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비 이용방법

• 홈페이지 : http://www.uipa.or.kr
• 전 화 : 052) 210-0265
• E – mail : ahryeon@uipa.or.kr

조선해양ICT융합실증센터 장비 이용안내

상담 및 문의처

01
울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속
(uipa.or.kr)

02
홈페이지 내
브로슈어를 통한
시설/장비 조회

04
서류검토 및
사용승인

03
장비 이용 신청

05
시설/장비 대여

06
시설/장비 활용

http://www.uipa.or.kr/


찾아오시는 길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16, 조선해양 하이테크타운

조선해양ICT융합실증센터 장비 이용안내



디자인∙설계 장비



 장비개요

수치 해석용 소프트웨어

- Mathworks MATLAB (Mathworks)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테크니컬 컴퓨팅 분야 제4세대 고급언어

- 모델기반설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시뮬링크)

- 데이터분석 / 무선통신 / 딥러닝 / 컴퓨터비전 / 신호처리 / 금융과 리스크관리 / 로보틱스 / 제어시스템

- 클라우드와 기업 시스템에서 바로 데이터 소스 및 비즈니스 시스템과 통합

- 임베디드 장치에서 실행되도록 MATLAB 알고리즘을 C/C++ 및 HDL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

- MATLAB은 Simulink와 함께 작동하며 멀티도메인 시뮬레이션, 자동 코드 생성, 임베디드 시스템의

테스트 및 검증에 사용되는 모델 기반 설계(Model-Based Design) 지원

- 선박용 로봇 제어기 설계, 시뮬레이션 및 자동 C코드 생성
- 선박 해양용 HILS 시뮬레이션 용도
- 선박용 부품 고장 진단 예측
- 대용량 데이터 분석, 통계 및 최적화 가능
- 무인 자동화 설계 ( 딥러닝 및 머신러닝)
- 센서 이미지 처리 및 분석
- 소음 및 진동 분석
- 선박 내부 전력 시뮬레이션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SW품질테스트 』3D 역설계 지원 SW

 장비개요

3D 역설계 지원 SW

- Geomagic Design X (3D SYSTEMS)

- 3차원 스캐너로부터 획득한 스캔데이터를 기반으로 파라메트릭한 CAD모델을

생성하는데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3차원 스캐닝

: Design X 내에서의 직관적인 스캔 작업. 불완전한 부분 스캔 데이터 활용 가능,

메쉬 데이터 최적화 작업 불필요

- 솔리드 & 서피스 모델링

: 디자인 설계 변수 추출, CAD 모델링 작업, Accuracy Analyzer™ 를 통한 품질 검사

- 범용 CAD로 데이터 이전

: Design X의 작업 내역을 CAD 시스템으로 이전, CAD 중립 파일(IGES, STEP)로 저장, 

FEA나 CAM 분야 활용, CATIA V4/V5, AutoCAD로 파일 저장

- 3차원 프린팅 / CNC 가공 / CAE 설계 해석 / CG / 의료분야같은 폴리곤 메쉬 기반 활용 분야부터

파라메트릭 CAD데이터가 필요한 고급 활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효과적 활용

- 선박 설계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역설계 SW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 3차원 스캔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 파라메트릭 방식의 품질 검사와 입증된 반복 정밀도 프로세스

3D 기하형상 검사 지원 SW

- Geomagic Verify (3D SYSTEMS)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사례

- 통합 검사 환경 제공

: 3차원 스캐너로부터 획득한 수억 포인트의 점군 데이터는 물론 LiveInspect라는 기능을 통해

다양한 접촉식 / 비접촉식 측정을 통한 품질검사 진행

- 접촉식 / 비접촉식 측정을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

: 광학식 3차원 스캐너, 암 타입 측정기, 레이저 트랙커 및 CMM 측정기 등 모든 측정 데이터를

한 곳에 서 관리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소프트웨어

- 세계적인 선도 제조업체인 혼다, 파나소닉, 소니, 폭스바겐, 아우디 등의 품질검사 관리 부서에서

이미 Geomagic Verify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중

- 선박 설계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도면과 시제품 형상검사 SW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3D CAD 제작 지원 SW

- UG NX Mach 10 (SIEMENS)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개념 설계부터 엔지니어링 및 제조에 이르기까지 제품 개발의 모든 측면을 지원하는

강력한 CAD 제작 전 과정 지원 툴

- 제조 엔지니어링을 위한 단일 시스템

:  통합된 제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모음을 제공하여 부품 모델링, 공구 설계 및 검사 용이

- 데이터 및 프로세서 관리

: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으며 검증된 방법을 재사용하고, 

툴 링을 관리하며 작업 패키지를 제조 현장에 바로 연결

- 공구&고정장치 설계 프로세스 자동화 / 스마트한 엔지니어링 결정 / 다양한 해석도구 통합 3D 모델링

- 선박 설계(2D, 3D, 구조물 설계, 모델링)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SW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3D CAD 디자인(설계/해석) SW

- Solidworks 2017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3D 모델링 및 어셈블리 작성 기능 : Window 기반의 쉽고 친숙한 SWIFT 인터페이스로 3D 프린트 기

술을 접목하여 대형 Model Handling, 고급 곡면 및 3D 텍스처를 생성할 수 있고 파트 및 어셈블리로

부터 동적 영상 파일 생성 및 제품 설계 과정의 시각적 문서화 처리 기능

-

- 선형 정적 해석 및 시간 기반 모션해석 : 어떠한 물체가 외력에 의해 변형 및 변화되는 것을 예측하여

계산하는 선형 정적 해석 기능과 더불어 이에 변형, 변위 값 확인 및 실제 구동 시 걸리는 하중, 반력, 

가속도 등의 결과 값을 그래프로 얻을 수 있으며 구동과 구조 해석을 동시에 수행 가능

- 애니메이션 및 실사적 렌더링 기능 : 실제 제품의 재질 표현과 배경을 넣어 렌더링 표현 기능

- 산업 디자인, 로봇, 파이프, 금형, 반도체 장비, 전자제품, 통신장비 등

- 선박 설계(2D, 3D, 구조물 설계, 모델링)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SW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Solid 모델링 및 Surface 모델링이 용이하며 상호 변환이

