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컨트롤러 전문업체 두텍(대표 

최득남)이 HITACHI와 인버터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로 HITACHI는 국내 유통망의 확대를, 두텍은 

신규 사업으로의 영역 확장을 이루었다. 두텍은 냉동공

조 및 공기압축기 분야에 17년간 몸담아온 만큼 그 동안

의 노하우와 고객 데이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

이며, 에너지 절감 분야 연구의 기술 신장을 기대한다.

두텍이 취급하게 될 제품은 HITACHI의 저압 인버터

로 스펙과 안전성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성도 탁월한 세

계적으로 우수한 인버터이다. 트립 억제 기능, 프로그

램 운전 기능, 수명 진단 기능, 인버터 본체에 내장된 

회생제동회로의 기종 확대 등 다양한 면에서 기존 인버

터들과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인다. 모터 단자 전압을 2

배 이하로 억제하는 HITACHI의 독자적인 PWM 제어

방식 펄스 컨트롤은 HITACHI만이 가진 특허이다.

HITACHI의 저압 인버터는 풀 부하 운전 시 출력단

이 단락되는 경우에도 인버터 IGBT 모듈이 소손되지 

않는 다중 보호 기능이 채택되었으며, 아날로그 분해능

을 향상시켜 긴급 차단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하드웨어 

회로만으로 인버터 출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보호 기능으로 인해 정전 발생 등 긴급한 상황으

로부터의 대처가 가능하다. 부하 상황에 따라 자동증속

운전도 가능해 가동의 중단을 막으면서 에너지 낭비에 

대한 안전장치도 된다. 에너지 비용 절감 분야의 선두

주자인 두텍이 HITACHI와 만나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보일지 기대된다.

안정성과 탁월한 억제력이 돋보이는 HITACHI 제품

은 사용자의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주변회로의 간

략화와 유지보수의 편리성 또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

다. 탈착식 단자대 기판으로 나사 없이 배선이 가능한 

점과 냉각 팬, 평활 콘덴서 교체의 간단함 등 소비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두텍은 사업 영역 확장 및 에너지 

절감 분야의 기술 역량 강화를, HITACHI는 국내 유통망

의 확장 및 점유율 확보를, 소비자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

으로 한 고품질 인버터 사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  SVM 및 인더스트리얼 날리지(Industrial Knowledge)와 KBC의 통합,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 전달 강화

두텍, HITACHI와 인버터 대리점 계약 체결

좌측이 ㈜두텍의 최득남 대표, 우측이 하이코㈜의 이병의 대표. 
하이코㈜는 일본 HITACHI의 국내 협력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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