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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BUSINESS

진동소음 시험 및 해석, 내구 시험 및 해석 기술용역   |  파워트레인 진동소음, 내구 시험 및 해석 기술용역

부품 센서화 및 하중, 변위측정, RLDA 시험 용역   |  재료 물성 측정 시험 및 진동 내구 시험 용역

방진마운트 & 부시 설계,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  흡차음재 개발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모터 전자계 설계,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  인휠모터 및 샤시플랫폼, 친환경자동차 개발

SOLIDWORKS SOFTWARE 판매 및 기술 용역   |  3DEXPERIENCE SOFTWARE 판매 및 기술 용역

엔진, 변속기, 모터 등 결함 조기 검출 장비 판매   |  IoT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 개발 및 판매

www.ciels.co.kr



01 시험 기술 용역

진동소음 및 내구 시험

재료 물성 및 수명 시험

부품 센서화 및 하중 / 변위 측정

부품 및 흡차음재 개발 시험

ㆍ진동소음 및 내구 시험

ㆍ경쟁차 벤치마킹 시험

ㆍMODAL TEST & ODS TEST

ㆍ승차감 및 조안성 & 조타감 시험

ㆍTPA 시험 & SOUND QUALITY 시험

ㆍ재료 물성 시험

ㆍ방진고무 특성 시험

ㆍ플라스틱 물성 시험

ㆍS-N 커브 측정 및 수명 시험

ㆍ흡차음재 특성 시험

ㆍ자동차 및 부품 센서화

ㆍ자동차 및 부품 하중 및 변위 측정

ㆍ부품 진동소음 시험

ㆍ부품 진동내구 및 환경 시험

ㆍBSR 시험

ㆍ볼트 센서화 및 풀림 측정

ㆍRLDA 측정

ㆍ흡차음재 개발 시험

ㆍSEAT 진동소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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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해석 기술 용역

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방진고무 및 플라스틱 해석

엔진 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부품 및 모듈 해석 & 볼트 풀림 해석

ㆍ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모델링

ㆍ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기계 등

ㆍ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ㆍ파워트레인 해석 모델링

ㆍ엔진 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ㆍ파워트레인 시스템 해석

ㆍ  ENG BLOCK, OIL PAN, HEAD 
COVER, CHAIN COVER, CAM 
SHAFT 등 NVH 및 내구 해석

ㆍ시험 및 해석 코릴레이션

ㆍ최적화 해석

ㆍ엔진마운트 시스템 해석

ㆍ방진 고무 특성 해석

ㆍ마운트 브라켓 해석

ㆍ부품 및 모듈 진동소음 및 내구 해석

ㆍ  시트 고유모드 및 BSR 가진 진동 해석

ㆍ부품 및 모듈 진동 내구 해석

ㆍ볼트 풀림 해석 

ㆍSEALING 해석

ㆍ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해석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03 모터 전자계 설계, 시험 및 해석

모터 수치해석 및 최적 설계

모터 진동소음 시험 및 해석

모터 시제품 개발 및 성능 시험

친환경자동차 시험 및 해석

ㆍ모터 수치해석 기반 전자계 특성 분석

ㆍ모터 해석 모델링

ㆍ모터 성능 해석

ㆍ모터 전자계 최적 설계

ㆍ모터 진동소음 시험

ㆍ감속기 진동소음 시험

ㆍ모터 성능 시험

ㆍ모터 실차 장착시 진동소음 시험

ㆍ모터 시제품 개발

ㆍ모터 시제품 성능 시험

ㆍ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시험

ㆍ친환경자동차 및 부품 해석

ㆍ인휠모터 개발

ㆍ인휠모터 성능 시험

ㆍMULTI PHYSICS 해석 기술

ㆍ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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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인휠모터 및 샤시플랫폼, 차량 제어기 개발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인휠모터 시스템 개발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차량 제어기 개발

