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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계측장비�및�시험장비�구축�전문기업
모루기술 주식회사

WE THINK WHAT TO DO
할�수�있는�일보다 해야�할�일을�고민합니다.

모루기술주식회사는

우리�선조들의�지혜와�땀의�표상인 대장간�모루(Anvil)의�정신을�계승하여

미래�엔지니어들에게�꿈과�희망이�되는�정신과�기술을�전수하겠다는�사명으로�설립되었습니다.

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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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류

모루기술(주)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땀의 표상인

대장간 모루(Anvil)의 정신을 계승하여 미래 엔지니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정신과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미션 & 비전
계측 시스템

차별화된 상상력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갑니다.

모루기술은 새로운 생각과 도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험용 계측장비 및 시험장비 구축 전문기업 으로

각 산업분야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제품개발과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으며 사람이 최우선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고객만족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그날까지,
모루기술의 고군분투는 계속됩니다.

03
시험용 장비
수소 시험 설비
방폭 시험 설비

연구용 시험 기계
기계 장치 및 시스템

고객중심

전문성

차별화

있도록 항상 생각하고 고객의 문제를 국내의

으로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차별화를 지향합니다. 모루의 목표는

모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기술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WE THINK WHAT TO DO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의 노하우를 바탕
제공합니다.

제품의 차별화, 가격차별화를 넘어 가치
경쟁사가 아닌 고객입니다.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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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연혁

주요 고객사
2014

모루기술 주식회사 설립(KAIST 문지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2015

철도차량의 진동모니터링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

공동대표 이사변경
(CEO : 김혜진, CTO : 서종철)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신뢰성 기술확산사업 선정

DC가속도센서 개발완료

2016

소재부품 전문기업,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조달청제조물품 등록(내압시험기),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벤처창업대전 산자부 장관상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최우수 기업

2017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선정(무선진동계측시스템 개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확인서

모루기술 사옥 준공 및 본사이전(유성구 계산동), 공장등록

무선진동센터 KC, CE, FCC인증
무선진동계측시스템 특허등록

서부발전본부 발전플랜트 공개 R&D선정

2018

KOMERI 방폭인증센터 시험설비 구축
울산시장 표창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지식재산경영인증
LH층간소음맞춤형 진동센서 개발

2019

국토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선정

현대미포조선 스마트 도장모니터링 시스템 구매약정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 지진계측센서 개발

미분기 고장진단 모니터링 방법 특허등록

2020
모루기술 본사 및 기술연구소 이전(유성구 탑립동 IT 벤처타워)
KIMM 패밀리기업, 대전시 유망중소 기업

진동원인을 분석하는 방법 및 시스템 특허 등록
ICR 방폭인증 시험설비 구축

스마트도장 모니터링시스템 특허등록

시험용 계측장비 및 시험 장비 구축 전문기업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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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 특허

사업 영역

연구개발

정밀형 가속도센서

무선진동계측시스템

무선토크센서 / RPM센서

층간진동알람센서 / 지진계측센서
프로그램 개발

기계설계

수소 시험 설비
방폭 시험 설비

연구용 시험 기계

기계 장치 및 시스템
PLC & HMI

SOLUTION
PRIVIDER

기술영업

DAQ(데이터 획득 시스템)
텔레메트리

소음진동 분석 시스템

센서류, 진동, 소음, 압력, 스트레인

계측용역

진동 및 모드 계측 및 분석
소음 계측 및 분석

토크, 온도, 압력 및 응력 계측 및 분석
소음진동 컨설팅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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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센서류

- 계측시스템

센서류
DC OUTPUT ACCELEROMETER

WIRELESS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Application - Precision Vibration Measurement Sensor

Application - Machine Condition Monitoring

- DC Accelerometer

- 3 Axis Wireless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 DC Accelerometer is used to measure acceleration, gravity and etc. and we have developed
a technology for miniaturization and low power consumption by applying MEMS technology

- Wireless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is the convergence of wireless concepts into
legacy wired vibration measurement system

- The applications are used in research fields such as structural testing of automobiles and
transport machinery, and in industrial filed such as machine conditioning monitoring

- System is consist of wireless accelerometer and frequency analysis module connected
with several sensor nodes

