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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제작코일제작코일제작코일제작

진단진단진단진단・・・・검사검사검사검사

신품제작신품제작신품제작신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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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일본과일본과일본과한국의한국의한국의한국의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KEK 한국쿠와하라전기한국쿠와하라전기한국쿠와하라전기한국쿠와하라전기

KEJ 쿠와하라전공쿠와하라전공쿠와하라전공쿠와하라전공



만전의만전의만전의만전의 관리체제로관리체제로관리체제로관리체제로 만일의만일의만일의만일의 사고도사고도사고도사고도 초단납기로초단납기로초단납기로초단납기로 복구복구복구복구

검사검사검사검사・・・・진단진단진단진단 :회전기의회전기의회전기의회전기의종합진단으로종합진단으로종합진단으로종합진단으로사고를사고를사고를사고를미연에미연에미연에미연에방지방지방지방지

고객의고객의고객의고객의니즈에니즈에니즈에니즈에맞춘맞춘맞춘맞춘회전기를회전기를회전기를회전기를제작제작제작제작

풍부한풍부한풍부한풍부한경험과경험과경험과경험과최신최신최신최신설비로설비로설비로설비로만들어만들어만들어만들어내는내는내는내는고성능고성능고성능고성능코일코일코일코일

●전동기수리 ●전동기수리 ●직류기의수리

●히트프레스 방식 고압 코일 ●일체 진공가압함침 코일

고정자・회전자・직류기코일의 제작을 단납기로 제작

●절연진단 ・・・・・・고압 모터・직류기・동기기

●회전자바절단, 이상진동, 베어링이상진단

●구형전동기,발전기,직류기도완전히동일한제품을제작, 예비기제작

●소음장치・풍도댐퍼장치・베어링・슬립링등의신품・예비품제작

KuwaharaKuwahara Korea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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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 Capacity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

・크레인 5ton*2

・건조로 2.5ｍ*3.0ｍ*3.5ｍ

・절연진단설비

・세척장

KuwaharaKuwahara KoreaKorea

절연진단설비절연진단설비절연진단설비절연진단설비 건조로건조로건조로건조로

・시험설비

AC 3000 kW

DC 3000 kW



Facility Capacity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설비능력
KuwaharaKuwahara KoreaKorea

시험시험시험시험설비설비설비설비 세척장세척장세척장세척장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5000HP DCM 절연진단

450kW DCM  정비 →

400kW DCM 절연진단→

←ACM  절연진단

4900kW 그외 7대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전기자의정비전

전기자정비후

1750HP ＤＣＭ 정비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1750HP 전기자코일재권선 직류기의점검작업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225kW~300kW 6.6kV ACM정비 1300kW 버티컬 MTR 정비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화력발전소 모터절연진단 400kW ACM 정비

1300kW 리드부방전흔보수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철강회사라인점검



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한국 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실적 Domestic Performance

KuwaharaKuwahara KoreaKorea

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실적실적실적실적

대대대대
수수수수

정정정정 격격격격용 도도도도고고고고객객객객

13500kW 6600V 16P 1979년제 미쯔비시MILLPOSCO

16000kW 6600V 16P 1996년제 미쯔비시MILLPOSCO

111000kW 3150V 6P 2006년제 TMEICMILLPOSCO

21800kW 3300V 6P 2006년제 히타치텐션릴UNION STEEL

13350kW 3300V 6P 2006년제 히타치텐션릴UNION STEEL

44900kW 3300V 6P 2006년제 히타치MILLUNION STEEL

1671kW 6600V 2P 1999년제 현대중공업콤프레샤삼성테크윈

41300kW 6600V 18P 1996년제현대중공업CWP하동화력발전소

2400kW 6600V 18P 1995년제이천전기CCWP하동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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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erformance

일본 실적소개



Domestic Performance

야스카와전기의인정공장
・・・・교류기의교류기의교류기의교류기의수리수리수리수리

・・・・권선형권선형권선형권선형모터의모터의모터의모터의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

・・・・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수리수리수리수리및및및및프레임프레임프레임프레임No.355이상이상이상이상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

히타치제작소의인정공장

・・・・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수리수리수리수리및및및및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신규제작

・・・・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직류기의예비품예비품예비품예비품제작제작제작제작



■■■■직류전동기의직류전동기의직류전동기의직류전동기의사례사례사례사례

히타치・야스카와등메이커의기술・기능과협력, 대형직류전동기의수리・정비・갱신

중량

90톤

직류전동기회전자（40톤）라이져 절손

라이져제거 라이져교체, 코일접속

더블아마츄어 2×2,500kW 재권선

고정자신품제작（2×2.8MW）

전기자전체재권선（2×3.2MW）

중량

35톤



「「「「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에서에서에서에서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추정추정추정추정,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유지유지유지유지
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서포트서포트서포트서포트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DC모터모터모터모터수리사례수리사례수리사례수리사례

아마추어코일소손 보상코일지락 라이져절손

보상 코일

마모분 발생

새 라이져로 교환

6,000kW 직류전동기 회전자

처리처리처리처리 ::::

부분적으로 코일을 교체
처리처리처리처리 ::::

예비 극을 새로 제작하여 교체.
처리처리처리처리 ::::
라이져를 교체

절손 라이져의
취외

TIG용접으로
아마추어코일을 접속



■■■■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동기전동기의동기전동기의동기전동기의동기전동기의사례사례사례사례

각종메이커의전동기의

재권선・수리・정비를실시.

