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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강력한 파워를 추구하는 세계최초 
충전식 농업 ㆍ산업ㆍ건설기계 제조전문회사 입니다.

(주)IHPM은 현재 화두로 떠오르는 4차산업혁명, NANO TECH, BIO TECH, 
 ENVIRONMENT TECH의 중심에서 미래를 위해 비상중인 회사입니다.
석유로부터 시작된 2차산업혁명의 산물인 엔진의 시대를 종료시키고
소음과 매연 발생이 없는 편리하면서도 강력한 제품을 개발하여 고객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중심의 기본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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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제 0121-2017-00531 호

여성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주)아이에이치피엠

2. 사업자등록번호: 374-86-00604

3. 주      업      종: 제조업|도매 및 소매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4. 대      표      자: 김태우

5. 주       소 (본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재송동, 큐비E
센텀 4층 ICT 산학협동연구실 1) (재송동)

*2건의 재발급 내용이 존재합니다. 「재발급 현황」뒷면에 계속

유효기간: 2017. 12. 06. ~ 2020. 12. 0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2017년 12월 06일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이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

(2019-05-02 15:19, (주)아이에이치피엠)한 확인서입니다. 
* 이 문서를 위·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KC인증
적합등록필증

특허등록
특허등록증

조달청등록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증서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인증서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 특허출원 번호

1.예초기
10-2018-0139113

2.양수기
10-2018-0139122

3.스텐다이/주행식분무기
10-2018-0139129

4.미니관리기
10-2018-0139170

5.바이브레이터
10-2018-0139170

6.자동조심샤프트
10-2018-0139101

7.BLDC모터(개별슬롯 독립권선형)
10-2019-0034943

8.드라이브(무선통신기능 탑재)
10-2019-0050739

9.콘크리트 다짐용 교반기의 동력전달기어
10-2019-0033692



World Top Cordless Tools

배터리 파워팩 하나로 IHPM 전제품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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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ion 배터리
48V 10.4Ah
          ~20Ah



ㅇ 배터리 : 48V 10Ah
ㅇ파워팩 무게 : 4kg
ㅇ지속가능 전류 : 25Ah
ㅇ허용 온도 : -20℃ ~ 60℃
ㅇ충/방전 횟수 : 540회
           ※에너지 감소율 540회 이상시 10%감소
                                       700회 이상시 20%감소
                                       1,000회 이상시 30%감소
ㅇ3M 낙하 TEST 통과 제품
ㅇ과방전,과전류 BMS 국산품 적용 

IHPM 파워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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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간

비용절감

저중량

급속충전 선택시 2시간 충전으로 사용횟수 약 300회 사용가능
효율충전 선택시 4시간 충전으로 사용횟수 약 500회 사용가능

배터리 충전식으로 지속적인 연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며
환경오염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을 통하여 시동 없이 전원버튼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무게가 가벼워 작업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IHPM 멀티케이스

배터리 잔량표시등과 열 감소 펜 장착
남은 사용시간 표시와 장시간 사용하여도 

멈춘 현상이 없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된  멀티케이스 입니다.

특허기술(자동조심샤프트)를 적용
엔진 1.5마력 출력과 동일하며, 저전류, 고출력 

시스템 방식의 친환경  멀티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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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Top Cordless Tools

특허 출원번호: 제 10-2018-0139101

www.ihpm.kr



특허 출원번호: 제 10-2019-00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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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BRUSHLESS
MOTORS
1

CONTROLLER2

- 독립권선식(개별슬롯)

- 고출력 제어프로그램 및 
  리모트 컨트롤러 적용



World Top Cordless Tools

Brush Cutter

충전예초기

충전주행식 예초기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무게(본체) : 4.5kg
파워팩 무게 : 4.0kg
사용시간 : 일반보드(엔진 23cc급)
                             -약 1시간30분~2시간 
                  고속모드(엔진 33cc급)
                             -약 1시간 30분
충전시간 : 4시간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무게(본체) : 11.4kg
파워팩 무게 : 4.0kg
사용시간 : 1시간 30분~2시간
크기(W*H*D) : 140*102*40
충전시간 : 4시간 