PERFORMANCE By Model

PERFORMANCE By Model
Model Type
Input Range
Sensitivity (100Hz)
Frequency Response (3 dB)
Output Noise (RMS)
Max. Mechanical Shock
Operating Voltage

Units
g
mV/g
Hz
μg /√Hz
g
VDC

101A-02
±2
2,000
0~400
5

101A-05
±5
800
0~600
7

101A-10
±10
400
0~1,000
10

101A-25
±25
160
0~1,500
25

101A-50
±50
80
0~2,000
50
2,000
12

101A-100
±100
40
0~2,500
100

101A-200
±200
20
0~3,000
200

101A-400
±400
10
0~4,000
400

Unit

Specification

%
%
%
%
%

< ±5
< ±1
< ±1
< ±1
< ±1

°C
%
Cycle
RN

-55 ~ 145
95±5
1000 (15min. @ -55°C to 15min. @ 125°C/cycle)
9.8
67

MΩ
Volt
V

5
250
8k, 10 times

hour

30,000 (3.5 years)

Unit

Specification
Titanium
Side
1/4-28 thread, 4-pin
13
2 pcs M3 screws
Hermetic
9.5 x 25.5 x 25.5
201A-XX (03/06/09/15/30)

WE THINK WHAT TO DO

Grams

Mm
meters

Sensitivity (100Hz)

counts/g

Min.
Typical
Max.

132A-08
±8
3768
4096
4424

132A-16
±16
1884
2048
2212

132A-32
±32
942
1024
1106
0 ~ 3,000

132A-64
±64
471
512
553

PERFORMANCE All Model
Parameter
Output Noise (RMS, typical)
Non-Linearity
Maximum Mechanical Shock
Resonance Frequency
Cross Axis Sensitivity
Operating Temperature
Turn-On Time
Battery Operating Time
External Charging Voltage

Units
mg
%
g peak
Hz
%
°C
Sec.
Hour
VDC

Min

Typ
60
1
2,000
6,200
±2

-30

Max

80
1
5
5

RF PARAMETERS All Model
Communication Distance
Wireless Protocol Stack
Data Rate
RF Frequency Range
Tx Power
Antenna

Meters
Mbits/s
GHz
dBm

30
802.11 b/g/n, WiFi
20
2.4
16
External, 1dB

PHYSICAL PARAMETERS All Model
Case Material
Mass
Electrical Connector
Dimensions
Mounting Hole Spacing

PHYSICAL PARAMETERS All Model
Parameter
Housing Material
Connector Location
Connector Type
Mass
Mounting Bolt
Environmental Seal
Dimensions (Height x Length x Width)
Cable (Optional)

Units
g

Bandwidth (Nominal, 3 dB) X, Y & Z Hz

SPECIFICATIONS All Model
Parameter
Performance
Cross Axis Sensitivity
Tilting
Linearity
Hysteresis
Repeatability
Environmental
Temperature range
Humidity
Thermal shock
Salt spray
IP
Electrical safety
Insulation resistance
Withstand voltage
Electrostatic discharge
Durability
Cable (Optional)

Model Type
Input Range

grams
mm
UNF

AL 6061
200
Micro 5pin
50 x 50 x 50
10-32

MORU soft®: Frequency Analysis Module
·
·
·
·
·
·

Setup : Accelerometer IP, Filtering, Calibration, Data store & Export
Monitoring : Time domain, FFT, Display, Start/Stop
Time Domain : Raw data recording, Play and Edit
FFT : Spectrum Average, Time Average, FFT Setup
Post-processing : Data Load, Edit, Analysis, File converting
Report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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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류
FLOOR VIBRATION ALARM SYSTEM

INTEGRATED EARTHQUAKE MEASUREMENT SENSOR
Application - For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Application - Floor Noise Measurement
- Floor vibration alarm system

- Earthquake measurement sensor

- Floor noise is the noise pollution from apartments

- EEWS is an earthquake early warning system using P wave information before S wave or surface
wave, which can cause massive damage, is arrived.