가능하여 시제품 제작 환경 구축에 기본 틀로 활용

- 다양한 형상에 대하여 2D/3D 모델링 형상을 통한 도면화 및 구조 해석 기능



 장비개요

3D CAM 제작지원 SW

- AUTODESK POWERMILL (한국델켐)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선체와 갑판 등 가공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CAM SW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일반 기계/금형 및 해양산업과 자동차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복잡한

형상의 제조를 위한 전문 CAM 소프트웨어로써 주요 기계부품 가공 분야에도 사용

- 강력한 Tool-Path 작성기능

:  사용자가 어떤 복잡한 형상을 작업하더라도 형상에 따른 최상의 Tool-Path 구현 지원

- 편리한 편집 기능을 제공

: 가공형상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작업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고품질의 가공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고효율 가공 실현

- 항공산업, 금형산업, 자동차산업 등 여러 산업의 가공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사용되는 CAM SW



 장비개요

고성능 연산 처리장치

장비 상세 설명

[장비명]

- 제조사 : HPC Korea
- 제품명 : CAE-Simulator ThunderBolt

 장비기능

- 광범위한 산업군(조선, 항공, 자동차 등)의 CAE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위한 고성능 연산 처리장치

- Scale-out 구조로 필요에 따른 성능 및 용량 확장성

- 웹기반의 쉽고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한 직관적인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 병렬연산기능

: 4 노드 100코어 프로세서, 768GB 메모리, 36TB 스토리지, 58Gbps 초고속 통신장비 기반의

병렬 연산 처리 기능

-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 프로세서, 메모리, 스토리지, 사용자, 시스템, 솔버관리, 라이선스 등 각 종 리소스관리 기능

- CAE 해석작업 기능

: CAE해석을 위한 솔버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이를 통한 작업제출, 모니터링 및 관리, 작업 스케쥴링, 

작업폴더 관리, Pre/Post 프로세싱 처리등의 해석작업 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Star-CCM+    : 다양한 조건에 대한 구조 및 유체해석을 통한 최적

설계 모형 도출과 이를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 비용 절감

 기타 응용 분야

- 광범위한 산업군(조선, 항공, 자동차, 원자력, 재료 등)의 CAE 기반 범용 해석 프로그램 지원



 장비개요

선박추진시스템 설계 및 개발용 SW

장비 상세 설명

 장비기능

[장비명]

- 제조사 : Siemens Industry Software
- 제품명 : Amesim, Simcenter 3D

- 모델 기반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

- 직관적인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 수학적 모델 시스템 설계로 쉽고 빠르게 시스템의 실제 성능 예측

- 결과의 빠른 도출 및 신뢰성있는 설계 의사 결정 지원

- 다중 물리 영역의 통합 설계 (signal, mechanical, electrical, hydraulic, thermal, engine etc.)

- 설계 단계에 따른 detail 설계 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선박의 에너지 효율 최적화
- 새로운 아키텍처의 성능 평가
- 시나리오 별 선박 성능 해석
- 선박 서브시스템 및 구성품 설계 및 해석
- 선박 통합 모델 설계 및 해석
- 선박 제어 시스템 설계 및 해석
- 저 연료소비 및 NOx저감을 위한 추진 시스템 비교

 기타 응용 분야

- 우주 항공, 자동차 및 지상 차량, 오일 및 가스, 해양, 전자 기기, HVAC 시스템, 제조 산업, 반도체, 
로봇 공학, 유압 시스템



시제품 제작 장비



- 고성능 금속 적층 제조 시스템은 기존의 금속 제조 공정을 대체

- 275 x 275 x 380mm의 제작 용적을 통해 폐기물 감소, 생산 속도 향상, 설치 시간 단축 및 뛰어난 기계적

물성의 매우 밀도가 높은 금속 파트 제공

- 평균 30um의 입자 금속분말을 얇게 펴 Fiber laser를 조사하여 금속분말을 완전히 녹여 결합, 한층의

레이어 완성 후 반복작업으로 입체형상 제조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항공, 자동차, 의료, 제조 등 여러 산업의 가공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사용

안전성
- 장비 무게 4.7톤 통프레임 구조
- 장비 변형률을 최소화하는 튼튼하고 무거운 프레임 구조로, 불활성 가스 및 금속파우더 누출을 억제

가스주입
- 금속 3D프린터 중 유일하게 DMP Flex 350만이 Vacuum 방식을 사용
- 완전진공상태 구조의 챔버 방식으로 출력 중 낮은 가스 소비량 구현

확장성
- RPM build module을 각 재료별로 쉽게 교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설계구조

- DMP Flex 350

메탈쾌속 조형기

- 고유한 특수 기능과 맞춤형 소량 생산의 특성을 가진 선박, 해양용 부품에 3D 메탈 프린팅 활용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네트워크 테스트 장비



 장비개요

휴대용 패킷분석 시스템

- Omnipliance Portable (Savvius)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네트워크 트래픽 급증 및 장애 발생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 네트워크 성능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확인하고, 보안 사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

- 네트워크 성능 문제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확인

- 보안 사건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조사

- 네트워크 가시성 및 성능 진단

- 정밀 분석을 통한 빠르고 생산성 높은 솔루션 제공

- 보안조사를 위한 네트워크 포렌식

- 공장, 항만, 공항, 도로 등 야외 환경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서 고성능과 휴대성을

같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합

- 유무선 통합 패킷분석 툴로서 조선해양 ICT기자재들 개발테스트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LSM1000XMVDC4 (Ixia)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이더넷 패킷발생 시스템(LSM1000XMVDC4)

- Video: HD-DB15 Super VGA 

- USB: Two Dual Type A, 4-pin jack connectors

- 10/100/1000 Ethernet RJ45 

이더넷 모듈(LSM1000XMVDC4)

- 4-Port 10/ 100/ 1000 Mbps Dual-PHY (RJ45 and SFP)