특허 출원번호: 제 30-0959665호/ 디자인 등록번호 : 제 30-095892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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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번호 
R-REM-HPm-BC38A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번호 
R-REM-HPm-BC38A

www.ihp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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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h Cutter

충전주행식 예초기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무게(본체) : 11.4kg
파워팩 무게 : 4.0kg
사용시간 : 2시간 ~2시간30분(효율모드)
                  1시간 30분(고속모드)
충전시간 : 4시간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World Top Cordless Tools

Chain Saw

- 10 -www.ihpm.kr



Chain Saw

충전톱 16인치

충전톱 12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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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가이드바 : 12인치(10”,14”,16” 호환가능)
컷팅길이 : 12인치=30cm
소음도 : 101db
무게(본체) : 3.2kg
체인톱날 규격 : 91*22.5
컷팅가능 갯수 : 220Φ 기준 180~200개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가이드바 : 16인치
컷팅길이 : 16인치=40cm
소음도 : 101db
무게(본체) : 4.6kg
체인톱날 규격 : 91*28
컷팅가능 갯수 : 300Φ 기준 100~120개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록번호 
R-REM-HPm-KMS-512

등록번호 
R-REM-HPm-KMS-516

전기용품
안전인증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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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 톱

전지 가위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사용시간 : 10시간
무게(본체) : 
절단횟수 : 30Φ기준 18,000회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무게(본체) : 1.4kg
절단횟수 : 60Φ기준 900회
절단직경 : 3~10cm

Secateurs & Pruning Saws 

www.ihp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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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머(전문가용)

트리머(일반용)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사용시간 : (엔진23cc급) 2시간
무게(본체) :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사용시간 : 4시간
무게(본체) : 

Trimmer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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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er 

핸드 브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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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최대풍량 : 810㎥/h
무게(본체) : 3.9kg
파워팩 무게 : 4kg
사용시간 : 저속모드-5시간
                  중속모드-2시간 30분
                  고속모드-1시간40분
                  터보모드-1시간
시동방식 : 디지털 버튼방식
충전시간 : 4시간

① 전원 스위치를 누르면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풍향 스위치로 풍향을 조절합니다.
    풍향의 세기는 4단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바람 세기로
    풍향을 조절합니다.
    1단계(저속) → 2단계(중속) → 3단계(고속) → 4단계(터보)

②  터보모드는 터보모드 버튼과 손잡이 하단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작동합니다.

www.ihpm.kr



잔디기계
(자주식,비자주식)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컷팅길이 : 508mm(21인치)
컷팅높이 : 30~90mm(1~7단 조절가능)
소음 : 92db
자가추진 속도 : 0.8~1.4m/s
무게(본체) : 29.6kg
풀받이 용량 : 60L
권장작업 평수 : 250~300평
크기(W*H*D) : 160*104*57cm

Lawn Mower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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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잔디깍기 
   동력에 의해 바퀴가 구르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피로를 덜어줌
   넓은 정원 혹은 경사진 곳에 적합. 300평 기준으로 그이상은 자주식 추천

  비자주식 잔디깍기
  동력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밀고 다니는 방식
  300평 기준으로 이하 혹은 평수의 잔디를 깍을때 적합.
  깔끔한 절단면을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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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번호 : 제 10-2018-0139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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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관리기
제조사 : IHPM
출력전압 : 48V
 (자동조심 샤프트 특허기술 적용-엔진 1.5 마력급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Ah Li-ion 배터리
사용시간 : 1시간30분~2시간
무게(본체) : 11.4kg
파워팩 무게 : 4kg
사이즈(H*W*D) : 92*47*30
충전시간 : 4시간

 Tiller 

www.ihpm.kr



특허출원번호 : 제 10-2018-0139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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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Pump 

슈퍼 1.5”양수기
(리모컨 3단조절 옵션)

제조사 : IHPM
출력전압 : 48V
 (자동조심 샤프트 특허기술 적용-엔진 1.5 마력급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Ah Li-ion 배터리
흡입/토즐관 직경 : 25mm~38mm
                                (1인치~1.5인치)
총 양정 : 28m
흡입양정 : 8m
양수량 : 일반모드-86L/min
              고속모드-120L/min
              터보모드-200L/min
사용시간 : 최대 4시간
              고속모드 100분 / 터보모드 60분
무게(본체) : 6.5kg
시동방식 : 다이얼 방식/ 리모컨 컨트롤방식
                 (리모컨 옵션 추가 선택)
충전시간 : 4시간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양수기