- Soaring complaints and disputes related to floor noise but there is no adapted measurement solution

- Anticipating the following peak seismic motion with analysis of the P wave information

- Using microphone is the best way to measure the floor noise but recorded noise can make serious
side effects of infringement of the privacy

- Offering the ready time for corresponding actions (From several seconds to dozens of seconds
depending on the epicentral distance)

LH Happy House Application Case :
Floor Vibration Alarm System

PERFORMANCE
Parameter

Units

Input Range (User Selectable)

g

±2g
Sensitivity

±4g

LSB/g

±8g

Data

dB

IoT 측정기 (진동, 소음)

소음관리 서버

PERFORMANCE
Parameter
Input Range
Sensitivity (100Hz)
Bandwidth (Nominal, 3 dB)
Non-Linearity
Operating Voltage
Output Impedance
Maximum Mechanical Shock
Resonance Frequency
Cross Axis Sensitivity
Operating Temperature

Units
g
mV/g
Hz
%
VDC
Ω
g peak
kHz
%
°C

Min

Typ
±2048

Max

±4096
±8192

App

Alram

Min

Typ
±0.4
3,000
0~160
±1

7

Max

12
1000
100
5.5
±1

-55

256,000

276,480

117,760

128,000

138,240

58,880

64,000

69,120

Bandwidth (Nominal, 3 dB)

Hz

Non-Linearity

%

Operating Voltage

VDC

7.5

12

14

Supply Current

mA

200

210

220

Maximum Mechanical Shock

g peak

Cross Axis Sensitivity

%

Operating Temperature

°C

-30

Storage Temperature

°C

-40

Humidity

%

95±5

Turn-On Time

ms

20

0~20
±1

100
±1

±3
80
105

PHYSICAL PARAMETERS
Case Material
Mass

±3
125

235,520

Aluminum alloy with die casting
grams

500

Electrical Connector

PoE

Sealing

IP67

PHYSICAL PARAMETERS
Case Material
Mass
Electrical Connector
Cable Length
Mounting Provision
Dimensions

WE THINK WHAT TO DO

grams
Meters
mm

AL 7072
19
Cable integrated
3
Magnetic
27 x 27 x 27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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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류
WIRELESS COUNTER SENSOR
Application - 에어리스 펌핑회수 계측용 센서

PCB 가속도계

- 측정 거리 : 5mm

- 방폭 인증 : Ex ia IIC T4
- 통신 방법 : WiFi

- 사용 온도 : -10 ~ 55℃

PCB 1 축 가속도계
Model

PROXIMITY SENSOR
MOTION TESTER

Compliance
Etc.

근접센서 동작 시험
-

Product Name : 근접센서 동작시험기
Components : Motor control

352C33

352A24

353C03

353B03

353B15

352C23

mV/g
g
Hz
g
grams
°C

100
±50
0.5~10,000
±5,000
5.8
-54~93
Titanium
Hermetic
10-32 Tap
T Option
003C20
080A27

100
±50
1~8,000
±5,000
0.8
-54~121
Aluminum
Epoxy
Adhesive
None
003C20
None

10
±500
0.5~10,000
±5,000
5.8
-54~121
Titanium
Hemetic
10-32 Tap
T Option
003C20
080A27

10
±500
1~7,000
±10,000
10.5
-54~121
Titanium
Hemetic
10-32 Tap
T Option
003C20
080A27

10
±500
1~10,000
±10,000
2
-54~121
Titanium
Hemetic
5-40 Male
None
018C20
080A30

5
±1,000
2~10,000
±10,000
0.2
-54~121
Aluminum
Epoxy
Adhesive
None
030C20
None

Units

356A15

356A32

356B21

356B33

356A01

mV/g
g
Hz
g
grams
°C

100
±50
2~5,000
±7,000
10.5
-54~121
Titanium
Hermetic
10-32 Tap
T Option
010G20
080A27

100
±50
1~4,000
±5,000
5.4
-54~121
Titanium
Hermetic
5-40 Tap
T Option
034K20
080A30

10
±500
2~10,000
±10,000
4
-54~121
Titanium
Hemetic
5-40 Tap
None
034K20
080A30

10
±500
2~10,000
±10,000
5.4
-54~121
Titanium
Hemetic
5-40 Tap
None
010G20
080A30