ㆍ인휠모터 전자계 설계 및 해석

ㆍ인휠모터 인버터 및 제어기 개발

ㆍ초소형 전기자동차 제어로직 개발 ㆍ차량제어기 개발 및 시험

ㆍ인휠모터 시제품 개발 및 시험ㆍ인휠모터 개발

ㆍ인휠모터 성능 시험

초소형 전기자동차용 인휠모터 샤시플랫폼 개발

ㆍ인휠모터 샤시플랫폼 설계 및 해석 ㆍ샤시플랫폼 시제품 개발 및 시험

인휠
모터

인휠
모터

03 실차 주행 시험01 차량 제어로직 개발 02 차량 제어기 개발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05 방진마운트 & 부시 시스템 설계,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방진마운트 & 부시 시제품 개발방진마운트 & 부시 개발 Total Solution 제공

방진시스템 엔지니어링 컨설팅

ㆍ시스템해석(엔진, 모터, 캐빈 마운팅등) 및 최적설계

ㆍ  차량 NVH 품질문제 vs 방진고무 상관성 분석 및 

개선솔루션 제공

방진마운트 & 부시 DB SOFTWARE 개발

고객특화 소프트웨어 개발
(Easy to use, Fast solution)

ㆍ  설계, 시험자를 위한 마운트시스템 최적화  

해석 소프트웨어

ㆍ  시험데이타 관리 및 분석 소프트웨어

방진제품 설계 및 시제품 개발

ㆍ시스템을 이해한 방진고무 최적설계 및 시제품 개발

ㆍ  벤치마킹을 통한 제품구조 및 특성분석

씨엘에스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산업기계, 모터 등 진동소음 저감을 위한 방진마운트 시스템 설계,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등 Total Engineering Service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설계 & 시뮬레이션 제품설계 & 최적화 해석

차량시험
시제품 제작 및 

단품시험

Optimal
Mounting Solution

by Close loop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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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운트 & 부시 시스템 설계, 시험, 해석 및 시제품 개발

방진고무 시험 DATA 관리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시험장비를 통해 측정된 방진고무의 정, 동특성 

데이터를 고객 기준 포맷으로 DB화하여 관리하고, 

신제품 개발시 필요한 벤치마킹 제품의 경도, 형상별 

특성 데이타의 비교 및 분석 가능

방진마운트 & 부시 개발 해석 프로세스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06 IoT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 개발 및 판매

고객 맞춤형 IoT 기반 비전 검사 시스템 H/W & S/W 개발 ( CUSTOMIZED IoT BASED VISION INSPECTION SYSTEM H/W & S/W DEVELOPMENT )

ㆍ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기능 
(Remote Moniton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ㆍ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실시간 검사 데이터 웹서버 공유 기능 
(Real-time inspecion data for smarl factory construction 
Web server sharing function)

ㆍ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통한 제품 불량률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Remote monitoring and control of product failure rate 
through tablet PC, smart phone)

ㆍ  IoT 기반 비전검사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기능 
(Statistical Analysis of IoT-based Vision lnspection Results)

개발 사례.1 STRIPPER BOLT 비전 검사 시스템

ㆍ360˚ in Line lnspection of Stripper Bolt
ㆍlnspection Criteria :   Screw Pitch, Burr in Serration and Screw,  

Crack in Polishing Side
ㆍSpeed: 12~60pcs/min
ㆍVision System : Line Scan CCD Camera, Lights Source Sets
ㆍRemote Monitor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Quality Management
by Statistical Analysis

Web Servers
for Smart Factory

Remote Monitor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CieL-S Vision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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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례.2 SPRING PIN 비전 검사 시스템

ㆍInspection Criteria : Length, Diameter Measurement
ㆍSpeed :120~150 pcs/min
ㆍVision : Area Scan CCD Camera, Lights Source Sets
ㆍLength of Component : Max. 50 mm
ㆍDia. of Component : Max. 8 mm
ㆍRemote Monitor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개발 사례.3 SCREW BOLT 비전 검사 시스템

ㆍ360˚ Inspection of Screw Bolt
ㆍInspection Criteria :   Burr and Crack in Screw, Length, Diameter,  

