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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웍스주식회사는 컴퓨터 기반의
테스트, 측정, 자동화, 제어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의
선두주자 입니다.
소음 진동 분야에 특화된 기술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전자, 전기, 기계, 물리, 화학, 방위산업, 의료 산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고객의 요구를 넘어선
보다 나은 솔루션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혁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및 개발 제품으로는
지진가속도계측기 [IRS Ver 1.0 & 2.0],
휴대용 진동 측정 및 분석 장비 [SW Series] 및
차량 진단 계측 장비 [SW 9200] 등이 있습니다.
솔웍스주식회사는
고객님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최고의 결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솔웍스주식회사는
한국NI 출신의 엔지니어와 소음 진동 분야에서
오랜 개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SI (System Integration),
소음진동 분야의 계측 및 솔루션 개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한국NI 와의 협력관계
(Certified Alliance Partner)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LabVIEW 기반의
Test, Measurement, Control,
Automation & Design 분야에서
최고의 Solution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파트너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정책 정보,
최신기술동향, 기술포럼,
기술지원 및 연구장비 지원 등의
다양한 도움을 받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교류를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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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RS 지진기록계 (Ver 1.0 3Ch, Ver 2.0 6Ch)
SW 1900 (구조물 진동 계측기)
SW 2800 (환경 소음진동 계측기)
SW 8100 (팬 발란싱 검사 시스템)
SW 9000 series (차량진단장비)
CAN 통신 전용 소프트웨어 (CANOne)
Multi-Function Signal Tester (다기능, 다채널 계측기)
SW 9100 (온도측정 계측기)
NI VirtualBench Package
SW 1115 (PXI 휴대용 LED 모니터 및 키보드 액세서리)
SW 7000 (sbRIO Accessory Board)

Business Area

SI (System Integration)
▪자동차│중공업│철도│기계
▪전력│에너지
▪전기, 전자│반도체, LED
▪기타 계측 및 모니터링

R&D (Research &
Development)

▪SW Series (진동, 소음 계측기)
▪IRS Ver 1.0 & 2.0 (지진기록계측 장치)
▪Portable 데이터 로깅 장치
(Signal Tester)
▪SW 9000 Series (차량진단기)

소음 진동 계측 솔루션 사업
▪양산 품질 자동검사
▪품질 검사 시스템 (QC)
▪원격 모니터링 장치

EDUCATION

▪한국NI 교육센터 외부강사
▪현대NGV 강의 (DIAdem)
▪정부지원 LabVIEW 교육과정 운영
▪CLAD, CLD 강의 (저자직강)

주요협력사

대기업

이튼인더스트리즈, 대우건설, SK주식회사,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건설, LS산전, 현대엘리베이터, 두산엔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구, 한국델파이), 도쿄일렉트론코리아, 평화정공, 대원강업, 우주일렉트로닉스,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
수산인더스트리(구, 석원산업)

출연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초전력연구원, 중소기업진흥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조명연구원, 한국가스공사, 자동차부품연구원, 서울테크노파크,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극지연구소, 캠틱종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재단,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인하대학교, 부산대학교, 한림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UNIST, POSTECH, 경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조선대학교,
한서대학교, 한라대학교, 경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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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 Vibration

자동차, 전자 부품에 대한 단품 검사, 양산라인 부품 검사 및 구조물, 환경에 대한 소음, 진동 모니터링 솔루션 제공

양산 제품 자동 검사

회전체(모터류, 팬, 변속기등) EOL 자동검사
감성품질(자동차혼, 썬루프, 헤드레스트모터등) 품질검사

품질 검사 시스템 (QC)

단품DSLR 카메라 소음, 진동, 토크 품질검사
냉장고팬 발란싱 품질검사
밸브스프링 고유진동 품질측정검사
철도차량 다이나모 시험 분석시험검사
구조물 진단 측정 및 분석시험

소음/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터빈 블레이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교량, 건물 모니터링 시스템
엘리베이터 와이어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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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ruments 소음 진동 측정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CompactDAQ, CompactRIO, PCI, USB, ENET, PXI 플랫폼
▪24-bit resolution ADCs with 118 dB dynamic range
▪12.9KS/s ~ 204.8KS/s per channel simultaneous
▪소음, 진동, 전압, 전류, CAN, 동기화 측정 및 분석