5
±1,000
2~8,000
±10,000
1
-54~121
Titanium
Hermetic
Adhesive
None
010G20
None

Specifications

Sensitivity (±5%)
Range
Frequency Range (±5%)
Maximum Shock
Weight
Temperature Range
Housing
Environmental Seal
Mounting Stud
TEDS
Cable (optional)
Magnetic (optional)

Application

Units

PCB 3축 가속도계
Model

Specifications

Customer : KIMM
Sensitivity (±5%)
Range
Frequency Range (±5%)
Maximum Shock
Weight
Temperature Range
Housing
Environmental Seal
Mounting Stud
TEDS
Cable (optional)
Magnetic (optional)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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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시스템
IMC HARDWARE

IMC HARDWARE

What characterizes all imc systems :
· Universal, precision signal conditioning for all common sensors

· Networkable

· Automatic sensor recognition (TEDS)

· Uniform operation software for all systems

· Real-time calculation within the system

· Modular architecture, flexible expansion

· PC-independent operation

· Synchronous acquisition of analog, digital and field busses,
such as CAN, LIN, FlexRay, ARINC, MVB, XCPoE

· Data storage in the system and/or PC

Modular, distributable test & measurement system
imc CRONOSflex
· Flexible modularity through frameless expansion
· Ideal for frequently changing test, measurement and control tasks
· Aggregate sampling rate of 2 MHz
· Practically unlimited channel count

· Wireless access via WLAN, UMTS, modem

Adaptable measurement & control system for
mixed signal testing
imc CRONOScompact
· Measure, control and simulate with a single system
· For test stand, laboratory or mobile applications
· Largest selection of amplifiers and modules
· Integration of MATLAB/Simulink models for HiL
· Ideal for medium to high channel counts

Modular, distributable test & measurement system
imc CRONOSflex
· Flexible modularity through frameless expansion
· Ideal for frequently changing test, measurement and control tasks
· Aggregate sampling rate of 2 MHz
· Practically unlimited channel count

Economical system for multi-channel
measurement tasks

Field bus acquisition - from stationary to mobile from logging to analyzing

Economical system for multi-channel
measurement tasks

imc SPARTAN

imc BUSDAQ

imc SPARTAN

· 16-128 channels in one system

· Supports all common field busses, such as CAN, LIN, FlexRay,
J1939, ARINC...

· 16-128 channels in one system

· Commands a variety of protocols, such as CCP, XCP, DiagOnCAN...
· Autonomous and self-start capable (wake-up on CAN)
· Low power consumption
· Extended temperature range from -40° to +85°C
· Condensation allowed

· Supports measurement of voltage, current, temperature
and strain gauges

· Sampling rates up to 500 S/s
· Supports measurement of voltage, current, temperature
and strain gauges

WE THINK WHAT TO DO

Adaptable measurement & control system for
mixed signal testing
imc CRONOScompact
· Measure, control and simulate with a single system
· For test stand, laboratory or mobile applications
· Largest selection of amplifiers and modules
· Integration of MATLAB/Simulink models for HiL
· Ideal for medium to high channel counts

· Sampling rates up to 500 S/s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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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시스템
IMC SOFTWARE

IMC SOFTWARE

imc STUDIO

imc STUDIO

A modular software platform providing all tools required for the
whole test and measurement process.

Video integration

Sensor management

Configuration & acquisition

Operation & displays

imc STUDIO Video

imc SENSORS

imc STUDIO Setup

imc STUDIO Panel

· Time-synchronized video & data acquisition
· Pre-trigger function
· Up to 4 simultaneous video cameras
· Separate recording & monitoring channels for each camera

· Management of any sensor
· Measurement channel configuration with
drag & drop from sensor database
· TEDS sensor recognition

· Measurement device selection and administration
· Clear configuration settings for all hardware
· Intelligent trigger machine and flexible real-time calculating

· Freely configurable control and display screens
· Pre-defined templates
· Operation per drag & drop
· Versatile curve windows (2D/3D) and video display

Data bases

Automation

Remote monitoring

Integration of 3rd party systems

imc SEARCH 2.0

imc STUDIO Automation

imc LINK/ imc WEBDEVICES

· SQL interface for automated integration of SQL databases
· Dedicated data base for complete administration of
measurement and project data

· Graphical development environment for test stand automation
· imc hardware provides deterministic timing and real-time response
· State oriented definition of process steps by drag & drop or notation
· Multiple parallel and synchronous tasks

