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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로봇은 

중소기업의 미래입니다

HIGEN
MOTION &
ROBOTICS

하이젠 모터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제조 과정이 똑똑해 집니다
스마트 공장 관제 시스템 스마트 공장 통합 관리 시스템(ERP)으로 모든 제조 과정이 똑똑해 집니다

SMART
Factory

실적 
보유

하이젠 모터와 함께 하시면

Robot & 자동화 시스템이 가능해 집니다
생산 자동화 라인 Robot 자동화 라인 으로 효율적인 생산라인 가능해 집니다

ROBOT
Automation

System
실적 
보유

하이젠 모터와 함께 하시면

실증화된 기술로 비용이 절감 됩니다
특화된  CNC Robot 자동화 라인 특화된 검사 자동화 라인으로 고객의 경영 비용이 절감 됩니다

CNC
ROBOT
System

실적 
보유

하이젠 모터와 함께 하시면

국가, 지자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동화 & Robot 라인 투자 비용 System 개발 관리 비용 신규 채용 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 지원
지자체 지원

컨설팅

실적 
보유

하이젠 모터와 함께 하시면

편리한 유지 보수, 긴급 대응으로 걱정이 없어집니다.
50년 이상 유지해온 경남지역 대표 기업으로, 설치 후 유지-보수, 긴급대응을 지원합니다.

유지,보수
& 

긴급 대응

실적 
보유

사람과 환경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
하이젠모터(주)는 1963년 LG전자의 모터사업부로 출범하여 유동전동기, 고압모터에서 

서보드라이브, 서보모터, 제어기 및 로봇 등을 일괄 생산하며 

대한민국 자동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HIGEN
ROBOT



ARES-M 드라이브 단위  ARES-M11 ARES-M15 ARES-M22 ARES-M42 ARES-M76 

정격 출력 W 110 150 220 420 760

정격 전류  ARMS  3.4 4.6 6.8 13 23.5

최대 전류  ARMS  6.8 9.2 13.6 26 47

정격 토크 Nm 35 48 70 137 242

최대 토크  Nm 70 96 140 274 484

정격 속도 rpm 30

최대 속도 rpm 50

공급전압  VDC  24 - 48V

모션 모드  　 CSP, CSV, CST, PP, PV, PT 

사용자 설정 보호 기능  　 과전압/저전압, 과온도, 과전류, 과부하  

회로 보호 기능  　 ESD/EMI 보호, 역전압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보호기능  　 Homing시 기계적 위치 제한 

크기  Φ 90 100 120

ARES-M 드라이브 단위  ARES-M11 ARES-M15 ARES-M22 ARES-M42 ARES-M76 

정격 출력 W 110 150 220 420 760

정격 전류  ARMS  3.4 4.6 6.8 13 23.5

최대 전류  ARMS  6.8 9.2 13.6 26 47

정격 토크 Nm 35 48 70 137 242

최대 토크  Nm 70 96 140 274 484

정격 속도 rpm 30

최대 속도 rpm 50

공급전압  VDC  24 - 48V

모션 모드  　 CSP, CSV, CST, PP, PV, PT 

사용자 설정 보호 기능  　 과전압/저전압, 과온도, 과전류, 과부하  

회로 보호 기능  　 ESD/EMI 보호, 역전압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보호기능  　 Homing시 기계적 위치 제한 

크기  Φ 90 100 120

ARES-Q, M
협동로봇용 모듈

중공형 스마트 액추에이터_시리즈

ARES는 로봇 관절을 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모듈입니다.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5종의 표준 제품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모터-감속기가 일체화된 중공형 모듈과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드라이브가 제공됩니다.

•모듈형 구조

•출력 용량 선택

•PMSM/IPM

•듀얼  피드백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

ARES-M

ARES-Q

SMART 
FACTORY 
with 하이젠 ROBOT

물류 자동화

팔렛트 적재 CNC / 프레스 도금 자동화

도장 자동화이송 적재 용접 자동화

고위험 산업 도장 & 도금공정

착한 가격, 착한 품질, 착한 로봇이 미래입니다

ARES-Q ARES-M

HIGEN MOTION & ROBOTICS HIGEN MOTION & ROBO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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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중공형 스마트 액추에이터_시리즈

ARES는 로봇 관절을 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모듈입니다.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5종의 표준 제품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모터-감속기가 일체화된 중공형 

모듈과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드라이브가 제공됩니다.

• 모듈형 구조

• 출력 용량 선택

• PMSM/IPM

• 듀얼 피드백

•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

ARES 드라이브 단위 ARES11 ARES15 ARES22 ARES45 ARES76

공급전압 VDC 24 - 48V

최대 전류 ARMS 3.2 4.4 6.6 13.2 22.4

정격 전류 ARMS 1.6 2.2 3.3 6.6 11.2

대기 전력 소모 W 5

드라이브 출력 효율 % >98

모터 형태 PMSM/IPM

전류 방식 사인파

PWM 주파수 kHz ≤40

전류 센서 Hall sensor

전류 정확도 % ±1

전류 정밀도 Bit 12

회전 센서 디지털 엔코더

듀얼 피드백 지원

디지털 입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아날로그 입력 2채널, 5V

디지털 출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토크 제어 주파수 kHz 50

위치/속도 제어 주파수 kHz 5

모션 모드 CSP, CSV, CST, PP, PV, PT

사용자 설정 보호 기능 과전압/저전압, 과온도, 과전류, 과부하

회로 보호 기능 ESD/EMI 보호, 역전압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보호기능 Homing시 기계적 위치 제한

USB 지원

직렬 통신 RS-232/485,  표준 MODBUS

CANopen 지원

EtherCAT 지원

동작 주변온도 ℃ 50

보관 주변 온도 ℃ 70

주변 습도 % 50

크기 mm 75Φ 85Φ 110Φ

중공형 액추에이터 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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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
중공형 스마트 액추에이터_시리즈

ARES는 로봇 관절을 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 모듈입니다.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5종의 표준 제품이 

있습니다. 드라이브-모터-감속기가 일체화된 중공형 

모듈과 고객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드라이브가 제공됩니다.