Pitch, harp of Head
ㆍSpeed: 120~150 pcs/min
ㆍRemote Monitor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개발 사례.4 GEAR 비전 검사 시스템

ㆍInspection Criteria : Gear Front and Rear Side Inspection
ㆍSpeed: 250 pcs/min
ㆍGear External Dia. : Max. 20mm
ㆍRemote Monitoring & Control by IoT Technology 

협력사소개주요사업 장비판매



07 엔진, 변속기, 모터 등 진동소음 및 내구 결함 조기 검출 장비 판매

EARLY FAILRE DETECTION 장비 | MIG 16 SFE ACOUSTIC QUALITY ASSURANCE 장비 | MIG 16 AQ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ㆍ  highlyflexible application for testing engines, transmission, axles, hybrid power trains, 

turbochargers and wind-turbines
ㆍ  Multi-channel 24-bit data acquisition and logging
ㆍ  Calculation of damage-relevant indicators 

(high resolution order analysis, short-term effective value, rotary oscillation)
ㆍ  Logical post-processing of pre-alarms eliminates false alarms
ㆍ  Integral report generator delivers rapid evaluations

ㆍ  Application : all areas of engine, transmission and axle production
ㆍ  All proven vibration analysis processes availavle, lncl. frequency, order and torsional  

vibration analysis, levels over time and many more
ㆍ  Real-time calculation : Diagnosis PASS/FAIL available immediately, completely documented
ㆍ  Logical post-processing of limit values delivers extremely robust product under test diagnostics 

Automated, customer-specified reporting incl. trend analysis
ㆍ  Integration of MIG16 AQS into the test stand user interface is possible   

Characteristics of MIG16 AQS Intelligent Sensor solution
ㆍ  Cost optimized : Specificaly designed for test stands utilizing high perforrnance comtrollers

ㆍ  Multi-Indicator : Compression of measurement signals to generate meaningful NVH indicators

ㆍ  Multi-Sensor : Simultaneous processing of multple measurement points and signals

ㆍ  Allows PASS/FAIL decision and limit value managememt to be handled by the test stand computer

ㆍ  Minimize complexity, maximizes failure safety due to heartbeat and watchdog

Characteristics of MIG16 SFE light
ㆍ  Up to 40% price advantage against comparable systems
ㆍ4 channels NVH data acquisition
ㆍIdeal for smaller applications
ㆍSimple report generator for rapid evaluations

엔진, 변속기, 모터 등 회전기기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하여 내구 시험실 및 공장 생산 라인에 설치하여, 제품 진동소음 및 내구 결함 발생시 결함을 조기 

검출하고, 문제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독일 BENZ, BMW, VW, ZF, FEV, MAGNA, CONTINENTAL 등 해외 완성차 업체 및 세계 유수 부품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비이며, 고객의 제품에 맞게 H/W 및 S/W 개발 가능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및 Total Solution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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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변속기, 모터 등 진동소음 및 내구 결함 조기 검출 장비 판매