· Remote connectivity for imc measurement systems
· Automatic data transfer to PC or server
· GPS data on a map background
· Automated post-processing

· Integration of DLLs
· imc STUDIO DataProcessing
· Scripting engine (.Net)
· Integrated “workbench“

· Turnkey solutions including IT and telecommunications

WE THINK WHAT TO DO

Test sequences

Analyzing & documenting

imc STUDIO Sequencer

imc FAMOS

· Automation of test sequences
· Configuration per drag & drop
· Variety of options : from setting start parameters to automated
· analysis and reports

· Powerful data analysis and documentation
· Extensive selection of ready-to-use evaluation functions
· Create multi-layer macros
· Create GUIs
· Command large amounts of data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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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장비

- 수소 시험 설비
- 방폭 시험 설비

- 연구용 시험 기계
- 기계 장치 및 시스템

수소 시험 설비
HYDROGEN PARTS TEST ENVIRONMENT CONTROL CHAMBER

HYDROGEN PARTS TEST ENVIRONMENT
CONTROL CHAMBER & TEST FACILITY

Application
Compliance

Advantages &
Features

수소부품 시험환경제어 챔버 및 시험시설

Compliance

KSB ISO 19880-3 , GTR-13

Advantages &
Features

〮 수소가스압력반복시험
〮 가혹조건압력반복시험
〮 비금속재료시험

〮 작동동반복시험
〮 작동시험
〮 압력충격시험

〮 수소 운송 · 저장부품성능평가

〮 최고압력작동시험
〮 냉각가스밸브시험
〮 최고유량차단시험

수소부품시험 환경제어 챔버

- 피로 및 압력반복설비 (20MPa∼50MPa)
- 방폭 온도제어 챔버 (-40℃∼85℃)
- Leak 시험 설비 (90MPa, Leak 시험기)
- 기타 부속설비 (방폭, 제어, 냉각설비(-40℃))

Specifications

Specifications

- 저장장치 성능시험설비 (MFC 등)
- 제품유량특성 성능평가설비(밸브, 조정기 등)
- 기타 부속설비 (방폭, 제어, 냉각설비(-40℃))
〮 수소 제품 성능평가

- 피로 및 압력반복설비 (140MPa)
- 방폭 온도제어 챔버 (-40℃∼85℃)
- Leak 시험 설비 (90MPa, Leak 시험기)
- 기타 부속설비 (방폭, 제어, 냉각설비(-40℃))

WE THINK WHAT TO DO

〮 압력충격시험
〮 최고압력작동시험
〮 냉각가스밸브시험
〮 최고유량차단시험

Application

Advantages &
Features

〮 수소 이용제품 성능평가

〮 수소가스압력반복시험
〮 가혹조건압력반복시험
〮 비금속재료시험
〮 작동동반복시험
〮 작동시험

Specifications

Compliance
D1000 x L1500

KSB ISO 19880-3, GTR-13

〮 Size : I/D 1000 x T/L 1500 mm
〮 Mat.L : SA-240 316L
〮 Thickness : Shell 10t , Head 12 t
〮 Design Pressure : 20 Bar
〮 Design Temp. : 100 ℃
〮 Operating Temp. Range : -45~90℃
〮 Kind of Fluid : H2
〮 Code : ASME SEC. VIII. DIV.1
〮 Door : Automatic Door
〮 Component test-bed
〮 Sight Glass
〮 Feed-through : Sensing & measurement

D1000 x L1500

Application

수소부품시험 환경제어 챔버

KSB ISO 19880-3

〮 기밀시험(내/외부 누출시험)

〮 Size : I/D 600 x T/L 1000 mm
〮 Mat.L : SA-240 316L
〮 Thickness : Shell 10t , Head 12 t
〮 Design Pressure : 20 Bar
〮 Design Temp. : 100 ℃
〮 Operating Temp. Range : -45~90℃
〮 Kind of Fluid : H2
〮 Code : ASME SEC. VIII. DIV.1
〮 Door : Automatic Door
〮 Component test-bed
〮 Sight Glass
〮 Feed-through : Sensing & measurement

D1000 x L1500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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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EXPLOSION PRESSURE TEST EQUIPMENT
FOR FLAMEPROOF PROTECTION