현지재권선도가능.

당사의 고품질 코일을
공급.당사의 숙련된
슈퍼바이져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재권선.

국내국내국내국내・・・・해외해외해외해외,

온갖온갖온갖온갖장소에서장소에서장소에서장소에서현지현지현지현지재권선재권선재권선재권선

필리핀 (동광산：MILL用)

일본제 3500HP 48P 3KV

아부다비 (콤프레샤用)

미국제 4000HP 22P 6KV

공장내에서공장내에서공장내에서공장내에서재권선재권선재권선재권선

훈제처리로안전하게코일제거 고정자코일삽입



■■■■발전기의발전기의발전기의발전기의사례사례사례사례

수차발전기고정자코일현지재권선

27000KVA 40P 11KV

에폭시수지함침코일：공장제작
현지：코일삽입, 접속

발전기고정자코일의현지 Overhaul

동기발전기의동기발전기의동기발전기의동기발전기의

폴폴폴폴렌지렌지렌지렌지강화강화강화강화

■■■■유도로의유도로의유도로의유도로의사례사례사례사례

중공동관수냉코일의제작・개조

절연갱신・메인테넌스

구조물보수사례 절연을모두갱신

정비전 정비후

크랙크랙크랙크랙

에폭시수지진공함침으로절연을강화하여절연저항저하

방지

발전기의무인운전화를실현 300건이상의사례



고정자

완벽한완벽한완벽한완벽한공정관리공정관리공정관리공정관리프로세스로프로세스로프로세스로프로세스로완벽한완벽한완벽한완벽한수리를수리를수리를수리를, 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실시실시실시실시.

회전기철심의국부과열은치명상. 코일재권선전에확인.

3 고신뢰성고신뢰성고신뢰성고신뢰성 철심의철심의철심의철심의국부과열검사국부과열검사국부과열검사국부과열검사

필요에따라「철심국부과열검사」를실시하여, 철심의건전성을파악합니다.

철심양호 코일엔드절단

고정자코일분해,

철심손질

철심국부과열검사철심국부과열검사철심국부과열검사철심국부과열검사

철심불량 신규철심제작, 교체



모든모든모든모든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코일을코일을코일을코일을, 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제조제조제조제조
평각선압연에서소선절연까지, 최적치수의마그넷와이어를 ３日만에제작

코일재권선, 제품완성까지최단 2주간에실시.

1 단납기단납기단납기단납기
코일의조사・설계를시작으로, 당사의전선제조설비를활용하여단납기로코일을
제조합니다.

환동선
재고

최적치수의

평각선을 압연

±0.01mm

산화를막아JIS

에적합한

경도로조절

소선절연

코일 감기
압연설비 연속소둔로

필름절연

DGC선



모든모든모든모든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코일을코일을코일을코일을, 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제조제조제조제조

1 단납기단납기단납기단납기 함침코일함침코일함침코일함침코일제작제작제작제작 코일코일코일코일삽입삽입삽입삽입

코일 성형 자동 테이핑

코일엔드
테이핑

진공함침（VPI）

단독함침코일 완성

코일삽입

접속
진공함침



직류전동기전기자코일

5,000kW 18극

모든모든모든모든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회전기에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대응하는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고품질의코일을코일을코일을코일을, 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단납기로제조제조제조제조

2 고신뢰성고신뢰성고신뢰성고신뢰성 코일코일코일코일단독의단독의단독의단독의품질보증품질보증품질보증품질보증

레이블 전위 코일
（하프 코일）

발전기 코일（풀코일）

27,000 kVA 11 kV 28극

코일하나하나의품질을체크하여
신뢰성높은코일을제공합니다.

Tanδ시험 내전압시험

코일단독시험

16,000 kVA 11 kV

940 kVA 6.9 kV

2,500 kVA 11 kV

전장 2,500 mm45
0 

m
m



「「「「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으로으로으로으로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추정하고추정하고추정하고추정하고,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서포트서포트서포트서포트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전동기나 발전기의 돌발고장의 ７０％는, 절연열화에 기인합니다. 절연 열화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전에 최적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 독자

절연진단 시스템「CLiPS」＊로 회전기의 잔여수명을 예측하여, 최적의 메인테넌스를

서포트 합니다.
＊CLiPS：Coil Life Prediction System

AC motor tests

•절연저항측정
•직류시험
•교류전류시험
•유전정접시험
•부분방전시험

DC motor tests

•정류자흔들림측정
•절연저항측정
•직류시험
•정전용량측정
•웨이트프로브시험

•드롭테스트 etc.