국내 최고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수의 SI 경력 보유
회전체 진동 소음 측정 및 분석시스템
인라인 수동변속기 진동검사
인라인 자동변속기 진동검사
냉장고 팬 진동검사
자동차 모터 진동 품질검사

QC 품질검사

전동 드라이버 진동, 온도,변형 측정 검사
카메라 경통 진동, 소음, 토크 품질검사
냉장고 팬 발란싱 품질검사
조명 소음 인증 품질검사
밸브스프링 고유진동측정 품질검사

양품 측정 품질검사

댐퍼모터 진동검사
자동차 혼 소음 품질검사
스마트폰 진동모터 품질검사
와이퍼 모터 진동 품질검사
헤드레스트 모터 소음, 진동 품질검사
썬루프 양산 품질검사

NI DIAdem

데이터 관리, 시각화 처리, 분석 및 보고서 생성 자동화와 관련된 NI Technical Data Management(TDM) 솔루션 제공
▪DIAdem 에 관한 기술지원 및 컨설팅

▪DataFinder Server System Solution 보유

▪NI 교육 센터 및 현대 NGV DIAdem 강의 진행
▪DIAdem Script Example 자료 제공

DIAdem Script Example 자료 제공

출처│솔웍스 홈페이지 (www.solworks.co.kr) >> 고객 지원 >> 기술

07

DataFinder Server System Solution 보유

분산된 환경에서 생성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효율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cRIO
(Stand-Alone)

Tast Station
DataFinder
Server Edition

DIAdem Clients

DataPlugin

User

Client PC
(DIAdem)

DataFinder
Server

Plant
sbRIO
(Stand-Alone)

Motion Network

Ethernet for Control Automation Technology

EtherCAT은 국제 필드버스 표준으로 고속 I/O 및 동기 모 제어에 최적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리얼타임 이더넷 프로토콜로써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 제어 솔루션 제공
▪생산기술연구원과의 긴밀한 기술협력
▪PLCopen 기반 Single &
Coordinated Motion Block 개발
NI Softmotion 구조와 유사

Parallel Robot Motors

Carmera

Conveyor belt
Moter

▪초정밀 제어를 위한 모션 알고리즘 개발
병렬로봇
스칼라로봇
수직다관절로봇
직교좌표로봇

Actuators
Analog Frame Grabber

▪양산 라인 적용을 위한 System on Module
Board 개발

Sensor
Sensors and
Actuators

HMI Display

NI CompactRIO

EtherCAT

Mo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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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Instruments EtherCAT Hardware Platform - NI CompactRIO

▪다축의 모션제어와 비전검사, HMI 각종 산업용 입출력 채널을 통합으로 관리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
▪산업현장의 기본적인 제품 검사 및 패키징 라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공장환경에 적용가능

▪극한의 환경조건에서 동작하고 제품 생산, 검수, 패키징 라인을 포함하는 365일 안정적으로 동작하여 산업 현장에 널리 활용

Network

Power
Savety Voltages

Environmental

Network Interface

100BASE-TX Ethernet

Maximum cabling distance

100 m/segment

Communication rates
Power Supply range

Recommended 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

30 V max, Measurement Category

100 Mbits/s
9 to 30V

48 W, 24 VDC

20 W maximum

Operating temperature
Strorage Temperature
Ingress Protection

IP 40

Pollution degree[IEC 60664]

2

Maximum altitude

2,000 m

C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for
LabWindows™/CVI ANSI
Measurement, analysis and engineering UI design

LabWindowsTM/CVI는 ANSI C 통합 개발 환경 (IDE)이며, 측정, 분석 및 엔지니어링 UI 디자인을 위한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엔지니어링 도구 상자입니다.
▪LabWindows™/CVI 에서 사용 가능한 C, C++ 기반
NI DAQ Example 자료 제공
▪LabWindows™/CVI Core 1, 2 교육 진행
한국NI 교육센터 전임 강의

▪LabWindows™/CVI 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소프트웨어 판매

LabWindows™/CVI 에서 사용가능한 C, C++ 기반 NI DAQ Example 자료 제공
출처│myvsdaq 홈페이지 (www.myvsdaq.net) 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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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 교육 센터 LabWindows™/CVI 교육 진행
1Day
CVI
Core 1