총양정
28m

흡입양정
8m

토출양정(수직)
20m

토출양정(평지)
2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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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번호 : 제 10-2018-0139129호

※ 주행식 50L  분무기에서
물탱크를 뺀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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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prayer 

주행식 50L 분무기
(리모컨 3단조절 옵션)

스탠다이 분무기
(리모컨 3단조절 옵션)

제조사 : IHPM
출력전압 : 48V 
       (자동조심샤프트 특허기술 적용 - 1.5마력급)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48V 20Ah 배터리 교체 및 별도 구매가능
탱크용량 : 50L
호스 굵기/길이 : 8.5Φ/20m
                          (30~50m 추가 구매가능)
무게 : 36.6kg
물통무게 : 21.6kg  분무기 무게 : 15kg
파워팩 무게 : 4kg
사용시간
(48V 10.4Ah기준) : 1단-5시간
                                  2단-2시간 30분
                                   3단-1시간 30분
분사거리 : 7~10M
충전시간 : 4시간 

www.ihp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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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prayer 

고압분무기
(리모컨 3단조절 옵션)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48V 20Ah배터리 호환가능 별도 구매 문의)
최고압력 : 40MPa(엔진성능과 동일)
무게(본체) : 19kg
                     ※엔진MSD-41무게 30kg

파워팩 무게 : 4kg
사용시간:              48V20Ah    48V10.4Ah
                효율모드     90분             45분 
                고속모드     60분             30분
                터보모드     40분             20분
시동방식 : 버튼/다이얼/ 리모컨컨트롤방식- 
                (리모컨 옵션 추가 선택)
크기 (W*H*D) : 51*25*27
충전시간 : 4시간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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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or

산업용 컴프레샤-56L

산업용 컴프레샤-30L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파워 : 산업용 컴프레샤 3HP대체용
           (4.5마력 동일파워)
압력 : 8bar
최초충압시간 : 2분50초
재충압시간 : 50초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파워 : 산업용 3.5H대체용
          (4.5마력 동일파워)
압력 : 8bar
최초충압시간 : 3분20초
재충압시간 : 1분20초

www.ihpm.kr



특허 출원번호 : 제 10-2018-0139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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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or & Screed

추진식 바이브레이터

스크리드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작업길이 : 1m~5m/기본 3m바 제공
                   3m/4m/5m 까지 적용가능
중량 : 18kg(3m 블레이드 바포함)
사용시간 : 1회 완충시 10시간
             ※사용시간은 작업환경이나  사용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배터리 : 48V 10.4Ah Li-ion 배터리
무게(본체) : 3.8kg
사용시간 : 2시간이상 사용가능
액션봉 38Φ 1m/2m/3m(적용가능)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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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륜 전동운반차

4륜 전동운반차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최대적재용량 :120kg
모드 : 저속-3km/h(전) 1.2km/h(후)
           고속-6km/h(전) 2km/h(후)
배터리 : Li-ion배터리
              22.5V, 11.6Ah
크기(L*M*H) : 52*29*31~35(in)
최대적재후 기동거리 : 5km~7km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최대적재용량 :300kg
모드 : 저속-3km/h(전) 1.2km/h(후)
           고속-6km/h(전) 2km/h(후)
배터리 : Li-ion배터리
              25.5V, 17.4Ah
크기(L*M*H) : 46*27*35~39(in)
최대적재후 기동거리 : 4km~7km

Electric Cart

www.ihp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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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 Mini Jeep

미니지프(트레일러포함)

제조사 : IHPM
모터 : BLDC MOTOR
적재하중 : 300kg
최고 속도 : 60km
항속거리 : 100km

international High Power Machine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피엠

본사 : 4805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407호 
           (동남권 GRAND ICT 산학협동연구실 1)
제조공장 : 50583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오룡길 21
TEL.1544-7143  FAX.070-4324-7143  E-mail. ihpmtech@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