- 1GB Port CPU memory

- 800MHz / 1GB

- L2-L7 테스트 지원

1기가 이더넷 패킷발생 시스템

- 고성능 L2-7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위한 4, 8, 12 또는 16 포트로드 모듈

- 패킷발생을 통한 성능테스트, 디버그 문제 신속한 처리

- 장비 제조업자 : 시스템성능, 장비성능, 프로토콜 적합성, 보안성 정도측정

-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 서비스 품질, 제품 인증, 제품 상호, 보안성 정도측정

- 일반 기업과 정부기관 : 네트워크성능, 데이터센터 성능, 어플리케이션성능, 제품상호운영성/연동성,  보안성 정도측정

- 조선해양 ICT기자재들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된 L2-L7 장비

성능시험 결과 분석을 위한 계측에 활용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유선 통신 성능 테스트 툴

- IxNetworks (Ixia)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확장되는 L2-3 네트워크 인프라 성능 테스트 툴

- 라우팅/스위칭이나 Application과 Scenario를 모방한 Traffic Flow 생성

- 1G ~ 400G 이더넷의 테스트 커버리지 제공

- 라우팅 / 스위칭, 멀티 프로토콜 라벨 스위칭 (MPLS), 광대역 액세스, 

산업용 이더넷 (IE),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및 SDN (software-defined networking) 

- 현실적인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 및 시나리오를 모방 한 트래픽 흐름을 생성

- 가상화 된 네트워크 환경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컴퓨팅 환경에서 실행

- 엔드 - 투 - 엔드 테스트 시스템 자동화 제공

- 철저한 트래픽 흐름 분석을 포함하여 서비스 위반을 신속하게 격리

- 장비 제조업자 : 시스템성능, 장비성능, 프로토콜 적합성, 보안성 정도측정

-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 서비스 품질, 제품 인증, 제품 상호, 보안성 정도측정

- 일반 기업과 정부기관 : 네트워크성능, 데이터센터 성능, 어플리케이션성능, 제품상호운영성/연동성,  보안성 정도측정

- 조선해양 ICT기자재들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된 L2-L3 장비의

다양한 Network topology를 테스트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IxChariot 10.0 (Ixia)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구축 전후의 복잡한 네트워크에 대한 즉각적인 성능 평가

- 무선 성능 및 지리적 위치를 포함한 네트워크 성능을 즉시 평가

- 무선 802.11 a,b,g,n,ac LAN 테스트 기능 제공

- 모바일, PC, Mac 또는 하이퍼 바이저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성능 엔드 포인트

- 성능 엔드 포인트를 통한 모든 플랫폼의 중앙 관리 가능

- Netflix, YouTube와 같은 처리량, 패킷 손실, 지터, 지연, MOS 및 OTT 비디오를 포함한

완벽한 애플리케이션 에뮬레이션 및 주요 성능 메트릭을 제공

- 개인 가상 및 공용 클라우드 인프라 모두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

- 장비 제조업자 : 시스템성능, 장비성능, 프로토콜 적합성, 보안성 정도측정

-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 서비스 품질, 제품 인증, 제품 상호, 보안성 정도측정

- 일반 기업과 정부기관 : 네트워크성능, 데이터센터 성능, 어플리케이션성능,  제품상호운영성/연동성,  보안성 정도측정

- 조선해양 ICT기자재의 품질 지표를 통한 세부 분석으로 네트워크 성능

저하 문제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문제가 있는 지점을 격리

유무선 네트워크 품질 테스트 툴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IxLoad (Ixia)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멀티 플레이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제공 플랫폼 및 네트워크 보안 장비에 대한 L4-7 성능 테스트

- SSL Client, SSL Server, HTTP, HTTPS, FTP, TCP 지원

- 융합 된 무선 및 유선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end-to-end 테스트 제공

- QoE에 대한 실시간 통찰력 제공

- 애플리케이션 트래픽 테스트를 통해 완벽하게 통합 된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스트럭처를 에뮬레이션

- 사용자 행동의 동적 특성을 모델링 할 수 있는 시장에서 유일한 테스트 솔루션으로 사용

- 물리적 및 가상 네트워크 전반에서 원활한 애플리케이션 성능 검증을 달성

- 장비 제조업자 : 시스템성능, 장비성능, 프로토콜 적합성, 보안성 정도측정

-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 : 서비스 품질, 제품 인증, 제품 상호, 보안성 정도측정

- 일반 기업과 정부기관 : 네트워크성능, 데이터센터 성능, 어플리케이션성능, 제품상호운영성/연동성,  보안성 정도측정

- 조선해양 ICT기자재들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된 L4-L7 장치 및 시스템

성능 예측

어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툴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WAN 네트워크 에뮬레이터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장비 상세 설명

- Netropy N10G1 (Apposite Technologies)

[장비명]

- 광대역 망의 시간 지연, 패킷 손실, 밴드위스 등의 네트워크 환경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모사

- 네트워크 장비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테스트를 위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시스템

- 최대 10Gbps의 밴드위스 제공

- 최대 10초 까지, 0.01ms 단위로 시간 지연 세팅 가능

- 패킷 손실, 재배열, 데이터 corruption, 네트워크 outage 에뮬레이션 지원

- IP 어드레스, VLAN, MPLS 레벨, MAC 어드레스 , TCP/UDP 포트 등의 필터링 지원

- 캡쳐된 실시간 데이터의 에뮬레이션 Replay 지원

- 테스팅 자동화를 위한 Full CLI 지원

- 조선해양 ICT기자재의 장비 선정을 위한 성능 비교 테스트

- 선박에서 사용되는 장비 혹은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

- 본부 - 위성 - 항해 중인 선박 간의 네트워크 환경의 모사

- 일반 기업체의 본사와 해외 지사간의 통신 네트워크 환경 모사

- 기업의 웹페이지 엑세스 지연 원인을 찾기 위한 네트워크 환경 모사

- 경쟁 중인 장비, 혹은 어플리케이션의 성능 비교를 위한 벤치마크 테스트에 적용

 기타 응용 분야



벡터 신호 발생기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최고의 위상 노이즈 및 스퓨리어스 특성을 겸비한 뛰어난 하드웨어 성능으로 설계를 한계에 도전