2Day
3Day

Introduction to LabWindowsTM/CVI
Graphical User Interface
Instrument Drivers

Distributing Applications
Data Acquisition

Instrument Control
Review of Core 1 Concept

CVI
Core 2

1Day User Interface Programming

Interoperability and Network Communication

Creating and Using Dynamic Link Libraries(DLLs)

2Day Multithreading and Interface to Win32 AP
LabWindowsTM/CVI Toolkits and Modules

Customer Education

한국NI 교육 파트너십 체결 - 2016년 1월 정부 교육사업 운영 및 한국NI 외부강사
▪한국NI 외부 강사 활동 (5명, CLA 전원보유)

한국NI 교육센터 강의
DIAdem, CVI, Core III, LabVIEW Performance 등과 같은 특화된 교육에 강점
외부 강의 시 Client Oriented 된 강의 진행 (보조강사 투입, 결과보고서 작성 외)

▪중기청 R&D 교육 사업 외부강사 (2013년~ 현재)
취업 연계 및 교육생 JOB Matching

▪노동부 청년취업아카데미 외부강사 (2016년 ~)
▪CLAD, CLD 교재 판매 (솔웍스 저)

▪LabVIEW 국제공인 인증 자격증 시험 강의 (저자직강)

CLAD 강의 후 CLAD 시험 연계 가능
CLD 강의
교재 구입 및 강의 문의 E-mail : books@solworks.co.kr Tel : 031-271-9930~1

LabVIEW 국제공인인증자격증 교재 출판

전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자격서를 통해 보다 쉽게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세요.
Certified LabVIEW Associate 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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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VIEW 국제공인 자격 시험 1단계 (이론시험)

LabVIEW Full Development System 의 주요 함수 기능을 완전 이해
LabVIEW 모듈을 개발하고 디버깅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검증
어플리케이션 구축과 구조의 이해
최신 CLAD 기출 문제 풀이 및 최신 유형 분석
실전응용 문제 약 400문항 및 모의고사 2회분 수록

Certified LabVIEW Developer

▪LabVIEW 국제공인 자격 시험 2단계 (실기시험)

중대형 LabVIEW 어플리케이션 개발, 디버깅, 배포, 관리 할 수 있는 능력 향상
주어진 주제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실기시험
최신 CLD 기출 문제 풀이 및 해석
기출문제 4문제 풀이 및 분석, 실전 응용문제 2문제 풀이 및 분석 수록

IRS 지진기록계 (Ver 1.0 3Ch, Ver 2.0 6Ch)

IRS (International Real-Time Seismograp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2013년 11월 22일 소방 방재청
고시의 성능검사를 통과한 지진기록계입니다. 지진 가속도계 및 GPS를 연결하여 데이터 수집과 저장이 가능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장치입니다. IRS는 국제 안정성 기준에 준하여 외부 충격과 온도, 습도 등
극한 환경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설계 되었습니다.

17.4cm
33cm

40.6cm

항목

동적범위
채널수

트리거방법
자료취득
자료기록시간
최대시간오차
자료획득 및
전송방법
저장형식 및
저장
저장형식

세부항목

측정결과

적합여부

자체 잡음레벨 측정 120dB 이상 (100샘플 / 초)

124.9~128.8 (*CMG-5T 연결시)

STA/LTA 또는 드레스홀드 (5 gal)
트리거 수준 변경여부 (운영 프로그램에서)

가능

적합

가능

적합

가능

적합

기준자료와 0.0031초 이내

적합

TCP/IP 통신가능
다중전송이 가능 가능 적합

가능

적합

범용, 자료구조 형식(SEED, mini-SEED, SAC, GC, SEGY, GSMS, CD1.1)
다른 방식일 경우 데이터 변환 프로그램 내장 여부

Mini-SEED 만족

3채널이상 및 채널확장여부 3채널 적합

3채널

100회 / 초 이상 파형연속기록
매초마다 최대값 산출(MMA)