Application

내압 방폭 구조 전기기기에 대한 폭발 압력(기준 압력) 측정과 폭발 인화 시험용 장비

Compliance

IEC/EN/KS C IEC 60079-1

Advantages &
Features

〮 방폭형 제품 폭발 압력측정 및 폭발 인화 시험 가능
〮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챔버 내부 폭발 현상 확인 가능
〮 HMI 를 통한 제어와 MFC 유량제어 시스템으로 폭발성 가스를 손쉽게 혼합 가능
〮 Explosion Pressure의 Peak값 및 Rising Time - 압력 센싱 시스템

Specifications

〮 혼합가스 분석 - 산소농도분석 범위 : 0~100% / 0~0.5% Accuracy : 0.02% O2
〮 폭발압 측정 : 압력센서 : 0~250 bar, Overload up to 500 bar
〮 Process Flow 압력 측정용 압력 전송기
〮 Pressure range : -1~10bar
〮 Gas Mixing System 및 Gas Control System
- Mass Flow Controller (MFC) : Bronkhorst EL-Flow series
- Gases : Air, H2, C2H2, C2H4, C3H8
- Total mixed gas flow : 200 lpm 이상
- Input pressure(P1) : 3 bar 이상
- Output pressure(P2) : 2 bar 이상

WE THINK WHAT TO DO

EXPLOSION TEST CHAMBER
(IEC EX d)

Application

내압 방폭 구조전기기기에 대한 폭발 압력(기준 압력) 측정과 폭발 인화 시험용 장비

Compliance

IEC/EN/KS C IEC 60079-1
제품명 : 폭발시험챔버 (내압방폭)
용도 : 방폭 시험용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D 2,000 X L 3,000 (mm)
사양 : 설계압력 35Bar, 모터구동, 유압클램프 개폐방식
주요구성품 : 진공펌프, 안전변, 유압장치, 센서류, 제어 및 게측시스템, 감시 시스템
납품처 : ㈜ ICR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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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EXPLOSION TEST CHAMBER
(IEC EX d)

Application
Compliance

가스 및 분진 방폭 시험용, 기계방폭시험, 국제 방폭 인증시험
IEC/EN/KS C IEC 60079-1

EXPLOSION
TEST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제품명 : 해양방폭 기능안전 시험설비 방폭시험장치
크기 및 용도 : D 3,000 X L 4,000 (mm)

사양 : 허용내압 45Bar, 모터구동, 유압클램프 개폐방식

용도 : 내압방폭기기의 기준압 시험 및 인화 시험용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진공펌프, 안전변, 유압장치, 센서류, 제어 및 게측시스템 , 감시 시스템

Application
Compliance

토공기계 주요 부품류에 대한 내/외부 폭발에 의한 안전성 검증용
MIL-STD-810 G

PROJECTILE REAL SHOOTING
TEST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사양 : 허용내압 39Bar, 모터구동, 유압클램프 개폐방식

주요구성품 : 샘플링챔버, 헥산공급장치, 감시시스템, 제어 및 측정시스템
납품처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WE THINK WHAT TO DO

비행체 구조 생존성 시험을 위한 발사체 폭발 실 사격 모사 시험 챔버
IEC/EN/KS C IEC 60079-1

제품명 : 발사체 폭발 실사격 시험챔버

용도 : 토공기계 주요 부품류에 대한 내/외부 폭발에 의한 안전성 검증챔버
크기 및 용도 : D 1,800 X L4,000 (mm)

사양 : 허용내압 50Bar, 유압클램프, 강제배기시스템
납품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방폭시험 인증부

제품명 : 폭발환경시험챔버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D 1,600 X L 3,200 (mm)

주요구성품 : 진공펌프, 안전변, 유압장치, 센서류, 제어 및 게측시스템, 감시 시스템

납품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

EXPLOSION ENVIRONMENT
TEST CHAMBER

IEC/EN/KS C IEC 60079-1

제품명 : 폭발인화시험장비

용도 : 방폭 시험용, 기계부품 방폭시험, 국제 방폭인증시험
Specifications

내압 방폭 구조 전기기기에 대한 폭발 압력(기준 압력) 측정과 폭발 인화 시험용 장비

용도 : 비행체 구조 생존성 시험을 위한 발사체 폭발실사격 모사 시험챔버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D 2,000 X L 3,500 (mm)

사양 : 허용내압 25Bar, 자동개폐장치, 트레일러 이동형

주요구성품 : 시편고정장치, 유압장치, 제어 및 계측 시스템, 감시시스템
납품처 : 국방과학연구소(해미항공시험장)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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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HYDROSTAT WATER PRESSURE
TEST FACILITY

BATTERY TEST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Etc.