- 업계 최고의 인접 채널 전력 비 (ACPR) 및 출력 파워로 파워 앰프를 구동하고 비선형 동작 특성 분석

- LTE, WLAN 및 GNSS를 지원하는 Signal Studio 소프트웨어로 신호 생성에 걸리는 시간 단축

 기타 응용 분야

- 자동차분야/전자반도체분야 / 항공우주·국방분야 / 에너지분야 / 산업용 장비 분야 등

- 잠수정 및 함선 레이더 정비 및 개발용 / 레이더 개발/안테나 개발 / 통신 칩셋 개발

-주파수 범위: 9 KHz ~ 6 GHz

- 주파수 분해능: 0.001Hz

- 출력 전력: -144dBm ~ +26 dBm (10MHz to 3GHz)

- 위상 잡음 : -146 dBc/Hz(1GHz, 20KHz 옵셋 )

- 주파수 스위칭 속도 : ≤ 800 μs

- 1 GHz 고조파 : < -30 dBc

[장비사양]

- RF 신호발생기로 아날로그 신호를 포함한 각종 디지털신호를 생성하는 장치

- AM, FM ,PM, GNSS 및 각종 통신 표준에 적용되는 디지털 변조 신호를 생성하고 발생함

장비 상세 설명



조선해양 IoT 플랫폼

 장비개요

 장비성능

장비 상세 설명

[장비명]

- Lenovo System X3650 M5
- Dell PowerEdge R730
- IoT 디바이스
- IoT 게이트웨이
- IoT 플랫폼(엔텔스)
- SAN 스토리지 1SETS
- SAN 스위치

- 조선해양 산업분야의 다양한 IoT 디바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 처리하여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

하려는 개발자(기업)의 개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자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을 미리 개

발하여 플랫폼의 형대로 제공

 조선해양 활용 분야

- 선박건조 생산공정, 조선해양 자재 및 위험물 관리, 환경 및 에너지 관리,  작업자 및 선원 출입

및 안전 관리 등 IoT 적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건설, 토목, 화학, 플랜트, 공장 등 산업시설과 도시,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까지 다양한 분야 적용 가능

- IoT 서비스 플랫폼의 서버 H/W

: 다수의 IoT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립, 저장 관리하고 시각화 및 외부 서비스를 제공

- IoT 서비스 플랫폼의 서버 S/W

: IoT 게이트웨이를 통해 수집된 IoT  감지 데이터의 처리 〮 시각화 〮 저장 〮 관리 등을 담당

- IoT 게이트웨이

: 다양한 IoT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모아 IoT 서비스 플랫폼으로 전송, ZigBee, LoRa,

BT, Wi-Fi 등 무선 통신과 Serial 통신과 같은 유선통신방식을 이용하여 IoT 디바이스와 연동

- IoT 디바이스

: 복수 개의 IoT 센서들과 연동 가능하며, 각 센서에서 감지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IoT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IoT 서버 단으로 전송



IoT 테스트 장비



PXI 기반의 실시간 운용 플랫폼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40Mhz 의 고속 기반 FPGA 보드

- 7 ½ Digit 고속 DMM

- Multifunction DAQ

- Sound & Vibration AIO Card

- 250MS/s 2ch Scope

- 고속 브리즈 입력 시스템

 기타 응용 분야

- 전자반도체분야 / 항공우주·국방분야 / 에너지분야 / 산업용 장비 분야 등

- 무인 잠수정 / 대형 함선 엔진 테스트 / 해양 풍력 모니터링 / 위그선 개발

- NI PXIe-8840 Quad-Core RT
- PXIe-1075, 18-Slot 3U PXI Express Chassis
- NI PXIe-6361, NI PXIe-5114 (64MB/Channel)
- NI PXI-4461, NI PXI-7851R
- NI PXIe-4331
- NI PXIe-4330
- NI PXIe-4081
- NI Embedded Control and Monitoring Software Suite
- NI USRP-2954R, 40MHz BW, 1.2 GHz 
TO 6GHz SDR+ GPS Clock

- PCIe - MXI Express Interface Kit for USRP RIO 
- Dual Band 2.4-2.48 GHz and 4.9-5.9 GHz Vertical Antenna, 
3dBi Gain

- 144 MHz, 400 MHz, and 1200 MHz Tri-band 
7-inch vertical antenna

- NI Embedded control and Monitoring software suite

[장비사양]

-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랩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I/O 및 데이터와 빠르게 연동하여

테스트, 측정, 제어에 이용

장비 상세 설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USRP 범용 라디오 생성 및 측정 시스템

- NI USRP-2954R (NI) 

- LabVIEW Communications System Design Suit, (NI)

- 소프트웨어 기반(랩뷰)의 범용 라디오 신호 생성 및 측정 기능 제공

- 랩뷰의 그래픽 기반의 직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USRP 하드웨어에서 스트리밍되는

실시간 RF 신호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전체 무선 통신 시스템을 프로토타이핑

- Tunable center frequency from 10 MHz to 6 GHz; 

160 MHz/channel real-time bandwidth; integrated GPSDO

- 800 MB/s로 스트리밍되는 최고 40 MHz 기저 대역 I/Q 대역폭

- 2x2 MIMO with the ability to expand to higher channel count MIMO systems

- DSP-focused Xilinx Kintex-7 FPGA, K7410T, programmable with the LabVIEW FPGA Module

- 소프트웨어 라디오(SDR)분야 / 무선 통신 교육 분야 / 무선 장비 테스트 분야 / 무선 연구분야

- 석유 시추 데이터 무선 모니터링 / 오일 누수 무선 감지 / 해저 ROV 컨트롤

[장비명]



 장비개요

빅데이터 통계 및 분석용 SW

- ECMiner™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국내 최초의 빅데이터 분석 SW로서 데이터 입력, 전처리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차트 등

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능을 통합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SW