트리거 기준 30초전 60초 후 까지 저장 가능

0.005초 이내
외부 시각 보정 가능
기록된 100회/초 자료에 표시된 시각의 정확성 여부

100회/초, 20회/초 멀티샘플링
매초 마다 20회/초 자료에서 MMA (최대/최소/평균) 값 산출 및 저장

100회/초,20회/초 멀티샘플링,
20회/초 MMA 적합

GPS

Earthquake

적합

적합
적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능시험성적서 발급, 2013년 11월 22일

GPS

GPS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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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1900 (구조물 진동 계측기)

SW 1900은 건물, 교량 등 구조물의 진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제품입니다.
▪채널 별 데이터 측정과 저장이 가능

▪설정 기준 이상의 충격 발생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저장
▪외장 배터리 팩을 이용하여 휴대성을 강화

▪그룹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채널 관리와 장시간 데이터 저장이 가능
▪기록계 본체, 외장 배터리 팩, 정밀 가속도 센서로 구성
▪3축 정밀 가속도 센서 최대 5개 사용 가능(15채널)
▪실시간 다축 진동 신호 측정, 분석 및 저장
▪저장 된 Low Data를 이용한 정밀 분석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Octave 및 감쇠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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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Hardware

Data Logger
Sensor

Battery
Function

Software

Trigger

Recording
Load

Search

Specification

±10V, 0~200Hz, 24-bit, 126dB Dynamic range

Electro-mechanical 3축 정밀 가속도 센서(DC Type)
외장 배터리 (300W)

Time Signal, Frequency Spectrum, Octave Band, Damping ratio Analysis
데이터 분석용 Viewer, 단위 환산 기능

설정 값 이상의 충격 측정 시, Pre ~ Post time(사용자 설정 가능)의 데이터 자동 저장
Raw Data 저장 기능(NI TDMS)
TDMS 파일 불러오기 기능

TDMS 파일 로드시 Timestamp, ID, Data 등의 조건에 맞춰서 검색 가능

SW 2800

SW 2800은 환경 소음 및 구조물 진동을 측정하기 위한 휴대용 장비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파수 분석, 옥타브 분석과 Time 코드, 주파수 코드 설정에 따른 채널 별 데이터 측정과 저장이 가능합니다.
▪LTE 망을 통하여 현장에서의 측정되는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원격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최대 4채널의 소음 및 진동 측정이 가능하며, 터치 기능과 함께 고해상도 모니터를 탑재합니다.

Model

SW 2800

Model

Item

A/D Resolution
Sampling Mode
Frequency Lines
Number of Channel
Sampling Rate(Hz)
AC Cutoff Frequency
Dynamic Range
Signal Conditioning
Input Range
Bus Interface

Item
Function

Test Code

SW 2800

Filter
Trigger
Recording
Other Interface
ETC

Hardware Specication
24 bit
Simultaneous
400~25600
4Ch
1kHz ~ 51.2kHz
-3dB & 0.1Hz~0.5Hz
107dB
DC, AC, IEPE(ICP)
±5V
USB

Software Specication

Spec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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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cation

Time Signal Code History
Frequency Spectrum (Magnitude, Power Spectrum, Power Spectral Density)
Octave Spectrum (1/1, 1/3, 1/6, 1/12, 1/24 Ocatve)
Octave Spectrum Table
Vibration (RMS, Running RMS, Exponenitial, Peak, Max-Min, Crest Factor)
Sound (Leq, Running Leq, Peak Leq, Exponential)
Signal (Standard, Kurtosis, Skewness)
Peak, Band, Overall
IIR Filter (Highpass, Lowpass, Band Stop, Band Pass)
A,B,C Weighting
Single Integration, Double Interation
Button
Analog Level
Timer
Raw Data Recording (NI TDMS)
Max 2GB Data

Cursor
Graph Copy, Export Data to Excel, Export Data to Clipboard
Export Data to Simple image
Remote Control
Wireless or LTE test code data transfer
Multi Receiver Serve

SW 8100

SW 8100은 Fan 밸런싱 검사를 위한 장비로 Fan이 회전 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여 밸런싱에 대한 양/불 판정
기능과 불평형에 대한 위치를 확인 후, 보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Fan의 진동 및 회전수의 동시 측정에 따른 Time 신호와 주파수 스펙트럼, 오더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며, 불평형 위치 및
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 별 Fan 정보와 제어를 위한 회전수 설정 및 저장이 가능하고, 밸런싱 리미트 설정과 알람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Fan에 대한 밸런싱 검사할 수 있는 최적의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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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W 8100