엔진 & 변속기 결함 조기 검출 사례

Engine Cracks & Bearing Abnormal Wear 결함 검출 사례 Gear Pitting & Bearing 결함 검출 사례 

협력사소개주요사업 장비판매

01 엔진 결함 검출 가능 항목

ㆍ  대상부품 :   Main Bearings, Connection rod bearing, Oil pump 

gears, Chain train parts, Valves and valve seats, 

Piston and Piston ring

ㆍ  검출항목 :   Pitting, Abnormal Wear on mechanical parts 

Cracks, Ignition / misfiring / knocking

03 엔진 & 변속기 베어링 결함 검출 가능 항목

ㆍ  대상부품 :   Ball bearing, Roller bearing, Taper bearing, Needle 

bearing, Sleeve bearing

ㆍ  검출항목 :   Pitting, Race surface fatigue, Scoring on roller 

elements, Cracks in race, Wear, creeping, Fretting of 

bearing race, Cage defects

02 변속기 기어 결함 검출 가능 항목

ㆍ  대상부품 :   Planetary gears (sun, planet , ring), Spur gears, Bevel  

gears, Helical gears, Hypoid gears, Differential gears

ㆍ  검출항목 : Pitting, Spalling, Cracks

04 기타 검출 가능항목 

ㆍ  대상부품 :   Clutches, actuators, Governors, torque converter, 

Housing Engine, test stand gears, CV joints, cardan joints

ㆍ  검출항목 : Wear, Scores, Cracks



08 SOLIDWORKS S/W 판매 및 해석 기술용역

SOLIDWORKS 3D CAD

빠르고 편리한 아이디어의 구현 가능한 3D CAD

ㆍ  설계에 필요한 모든 기능 

SOLIDWORKS Premium 

SOLIDWORKS Professional 

SOLIDWORKS Standard

ㆍ  직관적 설계

ㆍ  기존 데이터의 재사용

ㆍ  빠르고 간단한 2D 도면 작성

ㆍ  혁신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

다양한 제품을 설계할 수 있는 Mechanical 3D CAD

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증된 3D CAD (2016년말 310만개)

ㆍ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통합 솔루션의 핵심 제품 

설계 검증, 데이터 관리, 기술 문서 솔루션과의 제한없는 확장성

ㆍ   PDM Standard & Visualize Standard를 무료로 제공 

ㆍ     SOLIDWORKS Professional & Premium 구매 시 영구 라이선스 및  

기간제 라이선스의 자유로운 선택 가능

    ㆍ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독창적 기능 

원활한 협업을 위해, 이종 CAD 데이터를 변환과정없이 활용하는 “3DInterconnect” 

2D 사용자가 기존 2D 데이터를 편리하게 3D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2D to 3D” 

History가 없는 형상의 Feature를 생성하는 “FeatureWorks” 

다양한 고급 메이트 (Gear, CAM, 경로, 프로파일 중심 등)을 활용한 실제와 같은 조립 조건 적용 

어셈블리의 시각적 이해 및 설계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어셈블리 시각화” 

3D Printer에서 많이 사용되는 STL 파일 불러오기



15

TO
TAL EN

G
IN

EER
IN

G
 C

O
N

SU
LTIN

G
 SER

VIC
E

SOLIDWORKS S/W 판매 및 해석 기술용역 협력사소개주요사업 장비판매

    ㆍ    빠른 업무처리를 위한 독창적 기능 

원활한 협업을 위해, 이종 CAD 데이터를 변환과정없이 활용하는 “3DInterconnect” 

2D 사용자가 기존 2D 데이터를 편리하게 3D로 전환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2D to 3D” 

History가 없는 형상의 Feature를 생성하는 “FeatureWorks” 

다양한 고급 메이트 (Gear, CAM, 경로, 프로파일 중심 등)을 활용한 실제와 같은 조립 조건 적용 

어셈블리의 시각적 이해 및 설계 개선방향 제시를 위한 “어셈블리 시각화” 