배터리 시험
-

제품명 : 배터리 시험 챔버
구성품 : 납품처 : -

Application
Compliance

내압 방폭용 전기기기의 밀폐함이 내부 폭발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의 여부 확인에 사용
IEC/EN/KS C IEC 60079-1,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8-76호)

제품명 : 외수압시험기

용도 : 방폭기자재의 안전성 검증용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D 1,000 X L 1,500 (mm)

VENT-GAS TEST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Etc.

Battery Vent gas test
-

제품명 : 배터리 벤트 가스 시험용 챔버
구성품 : 납품처 : -

사양 : 허용내압 109 Bar, Hydraulic unit
주요구성품 : Hydraulic system, JIB crane, Control system, Pressure & temp. sensor
납품처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

EDH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Etc.

Donation test
-

제품명 : EDH Chamber

구성품 : 집진장치, 압력센서
납품처 : -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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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INTERNAL PRESSURE
TEST EQUIPMENT

Application
Compliance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IEC/EN/KS C IEC 60079-1
제품명 : 폭발압력내력시험기

SMALL COMPONENT
TEST CHAMBER

Application
Compliance

용도 : 방폭 인증 제품 평가

크기 및 용도 : -

Specifications

사양 : -

주요구성품 : -

Application
Compliance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IEC/EN/KS C IEC 60079-11

PNEUMATIC PRESSURE
TEST EQUIPMENT

Application
Compliance

사양 : -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주) ICR/ KOMERI/ KOSHA

WE THINK WHAT TO DO

Flame arrest 성능평가 장비
-

제품명 : 공압 시험기

용도 : 방폭 인증 제품 평가
크기 및 용도 : -

사양 : -

납품처 : (주) ICR

제품명 : Spark Ignition tester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주) ICR/ KOMERI

SPARK IGNITION
TESTER

IEC/EN/KS C IEC 60079-0
제품명 : 소형부품 점화시험기

용도 : 방폭 인증 제품 평가
Specifications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용도 : Flame arrest 성능평가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사양 : -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 비엔지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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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Application

MESG

Compliance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IEC 60079-20-1
제품명 : MESG

AIR PERMEABILITY
TESTER

용도 : 방폭 인증 시험설비
Specifications

Application
Compliance

IEC/EN/KS C IEC 60079-0
제품명 : 에어투과시험기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주요구성품 :
차압센서, 유량센서, 압력센서
납품처 : (주) ICR

사양 : -

주요구성품 :
Pressure, Temp. sensor, Spark unit
납품처 : (주) ICR / KOMERI

GAS DETECTOR
TESTING SYSTEM

BUBBLE TESTER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Bubble test
ISO 4003

제품명 : 버블테스터

주요구성품 : 압력게이지, 전동모터
납품처 : ㈜ 비엔지

Application
Compliance

폭발이나 중독, 질식 등 유해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가스조성을 측정하는 시험장비
IEC 60079-29-1,4

제품명 : 가스감지기 시험
용도 :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Testing Volume : 800㎜ X 500㎜ X 500㎜

사양 : 온도 정밀도 : ±1℃이내(-30℃~65℃) / Pressure variation : ±1 ㎪ 이내 (70㎪ ~ 130㎪) /
습도 정밀도 : ±3%RH 이내 (~95%PH) / Air velocity : 0 ㎧ ~ 6 ㎧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한국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울산본부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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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시험 설비
O-RING COMPRESSION
TEST JIG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

BREATHING DEVICE

제품명 : 오링압축시험기

주요구성품 : Dial gauge
납품처 : (주) ICR

Application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Compliance

IEC 60079-20-1

Etc.