• 모듈형 구조
• 출력 용량 선택
• PMSM/IPM
• 듀얼 피드백
•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

ARES 드라이브 단위 ARES11 ARES15 ARES22 ARES45 ARES76

공급전압 VDC 24 - 48V

최대 전류 ARMS 3.2 4.4 6.6 13.2 22.4

정격 전류 ARMS 1.6 2.2 3.3 6.6 11.2

대기 전력 소모 W 5

드라이브 출력 효율 % >98

모터 형태 PMSM/IPM

전류 방식 사인파

PWM 주파수 kHz ≤40

전류 센서 Hall sensor

전류 정확도 % ±1

전류 정밀도 Bit 12

회전 센서 디지털 엔코더

듀얼 피드백 지원

디지털 입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아날로그 입력 2채널, 5V

디지털 출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토크 제어 주파수 kHz 50

위치/속도 제어 주파수 kHz 5

모션 모드 CSP, CSV, CST, PP, PV, PT

사용자 설정 보호 기능 과전압/저전압, 과온도, 과전류, 과부하

회로 보호 기능 ESD/EMI 보호, 역전압 방지 기능

소프트웨어 보호기능 Homing시 기계적 위치 제한

USB 지원

직렬 통신 RS-232/485,  표준 MODBUS

CANopen 지원

EtherCAT 지원

동작 주변온도 ℃ 50

보관 주변 온도 ℃ 70

주변 습도 % 50

크기 mm 75Φ 85Φ 110Φ

중공형 액추에이터 ARES

http://www.higenmot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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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S-Q
DC 저압 서보 드라이브

ARES-Q는 로봇 관절을 위한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3종의 표준 

제품이 있습니다. 

• 출력 용량 선택

• PMSM/IPM

• 듀얼 피드백

• 산업용 필드버스 네트워크

ARES-Q 단위 ARES-Q10 ARES-Q20 ARES-Q80

공급전압 VDC 24 - 48V

최대 전류 ARMS 3.7 7.4 30

정격 전류 ARMS 1.5 3.0 12.0

대기 전력 소모 W 5

드라이브 출력 효율 % >98

모터 형태 PMSM/IPM

전류 방식 사인파

PWM 주파수 kHz ≤40

전류 센서 2상

전류 정확도 % ±1

전류 정밀도 Bit 15

회전 센서 디지털 엔코더

듀얼 피드백 지원

디지털 입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디지털 출력 4채널, 24V(외부 전원 필요)

아날로그 입력 2채널, 0~5V

토크 제어 주파수 kHz 20

속도 제어 주파수 kHz 10

위치 제어 주파수 kHz 2

모션 모드 CSP, CSV, CST, PP, PV, PT

사용자 설정 보호 기능 과전압/저전압, 과온도, 과전류, 과부하

회로 보호 기능 ESD/EMI 보호

소프트웨어 보호기능 Homing 제한, Hall 시퀀스/조합 오류

USB 지원

필드버스 표준 MODBUS(RS-422)/CANopen/EtherCAT/PROFIBUS

동작 주변온도 ℃ 50

보관 주변 온도 ℃ 70

주변 습도 % 50

크기 mm

DC 저압 서보 드라이브 AREA-Q

HIGEN ARES HIGEN ROBOT

Model RVR6-0030950T RVR6-0061500T RVR6-0102100T RVR6-0201580T RVR6-0302300T RVR6-050100T RVR4-0101500B RVR4-0201850B

Axes 6 4

Payload 3 kg 6 kg 10 kg 20 kg 30 kg 50 kg 10 kg 20 kg

Max. Reach 950 mm 1500 mm 2100 mm 1850 mm 2300 mm 2100 mm 1500 mm 1850 mm

Repearability ±0.05 mm ±0.05 mm ±0.08 mm ±0.08 mm ±0.15 mm ±0.2 mm ±0.05 mm ±0.05 mm

Model RVR4-0502400B RVR4-1002100B RVR4-1653100B RVR6-0061500P RVR6-0061950P RVR6-0062400P RVR6-0061500H RVR6-0061850H RVR6-0061000T

Axes 4 6

Payload 50 kg 100 kg 165 kg 6 kg 6 kg 6 kg 6 kg 6 kg 6 kg

Max. Reach 2400 mm 2100 mm 3100 mm 1500 mm 1950 mm 2400 mm 1500 mm 1850 mm 1000 mm

Repearability ±0.2 mm ±0.2 mm ±0.2 mm ±0.05 mm ±0.08 mm ±0.08 mm ±0.05 mm ±0.05 mm ±0.05 mm

C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