Model

Item

A/D Resolution
Sampling Mode
RPM
Sampling Rate(Hz)
AC Cutoff Frequency
Dynamic Range
Signal Conditioning
Input Range
Bus Interface

Item
Function

SW 8100

Test Code
Recording
ETC

Hardware Specication
24 bit
Simultaneous
600RPM~6000RPM
1kHz ~ 51.2kHz
-3dB & 0.1Hz~0.5Hz
107dB
DC, AC, IEPE(ICP)
±30V
USB

Software Specication

Specication

Specication

Model Setting (모델별 제품스펙설정)
Time Graph, Frequency Spectrum, Order Spectrum
RPM History, Balance Order Magnitude History, Balance Order Phase History
Administrator mode
One plane Balance, Trial Balance, Trim Balance
Alarm Limit+C40 z, Retry Limit, Lower Limit
Overall/Balance Limit Test
Balance Recording
Post Analysis
Model Test History
Balance Recording
Optimize Balance
Balance Result Report
Two Balance, No Index Balance Possible

차량진단장비 SW 9000 Series

제품 개요
SW 9000은 차량의 신호를 기록 및 분석하여 차량 부품 오동작 원인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FPGA 기반의 Embedded System으로 Fortable하여 휴대가 용이하고 측정 시 공간의 활용이 뛰어납니다.
단순 터치 만으로 사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제공하며 연속적인 데이터 저장이 가능합니다.

Ver 1

Ver 2

Ver 3

B-CAN
C-CAN

A-Signal
차량용 종합 신호 수집 장비

▪C-CAN (Chassis CAN)

주행에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CAN 통신

▪A-Signal (전압신호)

차량의 모든 전자장비의 기본 입출력 신호 형태

▪B-CAN (Body CAN)

차량 바디 전장에 사용하는 모듈이 송수신하는 CAN 통신

Specification

원격 모니터링 PC에서 실시간 데이터 측정, 분석 및 저장 기능

Function

사용자 조작 없이 독립된 저장 운영가능

USB 및 SD 메모리 등 외부 저장장치를 이용한 장시간 데이터 저장
LTE 망을 통한 원격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

Wi-Fi 망을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 확인 기능
Sampling Rate : 100ks/s

Analog Input

Resolution : 12bit
Range : ±60V

Accuracy : 0.069 V
Channels : 24ch

Baud Rate Range : 40kbits/s ~ 1Mbits/s

CAN

Hardware Timestamping : Yes

Transceiver : Philips TJA1041, Built-in
Hardware Synchronization : Yes
Timestamp Resolution : 1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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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통신 전용 소프트웨어(CANOne)

CANOne은 Low speed CAN 또는 High speed CAN 통신을 위한 전용 CAN Data Logger 소프트웨어입니다.
▪OBD-II 단자와 직접 연결 가능

▪그룹 설정을 통한 효율적인 채널 관리
▪장시간 데이터 로깅 가능

▪NI-XNET 드라이브 모듈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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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Hardware

Chassis
Module

Bus Monitor
Display

Software

Read

Write
Save

Load

Search

Specification

cDAQ-9171(USB), cDAQ-9181(Ethernet), cDAQ-9191(Wi-Fi) 중 택일
NI 9861(Low speed 1 port), NI 9862(High speed 1 port) 중 택일
FrameAPI로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Graph, Gage, Digital 등으로 측정 데이터 표현 가능
FIBEX, DBC, NCD 파일 로깅

CAN 프레임을 기반으로 데이터 전송 가능

지정한 채널에 대한 데이터 TDMS 파일 포맷 형태로 저장
TDMS 파일 불러오기 기능

TDMS 파일 로드시 Timestamp, ID, Data 등의 조건에 맞춰서 검색 가능

Multi-Function Signal tester

전기, 물리, 기계, 음향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 열전쌍, RTD, 스트레인 게이지, 로드 미치 압력 트랜스듀서,
가속도계, 유량계, 마이크 등 다양한 센서 측정에 사용가능. 또한 센서 측정을 전압, 전류, 디지털 신호와 통합하여,
단일 인터페이스로 호스트PC와 통신하는 혼합 측정 시스템입니다.
▪AI 4 채널 수집