3D Printer에서 많이 사용되는 STL 파일 불러오기

SOLIDWORKS SIMULATION - 구조/모션 해석

다양한 형태의 구조 해석을 위한 FEA(유한요소해석) 솔루션

ㆍ    SOLIDWORKS와의 완벽한 통합 

설계 변경 시 해석 모델에 즉각 반영 

파일 변경을 위한 시간 & 노력 감소

ㆍ  SOLIDWORKS 3D CAD 설계 속성 유지 

재질, 메이트, 커넥터, 접촉 조건

ㆍ  설계와 설계 검증(해석) 동시 진행 환경 구축

ㆍ  최적화된 설계안 도출 

지오메트리 치수 및 재질 기반으로 최적화 수행

ㆍ    해석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과 함께 해석 결과를 표시 

제품 거동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정보 전달 및 공유

ㆍ  Motion & Flow Simulation 결과 불러오기

ㆍ  무료 3D CAD 뷰어인 eDrawings를 활용한 해석 결과 공유

Standard

선형 정적 시간기반모션

피로 경향 분석기

Premium

비선형 정적 선형 동적

비선형 동적 복합재

Professional

열

이벤트기반모션

진동수

압력 용기

좌굴

최적화

낙하 테스트

하위 모델링



08 SOLIDWORKS S/W 판매 및 해석 기술용역

SOLIDWORKS SIMULATION - Flow Simulation

유체 유동 및 열 전달 해석을 위한 범용 CFD(전산유체역학) 솔루션

ㆍ    SOLIDWORKS와의 완벽한 통합   

설계 변경 시 해석 모델에 즉각 반영 

자동 유체 영역 탐지 및 지오메트리 생성

ㆍ  직관적인 마법사 제공 

사용의 편의성 & 편리한 해석 관련 설정

ㆍ  강력한 솔버 및 메싱 기술 

사용자가 정의한 기준을 기반으로 자동화된 수렴 기능 제공 

유체 및 고체 영역에 대한 자동 메시 생성

ㆍ  최적화된 설계안 도출 

지오메트리 치수 및 유동 파라미터 기반

ㆍ  SOLIDWORKS Simulation으로 해석 결과 내보내기 

유체구조연성(FSI) 해석 수행

ㆍ  무료 3D CAD 뷰어인 eDrawings를 활용한 해석 결과 공유

Flow Simulation - Core 

내부/외부

복합 열전달

정상/비정상 층류/난류

회전체 다공성 매체 캐비테이션

비압축/압축 뉴턴/비뉴턴

유체구조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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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소개주요사업 장비판매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품에 대한 사출 성형 해석 솔루션

ㆍ    SOLIDWORKS와의 완벽한 통합 

설계 변경 시 해석 모델에 즉각 반영 

파일 변경을 위한 시간 & 노력 감소

ㆍ    사용의 편의성과 해석 설정을 위한 직관적인 마법사

ㆍ    다양한 수지 재질 라이브러리 제공 

사용자 정의 재질 사용 가능

ㆍ    비직교 복쉘 메시 

2개 이상의 메시 레이어가 필요한 영역에 자동으로 요소 추가

ㆍ    반응사출성형(Reaction Injection Molding) 및 

복굴절과 같은 고급 해석 수행

ㆍ    멀티코어 기술을 이용한 병렬 계산을 통해 신속한 

결과 획득

ㆍ    결과 조언자 

해석 결과에 대한 조언을 통해 설계에 대한 

개선 방향 안내

ㆍ    무료 3D CAD 뷰어인 eDrawings를 

활용한 해석 결과 공유

SOLIDWORKS SIMULATION – Plastics 사출성형 해석

Premium

고급 냉각

변형/뒤틀림

Professional

다중 캐비티

인서트 오버몰딩

러너 밸런싱

보조가스/밸브게이트

냉각 시간

코인젝션

체적 수축

섬유&복굴절

Standard

충전

웰드라인

미성형

공기갇힘

싱크마크

다중 게이트



09 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판매 및 해석 기술용역

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소개

ㆍ      SOLIDWORKS Simulation의 해석 영역을 3DEXPERIENCE Platform에서  

구동되는 ABAQUS 솔버를 이용하여 복잡한 비선형 구조 해석까지 확장

ㆍ    주요기능 

ABAQUS 비선형 솔버 사용 

SOLIDWORKS Simulation과 통합 

광범위한 재질 모델 

강력한 자동 접촉 

고급 메시 생성 도구 

협업 도구

고급 시뮬레이션을 위한 SOLIDWORKS Simulation의 기능 확장

On the Desktop

SOLIDWORKS
Simulation

SOLIDWORKS
Simulation

SIMULIA

SIMULIA

On the 3DEXPERIENCE Platfrom

Simulation
Engineer

소형크기의 단순한 문제 대형 크기의 복잡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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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판매 및 해석 기술용역 협력사소개주요사업 장비판매

