ 기존의 적용 모터 :

AC VECTOR 45KW 4P 
독일 클로제사 제품

☞ 국산화 모터 :

AC VECTOR 45KW 4P 
HIGEN Motor  제품

광양제철소 연주설비는 Segment 를 제외한 전 장비가 국산화 되었습니다.

V5 취부방식 으로 설치/운전이 어려운 부하입니다. 

설치중인 모습으로
Coupling이 부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 개선 사례 연구현장 개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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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IGEN Motor의 개선 노력

포항, 광양제철소 내 연주설비에 적용되어 LINE TROUBLE을 해소 하여 현재 연주공장
전체에 설치되어 가고 있으며 , 설치 현장은 원가절감을 크게 이루어 내고 있음.

적용 장비 : ROLLER TABLE(현재 설치 수량 약 500 여대)

* 문제점 : 충격에 의한 전동기 LEG 파손/ 교체 증가로 POSCO의 손실 증가

* 개선POINT  : 전동기 FRAME의 재질변경과 Mounting 부의 단면적 증가.

강도 검토 ( LEG부 )
15 kW

GC150 GCD450
13 46
0.50 1.77

276 870
1.07 0.34
0.47 5.23

213.4% 19.1%소재 전단강도대비 전단응력
GCD 450 적용시 안전율 향상 1115%

1.1 이상

294

 최소 안전율              (충격 하중 기준)

구             분

 소재 인장 강도(min)    ( σB , kgf/㎟)
 소재 허용 전단 강도    ( τa, kgf/㎟ )
 LEG부  작용력           ( Fs , kgf )
 작용점 단면적            ( A, ㎟ )
 작용점 전단 응력        ( τ, kgf/㎟ )
 안 전 율                    ( Sw )

기존적용 제품
대비 11배의
인장강도

증가로 모터의
파손이 없어짐.

현장 개선 사례 연구현장 개선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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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CTS원료처리 계약서 (BC MOTOR)광양 CTS원료처리 계약서 (BC MOTOR)

전동기 사양

▣ 55kW ~ 560kW 6P ,  수량 52 SET

▣ SPEC : K2(이중 농형), 6600V, 100%ED
S.F 1.2 기동토크 150% 이상 .

HIGEN Motor 납품/결과

※ 적용: 기동토크 180% 이상으로 고객 요청
SPEC 보다 UP GRADE.

※ 결과: 단 1대의 Trouble 도 없이 완벽히
시운전을 종료, 현재 Full 가동 중.

고객은 유사설비에 HIGEN Motor 적용을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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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현장 전경(광양 CTS)설치 현장 전경(광양 CTS)

원료 이송설비인 Belt Conveyor에 설치된 고압 모터



9/10

Energy Transfer Solution Provider
2010Y1000

포항 FINEX 설비 계약서 (BC MOTOR)포항 FINEX 설비 계약서 (BC MOTOR)

전동기 사양
▣ 15KW~ 400KW 6P   수량 64 SET

▣ SPEC : K2(이중 농형), 6600V, SF1.2
기동토크 150% 이상 . 온도센서

※ 적용 : 기동토크 180% 이상으로 고객 요청
SPEC 보다 UP GRADE.

※ 결과 : 단 1대의 Trouble 도 없이 완벽히
시운전을 종료, 현재 Full 가동 중.

고객은 FINEX 공장을 성공적으로 Set-Up완료
하였고 유사설비에 HIGEN 모터 적용을 권유.

HIGEN모터 시운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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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CO의 HIGEN 모터 공장 방문POSCO의 HIGEN 모터 공장 방문

1. 방문 목적

- POSCO의 혁신활동을 위해 합리화가 잘 진행되고 있는 국내 업체 Benchmarking 실시

2. 방문 내역

- 방문자 : 각 사업부장, 합리화 추진 담당자(Q Master) 및 생산직 사원

- 방문 이력

1) 전기강판 사업부의 합리화 컨설턴트와의 인연에 의해 모터공장 개방

→ ’07.5월~8월 : 7차에 걸쳐 전기강판공장 위주로 인원 280명 방문

2) 전기강판 사업부의 Benchmarking 효과가 좋아, 전기/기계 정비부,기술연구소,
환경 에너지부로 확대 실시함.
→ ’07년 9월~12월 : 2회/월, 8회에 걸쳐 약 320명 방문함

- ’08년 1월말, POSCO 연구소 인원 25명 방문

3. POSCO 방문자들의 소감

형식적인 아닌, 실제 필요한 혁신, 개선 활동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느꼈다.
→ 의식적인(Moral)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감사의 인사가 많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