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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Provider of Motor Solution 
Global leading motor company with varied and deep technological powers through rich filed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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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er Delight Thru Quality & Technology 

CORE MOTOR 

COMPONENT MODULE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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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C&M / MD TECH, Korea) 

 -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안동 259-1 

 - 공장 부지 : 17,684 ㎡ 

 - 건축 면적 : 21,674 ㎡ 

■ 중국 법인 남경 공장 

 - 소재지     : Nanjing Qixia Economic  

                   Development Zone,  

                   Xiaxing Road, Shugang Avenue,  

                   Qixia District, Nanjing, China 

 - 건축 면적 : 2,300 ㎡ 

■ 중국 법인 연태 공장 

 - 소재지     : 38#, Andeli Road,  

                   Muping Zone, Yantai, China 

 - 건축 면적 : 2,800 ㎡ 

■ 안성 공장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중리동 124-18 

 - 공장 부지 : 4,200 ㎡ 

 - 건축 면적 : 2,300 ㎡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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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영역 확대 인증취득 

2006. 12 

ISO 9001 인증 

2007. 04 

연구소 설립 

2009. 01                

ISO/TS16949 인증 

2009. 10 

SQ 인증 (현대기아자동차)  

2017. 01 

Suppliers Q-Gate “A”등급 (LG전자) 

2010. 10 

이노비즈 인증 

2011. 10 

SQ 인증 “A” 등급  (현대기아자동차) 

2006. 09 

LG 전자에서 분리, 회사 설립 

2007. 10 

중국법인(남경) 설립 

2010. 05 

엠디테크 자회사 편입 

2012. 02 

안성공장 설립 

2016. 10 

중국법인 연태공장 설립 

사업 확장 

2006. 11 

청소기용 모터 

2007. 01 

에어컨, 냉장고 Compressor용 모터 

2007. 08 

ABS Armature  

2007. 10 

에어컨용 BLDC, SynR 모터  

2009. 04 

건조기용 분상 기동형 모터  

2009. 11 

자동차 LPI 모터 (BLDC) 

2010. 05 

냉장고 Fan 모터 

2014. 12 

청소기 BLDC 모터  

2017. 08  

수소 연료 전지차용 Stator  

2017. 04  

자동차용 공기 청정기 Fan 모터 

2016. 12  

생활용 펌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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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공장 

안성 공장 

중국 법인 

부품 생산량 적용 분야 

Induction Motor  

Universal Motor  

Recipro Compressor Motor 

Rotary Compressor Motor 

BLDC Motor  

Automobile Motor (Included SUB Assy) 

2,000 

1,500 

3,500 

1,000 

3,000 

4,000 

Air Con & Laundry 

Vacuum Cleaner & AC. Blower  

Refrigerator 

Air Conditioner 

Air Conditioner & Ref. Fan 

Automobile 
Total  : 15,000 

ABS Rotor 

EPS Rotor 

CORE Assy 

3,000 

1,200 

6,000 
Total  : 10,500 

DD Stator Core  

Case Assy 

Stator Assy  

Rotor Assy 

Stator Sub Assy 

3,200 

6,000 

1,000 

   800 

2,000 

Washing Machine DD Motor 

Refrigerator Fan Motor 

Universal Motor 

EPS Motor 

EPS Motor 

Unit : Thousand pcs 

Total  : 13,000 

공장 

ABS Motor 

EPS Motor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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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Unit : Hundred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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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법인 연태 법인 엠디 테크 안성 공장 김해공장 합 계 

 60 20  50 30 220 380 

직원수 

안성 공장 

엠디 테크 

남경 법인 

연태 법인 

조직 구조 

대표 이사 

지원팀 QA팀 관리실 

연구소 

개발 1팀 

개발 2팀 

개발3팀 

모터팀 생산 기술팀 코어팀 

생산실 

김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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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사 

■ LG 전자 

■ 대유 위니아 

■ LG 전자 

■ 모토닉 

■ 지엠비 코리아 

■ 한온 시스템 

■ LG 이노텍 

■ 효성 전기 

■ S&T 모티브 

Home Appliance Automobile 



고객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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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Design 

3D Analysis 2D Analysis 

Analysis Results 

자속 밀도 분포 해석 

• 2D & 3D 전자장 해석을 통한 모터 최적화 설계 

•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선 요소의 도출 

▶ 설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운용  

• 자속 밀도 분포 해석을 통한 개선 요소의 도출 

[Mag_B Analysis] [B_Vector Analysis] 

• 시뮬레이션을 통한 개발 납기 최소화 

• 요구 SPEC.에 최적화 설계 

Structure Design 

3D 구조 설계 

3D 구조 해석 

• 3D를 이용한 최적화된 구조 설계 

• CAD를 이용한 구조 해석  

             [AUTOCAD, UG NX 운용] 

▶ 3D 구조 설계 및 해석 

• 유동장 해석을 통한 기구부 설계 

•  UG NX를 

   이용한 3D 설계 

Test & Performance 

▶ 시험 및 평가 운용  

• 성능 시험을 통한 모터 평가 및 분석  

• 소음/진동 시험 및 분석을 통한 개선 

              [모터성능시험장비, 소음진동분석장비 운용] 

소음 시험 결과 및 분석 

성능 평가 시험 소음 측정실 

연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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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ore 가공  

다양한 타발 공법 

원재료 Grade Up  

• 일반,고효율 , 분할, Spiral (t0.20~t1.0)                                      

                                         

• BAB,BB 열처리 기술 보유 

• Comp. Rotor 원심주조 공법 

    (일반 다이캐스팅 공법 대비 충진율 10%개선) 

Stator 권선 

집중권 

분포권 

• 분할 Core 및 조립 기술 

• High Density Winding 

  