- NEP인증(국내 최초/유일), GS인증(품질인증) 제품

- 2018 대한민국 산업대상 : 빅데이터∙AI 솔루션 부문 ICT대상 수상

- 제조부분 : 품질∙설비∙생산∙안전∙에너지절감 등의 업무, 공정 분석, 품질 예측 및 영향 인자 분석
- 기타 : 감사업무, 분석 CRM, Fraud Detection, Traffic 분석, 수요 예측 분석 등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다양한 통계 및 마이닝 분석 기능 제공

- 자체 개발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 대용량 데이터 처리 가능

- 강력한 데이터 전처리 능력으로 DB  타입에 독립적인 데이터 추출 가능

- 다양한 규칙 알고리즘 및 통계, 마이닝 분석

- 분석 결과 해석을 위한 편리한 보고서 제공

- 데이터 분석 기반 설비 이상진단 및 고장 예측

- 상관성 분석을 활용한 고장 원인 분석

- 신호 처리

- 대용량 데이터 분석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조선해양 IoT 융합 센서류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레이저 거리센서] : 크레인 위치 추적 등의 거리감지 기반 측정
- [장거리 포토센서] : 골리앗 크레인 등의 변위 측정, 선박
- [경사센서] : 블록 및 장비의 기울어짐 등을 센싱
- [Lidar센서] : 장비와 사람의 움직임 등을 감지하여 안전 및 형상인식 등에 활용
- [비전센서] : 각종 제작공정 및 현장에서 정확한 물품이 조립 생산되는지 등을 센싱
- [온도센서] : 현장 및 장비의 온도를 측정하여 제어에 활용
- [초음파센서] : 탱크내의 화학 화물의 높이를 비접촉으로 측정하여 용량의 산출 등에 활용
- [압력센서] : 산소, CO2, 에틸렌, 공기 등의 고압 가스의 압력 등을 검출 측정
- [토크센서] : 볼트의 회전력을 측정하여 정확한 정도의 결속이 되고 있는지 측정
- [아두이노 센서류] : IoT 교육과 간단한 개발 및 실험을 위한 센서류
- [라즈베리파이 센서류] : IoT 교육과 간단한 개발 및 실험을 위한 센서류

 기타 응용 분야

- 전기,전자,자동차, 선박 등 전산업분야 생산공정 관리

- 생산공정/ 자재및위험물관리/ 선박안정성테스트등

- 조선해양 산업분야에서 유용한 조선해양 IoT 융합 서비스 개발에 소요되는 다양한 기능의 센서류

장비 상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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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상세 설명

수질오염 측정 및 분석 장비

 장비개요

 장비성능

 기타 응용 분야

- 도시 및 산업체의 폐수처리장 / 양식장 / 식수 등 물과 관련된 관리소 등

- 100 ~ 240 Vac/dc 50-60 Hz (옵션 24 Vac/dc)
- < 7W 소비전력
- 프로그램 키패드 (5key)
- 128 x 64 사이즈의 LCD 그래픽 디스플레이
- 내부 데이터 로거로 그래픽과 측정 트렌드 테이블 시각화
- RS485 MODBUS RTU 디지털 출력
- 2 개의 프로그램 아날로그 출력
- 세정 및 알람 설정 릴레이 출력

[장비사양]

- 수질계측기는 각종 수질을 실시간으로 연속 측정하여 분석하고 전송하는 장치로서 하수처리공정, 

석유화학, 펄프,제지, 조선해양, 일반산업공정 등 다양한 측정 환경에서 신뢰성있는 수질분석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구성된 기기입니다.

 활용 분야

- 폐수처리현장

- 산업용수 처리 및 배출

- 지표수 및 해수모니터링

- 1차수 및 음용수

- 최대 2개까지 동시 디지털 측정 가능

- 자동 온도 보상

- USB 보조장치를 통한 데이터 다운로드 (옵션)

- PID 조정

- 릴레이 기능 설정 가능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 Testo 350k Gas Analyzer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산업현장 최고의 휴대용 연소가스 분석기

- 연소되는 가스를 간편하게 측정하여, 측정값 산출

연소가스 측정 범위

O2 0~25%

SO2 0~5,000ppm

NO2 0~500ppm

NO 0~4,000ppm

CO 0~10,000ppm 

[장비명]

-3.5인치 한글 디스플레이,자동 영점화 기능 지원

응축트랩 내장, 순환식 냉각시스템, 간편한 센서 교체

블루투스 통신 지원(컨트롤 리모트, 분석기 박스 무선 지원가능),

적외선 프린터를 통하여 실시간 측정값 출력 가능

프로그램을 통한 측정값 분석

 기타 응용 분야

- 공정 및 공장 / 배관 / 설비 / 석유화학 / 해양 / 조선 / 식&음료 / 제약 / 수처리

가스 측정 및 분석 장비

- 선박 이동시 연소가스 측정
- 선박 연소 효율 측정
- 4~20Am 아날로그 출력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확인
- 국제 환경규제관련 대응



장비 상세 설명

정전기 시험 장비

 장비개요

- 인체나 물체등에 대전한 에너지 및 전자기기에 방전할 때의 내성을 평가하는EMC시험기

- AC/DC에서 구동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오 동작이나 기능저하 등의 성능 평가에 사용

- Field에서의 오동작 재현이나 대책 시험기로 문제점에 좀 더 접근하여 시험 할 수 있도록 설계

 장비성능

- 방전 검출기능이 탑재되어 기중방전시 방전확인 가능

- 기본제공되는 Gun Head와 CR Unit으로 IEC 61000-4-2 규격시험가능

- 추가적인 Gun Head와 CR Unit으로 ISO10605 규격시험가능

- 일정한 결과값이 나올 수 있도록 ESD 시험환경을 조성

[장비명]

- ESS-S3011A(NoiseKen)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자동차(전장품) / 전자반도체분야 / 가전분야 /  산업용 장비 분야 / 전자기기 등

- 무인 기기 / 제어 기기/ 통신 기기/ 전기전자 기기를 탑재한 제품



장비 상세 설명

다기능 신호 생성 및 측정기

 장비개요

 장비성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아날로그 스코프 : 500Mhz 대역폭 8bit , 4Ch