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구조 해석 가능 항목

3DEXPERIENCE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한 구조 해석 솔루션

SOLIDWORKS 

Simulation과

'One-Click'연결

SOLIDWORKS 지오메트리와 재질, 하중, 경계 조건과 같은 시뮬레이션 피처의 통합

» 비선형 정적 스터디를 3DEXPERIENCE 시뮬레이션으로 변환 가능

»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SOLIDWORKS에 적용한 최신 버전으로 유지

Abaqus비선형

FEA 솔버

Abaqus 시뮬레이션 기술

» 비선형 정적 해석과 접촉, 대변형, 탄소성, 초탄성, 점탄성과 같은 비선형 재질 거동을 고려한 동역학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

» 순차적인 하중 이벤트, 열, 열ㆍ구조 해석, 진동수, 모달 동적 해석

향상된 메시

생성 도구

Mesh Creation

»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고품질 솔리드 & 쉘 메시 생성

» 사각형 / 삼각형 쉘 요소와 육면체 / 사면체 솔리드 요소를 자동 또는 수동 생성

» 규칙 기반 메시 생성 : 규칙 저장 및 재사용하여 자동 및 반복적으로 메시 생성

General

Contact

자동 접촉 탐지 알고리즘

» 다중 부품과 복잡한 지오메트리에서 훨씬 더 용이한 접촉 정의 가능

» 하나의 단일 정의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General Contact를 전체적으로 적용 가능

협업도구

Simulation Review

» 지오메트리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웹 기반 시각화 제공

» 3DSpace 앱 : 데이터를 저장하고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의 생성 및 관리



10 씨엘에스 협력사

회 사 명 (재) 자동차융합기술원

시 험 항 목 자동차 진동소음 시험, 자동차 및 부품 내구 시험, 

신뢰성 시험, 환경시험, 복합환경 진동시험, 동력성능 

시험, BSR 시험, 진동내구 시험, RLDA 시험,

전자파 시험 등

내구 시험 진동 시험

NVH 시험 동력성능평가

설계해석 / NC프로그래밍 역설계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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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에스 협력사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회 사 명 (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시 험 항 목 R&H 시험, 차량 내구 평가, 차량 진동 시험, 연비 및 

배출 가스 성능 측정, 차량 주행시 진동소음 시험, 

외부소음 시험, 등판로 시험 등

R&H시험 차량 내구 평가

차량 진동 시험 연비 및 배출가스 성능 측정

범용로 ITS 고속주회로



10 씨엘에스 협력사

회 사 명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시 험 항 목 전동기 인증시험, 전동기, 발전기 성능 시험, 구동 

드라이브 개발, 전동기 종합 성능 시험, 코깅토크 분석, 

풍력발전기 성능평가 등

Dynamo System for 
Wind Generator and EV Car

Chamber Type Dynamo System 
for EV Highspeed Motor

Total Performance Test System 
for the Motor of EV Car

Cogging Torque 
Analysis System

Superhigh Speed Motor 
peformance Test System

Electromotive Force and 
Cogging Torqu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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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에스 협력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회 사 명 (재)경북테크노파크 그린카부품기술연구소

시 험 항 목 실차 무향실 진동소음 시험, 차량 연비 측정 시험, 

진동내구 시험, 초가속 수명 내구 시험, 복합환경 

진동시험 등

ㆍ샤시 동력계를 이용한 자동차 주행시의 소음·진동(NVH)관련 연구

ㆍ음원의 소음레벨 및 분포도, 음향 파워 레벨 분석

ㆍ음향 인텐시티 및 음향성의 구조적인 분석

NVH 실차 다이나모미터

ㆍ자동차 부품의 진동소음 측정 및 분석

ㆍ자동차 부품의 RPM 변동에 따른 오더 분석

ㆍ경량화 기술이 적용된 부품의 소음진동 분석

진동소음 측정 장비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10 씨엘에스 협력사

회 사 명 울산테크노파크 그린카기술센터

시 험 항 목 전기차 모듈부품 복합신뢰성 평가, 

BMS, 배터리팩 평가, 전기차 주행장치 신뢰성 평가, 

전기차 구동모듈 개발, 전장부품 신뢰성 평가, 전기차 

모듈 및 단위부품 신뢰성평가, 배터리 열충격 특성 

시험 등

그린카기술센터

배터리 팩 및 모듈 충방전기 무소음가진 시험기

대용량 열충격시험기 전기자동차 전장부품 성능/신뢰성 평가 장비

방수/차폐 시험기 복합환경진동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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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에스 협력사