◆◆◆◆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절연진단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CLiPS」」」」

CLiPS진단차

CLiPS

검사

직류시험

교류전류시험

유전정접시험

부분방전시험

진단

추정파괴전압치

보고서 모터의 잔여수명추정, 이상의 유무 등의 진단결과로부터
최적의 메인테넌스를 제안합니다.

종합평가

필드데이터

정량적평가정성적평가

절연의 초기특성을 숙지하고,１０００건 이상의 열화된

절연진단 데이터와 이에 대응되는 절연파괴실측

데이터를 해석하여, 실제 절연파괴전압을 높은

정확도로 산출하는 절연진단 시스템（CLiPS）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CLiPS에 의해, 고객 회전기의 현재의 절연파괴

전압을 산출하여 잔여수명을 추정 할 수 있으며, 온갖

설비의 최적의 메인테넌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절연진단시스템」」」」으로으로으로으로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잔여수명을추정하고추정하고추정하고추정하고,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보수를보수를보수를보수를
서포트서포트서포트서포트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오손, 흡습에의한열화가
발생

해수침수후정비불량에의해
지락, 철심이용손

■■■■AC모터모터모터모터수리사례수리사례수리사례수리사례

바이브레이션스파킹이발생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진단이진단이진단이진단이돌발사고를돌발사고를돌발사고를돌발사고를방지합니다방지합니다방지합니다방지합니다.

정상
코일

마모된
코일

처리처리처리처리 ::::

고정자재권선

진단진단진단진단：：：：

절연진단시에킥현상이나타나,

열화를발견, 예방보전이되었음.

염분제거를위해스팀
세척이필요

처리처리처리처리 ::::

고정자재권선

진단진단진단진단：：：：
정밀절연진단을실시하였다면
미연에방지가가능했음

처리처리처리처리 ::::
고정자철심의일부갱신, 고정자
재권선
진단진단진단진단：：：：
정밀절연진단을실시하였다면
미연에방지가가능했음.

소손부위소손부위소손부위소손부위



「「「「회전기의회전기의회전기의회전기의종합진단종합진단종합진단종합진단」」」」으로으로으로으로, 최적의최적의최적의최적의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메인테넌스를서포트합니다서포트합니다서포트합니다서포트합니다.

◆◆◆◆철심철심철심철심열화열화열화열화진단진단진단진단

발전기제작시의철손과, 20～

30년사용된발전기의 철손을

추정하여, 그증가량을파악・

정량화하였습니다. 이에따라, 

발전기철심의전체적 또는

국부적인열화를명확히하고, 

발전기권선의온도상승, 

효율의저하를포함한, 발전기

잔존수명판단자료의 하나로써

제공합니다.

◆◆◆◆회전자회전자회전자회전자바바바바절단절단절단절단진단진단진단진단

회전자바절단은전동기의

특성뿐만아니라, 코일의

손상과도연결됩니다.

선전류의성분분석에의해

바절단을판정합니다. 

소리나진동이있을경우, 

조기진단을권장합니다.

◆◆◆◆초음파초음파초음파초음파탐상탐상탐상탐상시험시험시험시험

베어링의화이트메탈접착의

비파괴검사는, 

염색탐상검사에더하여, 

초음파탐상검사에의한내부

경계면의검사도실시하여,

양 ・부의판단을합니다.

회전자바가절손되어코일이소손
된사례



주된주된주된주된제품제품제품제품

●●●●권선형권선형권선형권선형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유도전동기

기설의, 각종메이커의전동기특성, 취부
치수에맞추어설계제작합니다.

●●●●소수력발전기소수력발전기소수력발전기소수력발전기 3,000kW3,000kW3,000kW3,000kW이하이하이하이하

주요한전력회사의제작인가를받았으며, 
풍부한납입실적이있습니다. 또한, 
소수력발전설비메이커와의협업으로
시스템전체로의대응도가능합니다. 

●●●●교류여자기교류여자기교류여자기교류여자기

모든발전기의특성에대응하는
교류여자기를설계제작합니다. 주요한
전력회사나발전기메이커로의납입실적도
풍부합니다.

●●●●직류전동기직류전동기직류전동기직류전동기

히타치제작소, 야스카와전기의설계에
기반한제품과고정자, 회전자, 계자극등의
예비품을제작합니다.

●●●●회전기회전기회전기회전기개조개조개조개조

농형회전자의시동특성개선이나풍동개조, 
냉각구조개조등, 적절한개조설계・시공을
실시합니다.

기술기술기술기술・・・・생산생산생산생산・・・・품질의품질의품질의품질의일관체제로일관체제로일관체제로일관체제로, 신뢰성이신뢰성이신뢰성이신뢰성이높은높은높은높은회전기를회전기를회전기를회전기를제작합니다제작합니다제작합니다제작합니다.

횡축삼상농형유도발전기
1,500kVA 8P 3,300V

직류전동기
450kW 440V 400/1,600min-1

삼상권선형유도전동기
540KW 4P 6600V

교류여자기
140kW 20P 250V

횡축삼상동기발전기
550kVA 12P 6,600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