-디지털 스코프 : 100Mhz 대역폭 34Ch

-함수 생성기 : 200MS/s , 사인 사각 , 램프/삼각 , DC , 임의 파형 생성가능

-디지털 I/O : 8 Ch

-디지털멀티미터 : 5 ½ digit, DC전압 , AC전압 , DC전류 , AC전류 , 저항 , 다이오드

-DC 파워 : 0~6V 3A, 0~25V 1A , 0~-25V 1A 

 기타 응용 분야
- IoT 보드 제작 및 테스트 /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 프로토타입 개발 검증 및 테스트

- IoT 기반 제품 제작 / 전기전자 보드 개발 및 검증 / 해양 관측 부표 개발 및 검증

[장비명]

-혼합 신호 오실로스코프를 프로토콜 분석, 함수 발생기 , 디지털 멀티미터, DC 전원 공급 장치, 

Digital I/O와 결합한 올인원(all-in-one) 계측기입니다. 

효율적인 회로 설계, 디버깅, 검증을 지원합니다. 포함된 소프트웨어는 단일 스크린에서 모든 측

정값을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LabVIEW 소프트웨어와 손쉽게 연동되며 프로그래밍 제어 기

능과 자동화 테스트 시퀀스를 제공합니다.

- NI VB-8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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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품질 테스트 장비



- 본 장비는 코드가 내재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런타임 에러들을 식별

-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의 원인을 분석해 제공하며, 결함이 실제 발생할

가능성 별로 그룹핑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 철도 차량·신호 제어 시스템 / 국방 무기체계 /  금융 전산 시스템 /   

원자력·전기 제어 시스템 /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 정형(formal) 명세 기반 엔진 디자인

- 최신 메모리 분석 기법 적용

- 고정밀도의 배열 넘침 엔진 탑재

- 결함이 발생한 원인 자동 추출

- 결함에 대한 신뢰도 별 분류

- 향상된 심볼 추적 기능

- CodeScroll Sniper (SureSoft)  

실시간 오류 검출 자동화 도구

- 조선 산업용 SW(설계, 시뮬레이션, 운영, e-Navigation SW) 

품질/안전성 평가 검증 활용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코딩 규칙 검사 자동화 도구

- Code Inspector (SureSoft) 

- 각개발기관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정적분석하여, 

국제표준 코딩규약에 위반되는 사항 검출

- 국내외 표준 규칙 제공 검사

- 사용자 정의 규칙 편집 기능 제공

- 100 개 이상의 다양한 컴파일러 지원

- 코드 품질 지표 제공

- 소스코드 역-공학 자료 제공

- 타 도구 연동 지원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 철도 차량·신호 제어 시스템 / 스마트폰 앱 / 국방 무기 체계 시스템 /   

차량용 AVN 시스템 / 원자력·전기 제어 시스템 / 스마트폰 앱 보안 취약성 / 금융 전산 시스템

- 조선해양ICT융합기술개발(R&D)사업의 기반기술개발과 응용기술개발

결과물의 특화 SW품질역량강화를 위한 SW검증 지원

- 조선 산업용 SW(설계, 시뮬레이션, 운영, e-Navigation SW)

품질/안전성 평가 검증 활용[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SW단위 / 통합시험 자동화 도구

- Controller Tester (SureSoft) 

 장비개요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본 장비는 호스트와 타깃 구분 없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는 C/C++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단위, 통합 테스트 도구

- 테스트와 동시에 커버리지 측정

- 단위, 통합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

- 테스트 입력 값 자동 생성

- 테스트 공유 제공

- 타 도구 연동 지원

- 타깃 환경 테스트 가능

-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 / 철도 차량·신호 제어 시스템 / 국방 무기 체계 시스템 /   

차량용 AVN 시스템 / 원자력·전기 제어 시스템

- 조선해양ICT융합기술개발(R&D)사업의 기반기술개발과 응용기술개발

결과물의 특화 SW품질역량강화를 위한 SW검증 지원

- 조선 산업용 SW(설계, 시뮬레이션, 운영, e-Navigation SW) 

품질/안전성 평가 검증 활용[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회로 설계 및 검증 SW

- OrCAD PSpice Designer
- PSpice Advanced Analysis option
- PSpice Systems option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선박 내 전자장비 설계 및 수리에 사용되는 회로설계/회로해석 SW
- 선박 제작에 필요한 자동화 로봇 설계 SW

[장비명]

- 전기전자회로의 동작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
회로 해석 및 분석을 제공하는 아날로그-디지털 회로 시뮬레이션의 표준 솔루션

- 광범위한 모델 라이브러리, 모델 연관 및 생성, 멀티 코어 지원
(Bias Point Analysis/ Transient Analysis/ DC Sweep/ AC Sweep)

- MATLAB/Simulink 인터페이스를 통해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제공
(Sensitivity Analysis/Advanced Optimizer/Monte Carlo Analysis/Smoke Analysis)

- 전자회로설계, 전자회로해석 및 분석, 기구 내 PCB 신호해석 및 전력해석, PCB설계 외 모든 전자관련

산업분야



 장비개요

구조동역학 시뮬레이터

 장비기능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제조사 : MSC Software
- 제품명 : MSC Nastran, Patran, MSC Apex

- 광범위한 산업군(조선, 항공, 자동차, 원자력 등)의 CAE해석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 다양한 공학적 문제를 하나의 구조해석 솔루션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단일 환경 제공

- CAE해석에 특화된 모델링 및 상세한 전/후처리 사용자 맞춤식 기능을 제공

- MSC Nastran 

: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구조해석을 위해 개발 된 최초 상용프로그램으로 선형 및 비선형

영역에 걸쳐 정적(Static), 동적(Dynamic), 열 해석(Heat Transfer) 등의 다분야 CAE해석 수행

- Patran

: 구조 해석을 위한 격자 및 물리적 모델을 선정하는 역할 수행

- MSC Apex

: 설계용 CAD 파일을 해석에 적합한 형상으로 변환 후, 격자 생성이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기능 제공