E-모빌리티연구센터 

E-모빌리티용 주행시험장

COLLA.LABE-모빌리티 개발

전기구동계 성능 평가 전기구동계 내구 평가 

협력사소개장비판매주요사업

회 사 명 자동차부품연구원 E-모빌리티연구센터 

연 구 분 야 E-모빌리티 설계 및 해석, 전기구동계 핵심부품 개발, 

전기구동계 성능 평가, 소음진동 및 전자파 평가, 

신뢰성 평가, 초소형 E-모빌리티 주행 시험 등



11 씨엘에스 보유 장비 및 S/W 리스트

시험용 보유 장비 및  S/W 리스트

해석용 보유 S/W 리스트

해석용 보유 장비 리스트

ㆍHP Z820 Work station

ㆍHP Single Unit Packaging

ㆍHP Z820 Country Kit

ㆍHP Z820 1125 W 90% Efficent Chassis

ㆍHP Dual Processor Air Cooling Kit

ㆍWin8.1Pro 64 downgrade to Win7 Pro 64

ㆍWindows7 64 Bit Factory Image Recovery

ㆍntel Xeon E5-2643 v2 3.5 1866 6C 1stCPU

ㆍIntel Xeon E5-2643 v2 3.5 1866 6C 2ndCPU

ㆍ512GB DDR3-1333(16×32GB)2CPU LR RAM

ㆍ512GB SATA 1st Soild State Drive

ㆍ2TB 7200 RPM SATA 2nd Hard Drive

ㆍ2TB 7200 RPM SATA 3rd Hard Drive

ㆍ  NVDIA Quadro K4000 3GB 1st GFX  

No cables included

ㆍHP USB Optical Mouse

ㆍHP USB Keyboard

ㆍ16X Super Multi DVRW SATA 1st ODD

ㆍHP 3/3/3 Warranty

ㆍHP Z24i24-lnch IPS Monitor

ㆍ기타 해석용 노트북 및 DESKTOP 등

ㆍLMS SCADAS 시스템 : 5 Set (각 40 CH)

ㆍ시험 및 분석용 Workstation급 노트북 : 6 Set

ㆍLMS SCADAS XS 시스템: 1 Set

ㆍ엔진 & 변속기 진동소음 및 내구 결함 조기 검출 장비 : RED-ANT 1 Set

ㆍ  가속도계, 마이크로폰, 임팩트 해머,  
타코미터, 라우드 스피커 등 기타 센서류

ㆍ시험용 S/W : TestLab, RED-ANT 등

ㆍABAQUS

ㆍHYPERWORKS, SIMLAB, FEMFAT

ㆍSOLIDWORKS

ㆍ3DEXPERIENCE Simulation Engineer 등

HYPEWORKS, SIMLAB,
FEMFAT 정품S/W설치확인서

ABAQUS 정품
S/W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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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에스 보유 장비 및 S/W 리스트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버스 산학협력센터 85514호

지사2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그린카기술센터 7층 704호

지사3 ｜   전남영광군 대마면 전기차1로 
199-4 COLLA.LAB 1층

지사1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동장산2길 6 
(재)자동차융합기술원 본관 1107호

12 씨엘에스 오시는 길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산학협력센터 85514호

TEL 031. 299. 6785    H.P 010. 3142. 2161    FAX 031. 299. 6782    E-MAIL info@ciels.co.kr

TOTAL ENGINEERING CONSULTING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