▪DSA 4채널 수집 및 FFT 옥타브 분석
▪RTD 4채널 수집

▪DIO 8채널, 고속 DI 6채널
▪동시 모든 기능 사용 가능
▪실시간 측정 신호 저장

앞면

뒷면

Model

Item
OS

Temperature
Accelerometer

Multi-Function
Signal tester

Type

Strain gage
Volt
Digital I/O
Digital Input
Power

Data Save

Model

Multi-Function
Signal tester

Item
DSA

Analog Input
Analog Output
Digital I/O
Thermometer

Hardware Specication

Specication

Window OS
Number of Sample
Analog Input 4채널
AD Resolution
24bit
Sample Rate(Hz)
14 s/s
Number of Sample
Analog Input 3채널
AD Resolution
24bit, ±30V
Sample Rate(Hz)
102.4 Ks/s
Number of Sample
Analog Input 4채널
AD Resolution
24bit, ±60V
Sample Rate(Hz)
100 s/s
Number of Sample
Analog Input 4채널
AD Resolution
16bit
Sample Rate(Hz)
100 ks/s
Number of Sample
Digital 8채널
Sample Rate(Hz)
10 MHz
Number of Sample
Digital 6채널
Sample Rate(Hz)
2 MHz
9 ~30v
Max 30GB, 1 Month Recording

Software Specication

Specication

옥타브 분석 기능 / FFT 주파수 분석 기능 / 레벨 트리거링 가능 / 측정 데이터 분할 저장 기능
/샘플링 속도 조정 기능 / 측정 채널 지정 기능
채널별 측정값 동시 표시 기능 / 트랜드 그래프 생성 기능 / 측정 화면 캡쳐 기능 /
전압, 전류, 저항, RTD 개별 선택 측정 기능 / 측정 신호 스케일링 기능
AC/DC 선택적 출력기능 / 파형선택 기능 (삼각파, 사각파, 정현파, 톱니파) /
주파수 설정 기능 / 오프셋 보정 기능 / 출력 진폭 설정 기능 / 듀티비 설정 기능 /
노이즈 첨가 기능 / 노이즈 진폭 설정 기능
선택적 입출력 방향 선택 기능 / 고속 디지털 신호 입력 기능 /
입력 디지털 레벨 그래프 표시 기능 / 화면 캡쳐 기능

개별 온도 측정 기능 / K타입 열전쌍 온도 측정 / 저장 파일 태그 설정 기능 /
그래프 범위 설정 기능 / 트랜드 그래프 생성기능 / 화면 캡쳐 기능 / 측정 데이터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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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9100

SW9100은 극한 환경에도 정확한 온도측정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Portable Embedded Device 입니다.
이 장비는 FPGA 기반의 하드웨어로 구성되어 하나의 독립장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터치가 가능한 LCD가 Built-in 되어
별도의 PC없이 터치만으로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USB Memory 사용으로
데이터 저장, 이동이 편리합니다.
▪-20℃ ~ 50℃에서도 정확한 데이터 수집

▪3.5˝TFT-LCD 사용으로 사용자의 조작 편의성을 제공
▪사용 가능한 센서타입(J, K, E, N, B, R, S)
▪사용자 편의로 8개의 확장 슬롯 가능

▪최대 32GB Memory Card를 이용한 장시간 Data 저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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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뒷면

Model

Item
OS

FPGA

AD Resolution

SW 9100
온도 모니터링

Number of Sample
Sample Rate(Hz)
Temperature
Display
Power

Data Save

Hardware Specication
Real Time OS

Spartan-6 LX45 FPGA
24bit, ±10V

Analog Input 48채널
100 ks/s

-40°C ~ 70°C

TFT-LCD Touch Screen
9 ~ 30V

Max 30GB, 1 Month recording

Specication

NI VirtualBench Package

가장 필수적인 5개의 계측기를 하나의 장치에 결합하고 PC와 iPad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VirtualBench 올인원 (All-in-one) 계측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NI VirtualBench Package 별 사용자 옵션에 따른 판매

▪NI VirtualBench 전용 NI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사용자가 원하는 커스텀마이징 된 소프트웨어 제작 및 기술지원