 조선해양 활용 분야

- MSC Nastran    : 선박 설계 및 구조해석을 통한 제품 개발 기간

및 비용 감소

- Patran & APEX : 설계 및 개발프로세스의 해석용 모델링 생산성 향상

 기타 응용 분야

- 판넬 좌굴해석 / 진동 소음 / 복합재 / 부품 및 조립단계의 구조해석 / 용접 및 리벳 접합해석/     

Hull Girder설계 활용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조선해양 설계 및 해석용 SW

- Bentley SACS
- Bentley STAAD.Pro
- midas NFX
- CAESAR II 
- CADWorx Plant Professional
- CATIA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장비명]

- 원유시설, FPSO등 해양 구조물 통합 유한 요소 구조 해석 프로그램

- 통합된 유한요소 해석 및 설계 솔루T션

- 빌딩구조해석/ 발전소구조해석/  교량구조해석/ 철탑구조해석/반도체/전기,전자제품/자동차,항공분야

- 사하중, 활하중 및 횡하중과 결합되는 조건 등 광범위한 하중 조건을 고려해 구조물을 설계하고 해석
- 지진력 저항 시스템을 설계 및 상세화하고 관련 건물 코드에 따른 지진 하중을 생성하고 관리
- 데크, 슬래브, 슬래브 모서리 및 구명, 보, 기둥, 벽, 브레이스, 확장 및 연속 기초, 파일 캡을 포함하는
전체 구조를 모델링

- 유한 요소 해석을 사용해 전체 구조를 위한 빌딩 해석
- 중력과 횡하중에 대해 보, 기둥 및 벽을 최적화하거나 해석
- 횡방향 지지골조와 모멘트 골조에 미치는 지진 및 풍력에 대해 광범위한 건물 코드 지원
- 하중 생성기를 사용해 규정된 코드의 바람 및 지진 하중을 구조물에 적용되는 하중을 자동으로 계산
- 단일 통합 환경에서 구조 철골 접합부를 설계하는 기능을 제공 함

- 해양 플랜트의 고정식 플랫폼 구조 해석
- 해양 플랜트 제작을 위한 구조물 구조 해석
- 해양 구조물의 BIM 산출
- 선박용 배관 모델 설계를 위한 매우 빠르고 쉬운 구조와 기기 모델링 기능



장비 상세 설명

친환경 선박 운항 모델

 장비개요

- SimCenter AmeSim 모델
- Disel electric hybrid(serial hybrid)
- Disel Mechanical
- Disel electric on Demand
- Disel Mechanical Assist
- Level 2 모델 Hybrid-vessel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장비명]

- 선박의 연비 및 에너지 효율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각 기계류의 설계사양 적정성에 대한 사전 점검이
용이한 친환경 선박의 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

- 선박의 핵심 시설인 추진시스템의 디지털 트윈 환경을 조성하여 엔진을 포함한 각종 추진장치 및 제어

등 개발평가 시스템 통합 시뮬레이션 모델

- 조선해양 등 실제 제품 제작 전에 설계한 시스템의 설계 확인과 검증(엔진, 발전기, 프로펠러 등)

- 스마트쉽 등 미래 친환경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 기반에서 개발 및 최적화 설계 및 검증

- 조선, 항공, 자동차, 전자 등의 System Simulation 프로그램으로 활용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각 서브시스템 컨트롤, 선박 프로펠러 최적설계 등 기본설계 전단계 성능 검증 선박

모델(선체 저항 모델) 시스템 설계 및 시뮬레이션

∙ 선박 프로펠러 최적 설계 및 검증

∙ 디젤엔진, 추진모터 및 변속기 모델 설계 및 성능 검증

∙ 배터리 및 발전기 모델(전력시스템) 설계 및 성능 검증

∙ 전체 시스템 모델의 통합 시뮬레이션을 통한 선체 최적 설계 및 검증



 장비개요

열 유동 해석 및 분석용 SW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전/후처리기 (CAD를 통해 설계 모델 및 계산 격자 생성 / 결과 분석), 솔버(다양한 물리 현상 고려)

- 직관적인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

- 제품의 실제 성능 예측으로 소중한 엔지니어링 시간 절약

- 결과의 빠른 도출 및 신뢰성있는 설계 의사 결정 지원

- 견고하고 반복 가능한 파이프라인 방식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지오메트리에서 메시 및 솔루션까지의

전체 시뮬레이션 워크플로를 자동화

- 선형의 저항 및 자행 해석과 프로펠러 추진 해석
- 파랑 중 부가저항 해석
- 카고 탱크 슬로싱 해석
- 유체 고체 연성 해석
- 프로펠러 캐비테이션 해석
- 배기가스 확산 해석
- 조종성능 해석(Captive motion, Free running simulation)
- 구명보트 자유낙하 해석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우주 항공, 자동차 및 지상 차량, 오일 및 가스, 해양, 화학 프로세스, 전자 기기, 생명 과학, 스포츠, 
건축, 토목 공학 및 제조 산업

- 제조사 : Siemens Industry Software
- 제품명 : STAR-CCM HEEDS



조선해양 Digital Twin 
및 실선 테스트 장비



장비 상세 설명

 장비개요

항온 항습 챔버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내부 Size : 1200 (W) x 1200 (D) x 1200 (H) (mm) 

- 최대 적재 중량 : 1000 Kg

- 온도 범위 : 20℃ ~ 150℃ (60min, 2.2℃ /1min)

Cooling  20℃  ~ -40℃ (180min, 0.4℃ /1min)

- 습도 범위 : 30 ~ 98%

- 온& 습도 컨트롤 :  P.I.D 방식

- 데이터 저장 : Digital(SDR-106) 

[장비사양]