Motor 조립 

고밀도 Al 주조 

• Cu, Al. wire 적용 

조립 자동화 

체결 공법 최적화 

•  JIT System 적용 

• 조립 Line 자동화 

• Toggle-Lock, 리벳팅, 스크류 공법 등 최적화 조

립 공법  

즉기 대응 SYSTEM  

• Cu, Al. wire 적용 

• Close Core Teeth Open (2.1mm → 1.3mm) 

• High Density Winding 

생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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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품질 공정 품질 출하 품질 고객 SVC 

ERP 
system 

■ 품질관리 

- 수입검사 

- 공정검사 

- 출하검사 

■ 자재관리 

- 자재입고 

- 자재출고 

- 사급관리 

- 수불관리 

■ 생산관리 

- 생산계획 

- 생산실적 

- 불량실적 

- 생산성` 

■ 설비관리 

- 설비보전 

- 금형보전 

협력업체 평과 / 관리 

부품 검사 

부품 신뢰성 확보 

부품 이력관리 

CTQ 관리 

순차 검사 & Time Check 

전수 검사 체계 

공정 Audit 

제품 출하 검사 

ELT / 수명 시험 

품질 회의 

제품 이력관리 

전담 SVC Man System 운용 

고객불만 대응 Process 

고객의 소리 

품질 개선 활동 

품질 보증 역량 



15 

품질 보증 역량 

부하 성능 시험 장치 

공구 현미경 

1 

BDV 시험기 

열 충격 시험기 항온 항습기 폴리싱 머신 Fume HOOD 염수분무 시험기 오물 시험 장치 

건조기 모터 ELT 시험 장치 청소기 모터 ELT 시험 장치 

만능 재료 시험기 XRF 츨정 분석기 표면 조도 분석기 3차원 정밀 측정 경도 측정 

진원도 측정기 

Measuring 

Environmental  

Test 

Reliablility  

Test 

자동차모터 ELT 시험 장치 펌프 모터 ELT 시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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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인증서 
ISO & INNO-BIZ 

SQ & Q Gate 기업 부설 연구소 UL & CE & CCC 

특허 



생산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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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설비 

Rotor 다이 캐스팅 

코어 타발 & 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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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컴프레셔 모터 

냉장고 컴프레셔 모터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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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모터 

생산 설비 

Blower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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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Fan 모터 

자동차 모터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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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Fan 모터 

모터 회로 부품 

생산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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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타발 

코어 열처리 

생산 설비 (안성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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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Motor Armature 

ESC & AHB Motor 

Armature 

생산 설비 (안성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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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Motor Rotor 

EPS Motor Stator 

생산 설비 (안성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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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Core Assy 

Blower Motor  

Stator Assy 

생산 설비 (남경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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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Fan Motor 

Stator & Case Assy 

생산 설비 (남경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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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타발 

코어 열처리 

생산 설비 (연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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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Motor Rotor 

EPS Motor Stator 

생산 설비 (연태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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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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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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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Aircon 실외기 상업용 Stand & Duct 

Comp. Motor 

(BLDC/Induction) 

Fan Motor 

(BLDC Motor) 

BLDC / Induction Motor Induction Motor 

Fan Motor (BLDC Motor) 

건조기 식기 세척기 

에어컨/세탁기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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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DC 모터 

무선 청소기 

소형 고효율 모터 

가정용 청소기 

대형 습식 2단 모터 

산업용 청소기 

Leaf Blwoer 모터 

Leaf Blower 

청소기 /Blower 모터 

소형 고풍량 모터 

핸드 드라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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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김치냉장고 

Compressor Motor 

Comp. 냉각 

냉장/냉동실 송풍용 

Compressor Motor 

Comp. 냉각 

냉장/냉동실 송풍용 

냉장고 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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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모터 

HVAC Blower 

Air Cleaner 

Electric Water Pump 
EPS 

LPI Fuel Pump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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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워터 펌프 모터 

EWP BLDC Motor Core 

전동식 워터 펌프 모터 

EWP BLDC Motor Core 

전동식 스티어링 핸들 모터 

EPS Motor Core 

전동식 워터 펌프 모터 

EWP BLDC  

Motor Stator 

차량용 공기 청정기 송풍 모터 

Air Cleaner Motor 

EV 차종 HVAC 송풍 모터 

HVAC BI-BLDC  

Motor Rotor  

HVAC 송풍 모터 

HVAC Blower  

Motor Core 

자동차 모터 (김해 공장 )  

LPG 차량용 펌프 모터 

LPI Fuel Pump Mo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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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티어링 핸들 모터 

EPS Rotor 

전동 스티어링 핸들 모터 

EPS Core (낱장형) 

전동 스티어링 핸들 모터 

EPS Core (분할형) 

주행 안전 장치용 

ESC Armature 

고급 유압 제동 장치용 

AHB Armature 

주행 안전 장치용 

ESC Armature 

바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용 

ABS Armature (580W) 

자동차 모터 (안성 공장 )  

바퀴 잠김 방지 제동 장치용 

ABS Arm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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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인 

Electrical Power  

Steering Motor (630W) 

EPS Stator Core & 

Rotor Assy 

EPS Stator Core & 

Rotor Assy 

EPS Stator Core & 

Rotor Assy 

Washing Macnhine Motor  

(Direct Drive) 

Refrigerator Fan Motor (BLDC) 

Ref. Fan Motor Stator 

Blower Motor (Universal Motor) 

Blower Motor Stator W/M Motor Stator 

Electrical Power  

Steering Motor (400W) 

Electrical Power  

Steering Motor (37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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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ore 회로 Parts 

ETC (모터 부품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