Software
Mixed-Signal Oscilloscope (MSO)
Digital Multimeter

Function Generator
DC Power Supply
Digital I/O

Connectivity

Additional Features

VB-8012

VB-8034

100 MHZ
2 Analog Channels
34 Digital Channels

350 MHz
4 Analog Channels
34 Digital Channels

Interactive applications supported on Windows PCs and iPad
APIs for LabVIEW, ANSI C, and Python

0 V to 6 V / 0 A to 1A
0 V to -25 V / 0 A to 0.5 A
0 V to 25 V / 0 A to 0.5 A
USB and WiFi

5½ Digits

20 MHZ (sine)
1 Channel

8 Channels

0 V to 6 V / 0 A to 3A
0 V to -25 V / 0 A to 1 A
0 V to 25 V / 0 A to 1 A
USB, WiFi, and Ethernet

Power Supply Binding Posts
Flip Feet 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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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1115

SW 1115는 NI 8 Slot PXI 및 PXI Express 샤시를 위한 통합된 휴대용 모니터, 키보드 및 터치패드 액세서리
입니다. 조절 가능한 경사 기능이 있는 15인치 터치 스크린 LED가 있으며 휴대성을 위해 손잡이가 있습니다.
8 Slot PXI 및 PXI Express 샤시의 랙 장착 구멍을 통해 이 액세서리를 부착하면 휴대용 PXI 솔루션이 구현됩니다.
▪경사 조절 가능한 15인치 터치 스크린
▪손잡이를 이용한 휴대 편의성

▪탈착 가능한 무선 키보드 및 터치패드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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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Model
SW 1115 PXI 샤시
결합 휴대용 컴퓨터

Item

Monitor
Accessory
Option

Hardware Specication

Specication

1024 x 768 화면 해상도의 15인치 터치 스크린 LED 모니터
휴대용 PXI LED 모니터 및 키보드 액세사리
탈착 가능한 무선 키보드 및 터치패드

Window Vista/XP / 2000/NT의 터치 스크린 호환
VGA 비디오 연결

RIOa-Series, NI sbRIO Accessory Board (SW 7000)

RIOa 시리즈는 내쇼날인스트루먼트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다양한 NI sbRIO 제품에 대해 활용 범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NI sbRIO에 적용된 3.3V Digital I/O 레벨 신호는 TTL 또는 최대 30V 레벨로 입출력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과
Aanalog Input,Output 채널에 대한 터미널 블록을 제공합니다.

Overview
▪NI sbRIO 의 기능 확대

NI sbRIO 적용 모델
▪sbRIO-9605, sbRIO-9606, sbRIO-9623, sbRIO-9626
Specification (RIOa-Series)
▪32 bank-isolated sink/source inputs (±30VDC)
▪32 bank-isolated source outputs (±30VDC)

구성제품

Name

▪다양한 분야의 신제품 개발 적용시 유연성 확보
▪sbRIO-9633, sbRIO-9636
▪Industrial 24 V logic thresholds
▪FPGA based

Product Information

RIOa-9901

30V, DI 32ch (Sourcing/Sinking), DO 32ch (Sourcing), Bank isolation

RIOa-9903

30V, DI 32ch (Sourcing/Sinking), DO 32ch (Sourcing), Bank isolation, 3.3V 32ch

RIOa-9902
RIOa-9904
RIOa-9905
RIOa-9906
RIOa-9907
RIOa-9908

RIOa-AI/O-C
RIOa-AI/O-T

30V, DI 32ch (Sourcing/Sinking), DO 32ch (Sinking), Bank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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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V, DI 32ch (Sourcing/Sinking), DO 32ch (Sinking), Bank isolation, 3.3V 32ch
5V, TTL level 96ch

30V, DI 64ch (Sourcing/Sinking), 3.3V 32ch
30V, DO 64ch (Sinking), 3.3V 32ch

30V, DO 64ch (Sourcing), 3.3V 32ch
Analog Input/Output cable

Analog Input/output Terminal Block (option: isolation)

+
NI sbRIO-9605/6

+
RIOa-9901

▶

Terminal block

Assembly

SI 실적

분야

Product Name

전동기 개발제품 성능 시험 시스템

차량용 Spring 진동 FRF 검사 시스템

Headrest 진동 & 소음 양산 검사 시스템
LED 조명 소음 측정 시스템

건설 구조물 진동 검사 장비

냉장고 팬 밸런싱 검사 시스템

고속전철 부품 진동측정 시스템

초고층 엘리베이터 진동│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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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