- 다양한 외부환경(온도/습도)에 따른 제품 품질 성능 평가

- Recorder를 기본으로 장착 하여 실험 결과 즉시 확인 가능

- RS 232, 485 C 통신 출력이 기본 장착 되어 있으며 PC 제어 가능

- 전면 투시창 열선 내장 및 할로겐 램프를 장착 하여 내부 확인 용이

- 조선해양, 화학, 자동차, 중장비, 우주, 생활용품 등 재료 및 부품, 완제품 품질 검증 테스트용으로 활용

- 조선해양 ICT기자재 다양한 외부 환경 노출로 인한 신뢰성 검증용으로 활용(온/습도)

- 조선해양 및 육상 기자재 설계목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제품의 특성 및 내구성 검증

- 조선해양 등 ICT융합 기술개발 분야의 필수 테스트 항목으로써 체계적인 환경 테스트 지원을 통하여

충분한 신뢰성 테스트 및 검증



장비 상세 설명

브릿지 시뮬레이터실

- K-Sim Manoeuvre stand

- 선박 운항장비의 기능시험 및 표준기반 기능 달성 확인을 위해 실제와 유사한 해양환경 및

선박 조종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 응용 분야

- 조선해양 ICT/SW 개발자 양성 교육 활용

[장비명]

- 운항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제작

- 선박 운항 시뮬레이션 환경 제공

- 시뮬레이션 운항 데이터 제공 및 검증

- 데이터 전송 기능

- 선박 운항 장비 및 설비 시뮬레이션 시험평가

- 자율운항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테스트

- 선박 운항 장비 및 설비 시험평가를 위한 시험 절차 개발

 장비개요



장비 상세 설명

선박운항 모션 제어장치

- 6자유도 모션플랫폼

- 실제 해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 평가 장비로써, 6자유도(Roll, Pitch, 

Yaw, Surge, Sway, Heave)작동을 통한 내구성 검증

 장비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기타응용 분야

[장비명]

- 선박 및 해양 부유체의 파랑에 의한 선박 기자재 및 선박내 탱크(용기)의 내부 유체 유동 모사를 통한

슬로싱 현상 파악 및 장비 개발에 활용

- 선박운항 컨디션에 따른 선박에 설치되는 기자재의 성능 검증 테스트

- 선박 탑재 전 Worst Case 환경에서의 테스트를 통한 성능 만족도 검증

 장비개요

- 실제 해상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시험 평가 장비로써, 6자유도(Roll, Pitch, 

Yaw, Surge, Sway, Heave)작동을 통한 내구성 검증

- 기자재 성능 테스트

- LNG 저장탱크 슬로싱 테스트

- 무인항공, 중장비, 드라이빙 모션, 카메라 성능 테스트 등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jyjeictOTmAhWHuJQKHRztBrwQjRx6BAgBEAQ&url=https://mhl.snu.ac.kr/sub.php?code%3DVXGKJdb&psig=AOvVaw0wDHLPQoYSfAC8jfBGavDI&ust=157803703552542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ved=2ahUKEwjyjeictOTmAhWHuJQKHRztBrwQjRx6BAgBEAQ&url=https://mhl.snu.ac.kr/sub.php?code%3DVXGKJdb&psig=AOvVaw0wDHLPQoYSfAC8jfBGavDI&ust=1578037035525427


선박운항 유지보수 실증장비

 장비 개요

 장비 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실시간 (Real-Time) 구동 시스템

- 선박 엔진 동력 계통 실 장비의 센서 값 계측 및 신호 인가 가능

- 장비간 통신 (CAN, Ethernet) 가능

- 사용자 장비 파라미터 입력에 대한 즉각적인 해석 및 결과 데이터 추출 가능

- 신규 저장된 데이터를 기존의 데이터 자료와 비교 가능

- 다중 물리학 시스템 시뮬레이션 플랫폼에서 복잡한 시스템 및 컴포넌트를 모델링, 실행, 해석 가능

- 선박 동력계통을 초기 개발 단계부터 최종 성능 검증에 이르기 까지 설계 변수를 빠르게 검토하

고 타 장비와의 연동을 통해 성능 검증 가능

- NI PXIe-1085, 18-Slot 3U PXI Express Chassis
- NI PXIe-8880 8 Core RT Controller
- NI PXI-2527 Multiplexer Switch Module
- NI PXI-4070 Digital Multimeter
- NI PXI-4130 Source Measure Units
- NI PXI-6602 Counter / Timer Module
- NI PXI-6704 Analog Output Module
- NI PXI-8512 CAN Interface Module
- NI PXIe-2727 Resistor Module
- NI PXIe-4330 Strain / Bridge Module
- NI PXIe-4464 Sound / Vibration Module
- NI PXIe-5122 Oscilloscope
- NI PXIe-5433 Waveform Generator
- NI PXIe-6345 Multifunction I/O
- NI PXIe-7856R R Series Reconfigurable I/O Module
- NI NI HIL and Real-Time Test SW Suite
- Simcenter Amesim

[장비사양]

장비 상세 설명

- 선박 엔진 동력 계통 장비의 설계 단계에서 Amesim 모델로 대체 된 타 장비와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설계 값 결정 등 개발 단계의 시간, 비용 감축



실증기반 통합 계측 및 분석 시스템

 장비 개요

 장비 기능

 조선해양 활용 분야

- 범용 계측 하드웨어 : 다양한 센서를 지원하는 범용성, 다채널 사용을 위한 확장성, 내장 배터리와 컴팩

트한 크기로 휴대성을 가지는 계측 하드웨어

- 폭넓은 계측 및 분석 소프트웨어 : 구조, 진동, 소음, 내구, 환경진동, 고장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문가용 분석을 통하여 선박 시스템의 특성 파악 및 검증시험 지원

- 기계, 항공, 우주, 전자, 건설,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Simcenter Test Solution

[장비명]

장비 상세 설명

- 선박 엔진 동력 계통 장비의 설계 단계에서 Amesim 모델로 대체 된 타 장비와 연동하여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설계 값 결정 등 개발 단계의 시간, 비용 감축

 기타응용 분야

Simcenter SCADAS와 Testlab & Tecware를 통하여 선박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험 및 분석을 지원

- 소음/진동 분야(회전체, 선실, 동력시스템 등)

- 구조특성 분야

- 내구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