CABLE GLAND SEALING
TEST DEVICE

제품명 : Breathing Device 폭발내력시험기

주요구성품 : Pressure Sensor, Spark Ignition
납품처 : (주) ICR

PTB EX
TEST SAMPLE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PTB Ex test sample
IEC 60079-1

제품명 : PTB Ex test sample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주) ICR

Application

방폭 인증 제품 평가 설비

Compliance

IEC 60079--1 Annex C 3.1
제품명 : Cable gland sealing test device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Adapter, high pressure Hose
납품처 : (주) ICR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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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시험 기계
GROUSER TRACTION
PERFORMANCE TESTER

Application
Compliance

그라우저 추진력 측정
-

제품명 : 그라우저 추진력 측정장치
Specifications

TORQUE SENSOR
TESTER

주요구성품 :
Load Cell, 변위 센서, Deadweight

Application
Compliance

트랙터 6 분력 측정
-

Compliance

Specifications

토크센서 시험
-

제품명 : 토크센서 시험
주요구성품 : 납품처 : -

납품처 : 서울대학교 농업기계공학과

6 COMPONENTS MEASURING
INSTRUMENTS

Application

GYRO REPEATER

제품명 : 육분력 측정기
용도 : 트렉터 성능평가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사양 : -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국립농업과학원

Application

잠수함 침로지시기

Compliance

MIL-S-901D, MIL-STD-167-1A
제품명 : 침로지시기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Vessel
납품처 : MK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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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시험 기계
SLIDING TESTER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IP TESTER

슬라이딩 시험
-

제품명 : 슬라이딩 시험기
주요구성품 : -

납품처 : JINSOL

VIBRATION TESTER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살수 시험

IEC 60529
제품명 : 살수시험장치

주요구성품 : AUTO-IPX34A, AUTO-IPX56A, AUTO-ROOM
납품처 : 테크로스, KOMERII

Application
Compliance

수평식 진동시험

IEC 60079-29-1,4
제품명 : 수평식 진동시험기
용도 : 진동시험

Specifications

크기 및 용도 : Working Table 1500 x 1500 mm
사양 : -

주요구성품 : Inverter Motor , Working table , Base Frame , Crank Shaft Wheel
납품처 : YJ Solution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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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장치 및 시스템
TRAILER-TYPE ARRAY
PHOTOMETRIC DEVICE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조도 측정
-

제품명 :
트레일러형 어레이 조도측정장치

IR HEATING SYSTEM

주요구성품 : 납품처 : -

Application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Compliance

제품명 : 적외선 히팅 시스템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IR-Heater , Temp.sensor
납품처 : KARI

AERODYNAMIC
TESTING DEVICE

Application

공력 실험

Compliance

제품명 : 아음속 캡슐 차량 공력실험시스템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

IR HEATING SYSTEM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

제품명 : 적외선 히팅 시스템

주요구성품 : IR-Heater , Temp.sensor
납품처 : TOMS

납품처 : -

WE THINK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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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장비

기계 장치 및 시스템
EDF TEST RIG

ROBOTICS – DEVICE
BREATHING
OBSTACLE AVOIDANCE TEST FACILITY

Application
Compliance

로봇 장애물 회피 시험

ISO 18646-2, IEC 61496-4-3
제품명 : 장애물 회피 시험장비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Battery control, Servo control unit
납품처 : -

Application

EDF test

Compliance

제품명 : 고도확보용 추력장치 시험리그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납품처 : KARI

DISTRIBUTED PROPULSION PROPELLER
PERFORMANCE TEST DEVICE

Application
Compliance

Specifications

분산 추진 프로펠러 성능시험
ISO 18646-2, IEC 61496-4-3

제품명 : 분산추진 프로펠러 성능시험장치

DETERMINATION OF BIOMECHANICAL STRESS LIMITS
METHODOLOGY TEST FACILITIES

주요구성품 : Load Cell
납품처 : KARI

Application

Determination of Biomechanical stress Limits methodology test

Compliance

제품명 : 통증시험장치

Specifications

주요구성품 : Load Cell, Famos & IMC
납품처 : 경희대학교 로봇공학과

WE THINK WHAT TO DO

모루기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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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상상력으로�미래를�선도해�나갑니다.

모루기술은 새로운�생각과�도전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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