혼 음색 자동화 검사 시스템
냉장고 FAN 진동 검사

가스터빈 블레이드 변형 실시간 분석 시스템
진동 발생기 가진│진동 측정 시스템

동조질량 감쇠기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사방댐 충격 소음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계양전기
대원강업
현대기업

한국조명연구원
포스코 건설

동부대우전자
유진기공산업

현대엘리베이터
인팩혼

에스씨디
석원산업

국방과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씨앤디

동간브리지 이상 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삼성전자

Damper Motor 진동 측정 시스템

에스씨디

카메라 렌즈 경통 품질검사

삼성전자

썬루프 양산 자동화 라인 소음│진동 및 성능 평가 시스템
스마트폰 진동 양산 검사 시스템

EPB 내구 성능 시험 소프트웨어
차량용 신호 검측 장비

경운기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자동차 배기 성능시험 소프트웨어
차량용 신호 검측 장비

자동차 부품 (FBS 센서) 성능 시험기 소프트웨어
버스면허 시험 데이터 수집 시스템

자동차│중공업│철도│기계

End User

UQM PP100 Electric Vehicle 신호 측정 시스템
IONIQ 차량 진단 데이터 로거
CAN 데이터 로거 소프트웨어
차량 CAN 신호 측정 시스템

Roll to Roll 모션 제어 시스템
ECM Signal Simulator

기계식 진공펌프 6축 내구 시험기
트랙터 시뮬레이터

차량용 Multi-function 다축 내구 시험
KTX 고속신호 검측 시스템

자동차 오디오 셋트 내구 시험기

TMS
LG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평화정공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우리산업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부품연구원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팩테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S 엠트론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
영신정공

농촌진흥청
대성전기
코레일
모비스

www.solworks.co.kr

분야

Product Name

고속 온도 제어 시스템

Pulse Receiver Data Logger 소프트웨어

전력│에너지

인체발한 시뮬레이터 1차, 2차
DPS 시뮬레이션

SK에너지 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세대학교
이컴기술

모터 성능 시험기

키밸브기술

ABS 모터 Inductance Measurement Tester

LG 이노텍

Thermal Conductivity Measure System
차량용 단열재 성능 시험 시스템

완전폐쇄형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LPG Gas Sensor Sensitivity 검사
Electric Heater 제어기

데이터 모니터링 & 저장 소프트웨어

고압질소, 수소 특성 검사 (PLC 연동 배관 밸브 제어│센서 모니터링)
스마트폰 진동 시험기 제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센서를 재활용한 센서 개발 및 모니터링 시스템
Low-wave Analyzer 소프트웨어

음주 측정기 성능시험기 소프트웨어

전자 저울 센서 데이터 로거 및 알람 시스템

계측 및 모니터링

End User

OCI

NVH 코리아
서울대학교
신우전자

포레시아배기컨트롤시스템코리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화토탈(구 삼성토탈)
삼성전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삼성전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넥스젠

도금공정 클램프 검사 시스템

삼성전기

핸드폰 터치감도측정

삼성전자

MOD 성능 시험기

전기환경장애 측정시스템
파이프 두께 측정 시스템
종합 데이터 로깅 시스템

차량 Oxygen Sensor 성능검사 시스템
Circuit Elements 성능검사 시스템
화재방지 시스템

Plant Safe Monitoring & Data Logging System

CANOPEN 통신방식을 이용한 모션제어와 동작시험
Report Generation Software
커넥터 진동 단락검사 시험기

우리산업
한국전력
JSNT

연세대학교
케피코
지맥스
에스텍
GS

영풍전자
유진기공

하늘인스트루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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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웍스(주)는 한국내쇼날인스트루먼트의 협력사입니다.

이 카탈로그는 2016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솔웍스(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16번길 16-4(중동, 에이스동백타워 1동 1411~1413호)
T. 031) 271-9930 F. 031) 935-0582
제품 구매 및 기술 문의│sales@solworks.co.kr
CLAD 교재 구입 문의│ books@solwork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