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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기기의 동력을 직접 측정하는 장비로 회전기기의 회전축을 결합하여 제동력을 가하거나 

회전을 시켜 속도, 파워, 전류, 효율 등 각종 특성을 직접 측정하고 평가하는 장비

데이터 해석 기술
 

시스템 제어 기술

Torque, RPM, 전압, 전류, 온도, 진동 등의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험대상의 성능 지표 

분석 및 고장 예측을 할 수 있는 데이터 해석 소프트웨어 기술

모터 성능 시험시 Torque 모드 운전 모터의 동기 속도 이탈시 발생할 수 있는 속도 발진 

현상을 미리 감지하여 부하 모터 및 시험 모터의 속도를 인터록하는 기술

데이터 계측 및 제어 기술

모터 시험 규격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

부하 모터 제어 및 각종 계측 센서의 데이터를 시험 환경 및 성능 평가 목적에 부합

하는 고정도의 데이터를 계측하여 사용자 친화적 소프트웨어 구현 기술

산업용 유도전동기의 최저효율제 및 전기차 구동모터의 실차주행모드 모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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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술분야

모터 적용 분야

대상 회전기기 전기모터, 발전기, 엔진, 감속기, 유압 및 공압 기기 등

자동차, 로봇, 항공, 조선, 일반산업 외

Dynamo System

이레산업(주)
다이나모 장비

동력 특성

N(Speed)-T(Torque) 커브
부하토크(Nm)

Speed (rpm)
Power (kW)
Current (A)
Efficiency (%)

부하모터 토크/스피드 센서 시험대상 모터

정유, 화학, 플랜트 펌프/팬

풍력발전

FA, 로봇가전

전기추진선박전기차 구동자동차 전장부품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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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기 성능시험 SW 손실분리 SW모터 다이나모 SW 액추에이터 성능시험 SW

운영 SW

구성도

제어 및 DAQ환경챔버

모터

인버터판넬결합Type

이레산업(주) 다이나모 시스템은 부하시스템, 테스트베드, 측정 및 제어시스템, 환경챔버, 운영 SW 등의 모듈로 

구성되며, 모터 성능 시험 뿐만아니라 인버터 테스트, EV배터리 성능 분석, 스마트 액추에이터, 로봇 감속기 

등 다양한 시험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가능

Dynamo System

System Diagram

커플링커플링

직류 전원
공급 장치

전동기 동력계
제어장치

전력 분석계

부하 토크
트랜스듀서

온도 챔버

시험용
전동기

시험용
인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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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시스템, 테스트베드, 제어 및 DAQ

Rated Power : 35 kW, Max Speed 15,000 rpm평가 범위

운영 SW

제어 및 DAQ

구성 내용

범용 다이나모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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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Dynamo System 
┃적용 분야┃

  산업용 유도기, 압축기용 모터, 펌프 구동 모터, 발전기 개발 및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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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시스템, 테스트베드, 제어 및 DAQ, 결합형 환경챔버, 양방향 DC 전원
공급장치

Rated Power : 260 kW, Max Speed 17,000 rpm평가 범위

구성 내용

EV 구동 모터용 다이나모 시스템 사양

운영 SW

결합형 환경 챔버

EV 구동 모터용 Dynamo System 

┃적용 분야┃

  EV, HEV, PHEV, FCEV 구동모터, 인버터 개발 및 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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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tor & Gearbox System

액추에이터 및 감속기 시스템 사양 

Power
(ALM)

Inverter
(Motor Unit)

Inverter
(Motor Unit)

Output
Servo 
Motor

Input
Servo 
Motor

Output
Torque

Transducer

Output
Angle

Encoder

Output
Bearing 

Unit

Test
Specimen
(Gearbox)

Input
Bearing 

Unit

Input
Angle

Encoder

Gear 
Box

시스템 구성

Running Efficiency Test Starting Torque Test No Load Running Torque Test

Gear Ratio Test Hysteresis Test Angular Transmission Error

시험모드

운영 SW

고정밀 기어박스 기준 최대 10,000 Nm 시험 가능사양

┃적용 분야┃

  로봇용 고정밀 기어박스 성능평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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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Test Main 화면 (Settings Tab)

다이나모 장비 설정이 가능하며, 진행하고자 하는 시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Power Supply 및 Power Analyzer 외 설정        ② 시료모터 정보 입력        ③ 부하모터 정보 입력 

④ 토크센서 정보 입력       ⑤ 서보 ON/RESET        ⑥ 시험모드 설정

다이나모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Dynamo System Software

시험데이터 디스플레이 화면 
(Test Tab)

시험을 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표시해주며, 

총 4개의 그래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험데이터 로드 화면 
(Report Tab)

저장한 시험데이터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리스트뷰 안에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그래프로 표시되고, 구간편집과 

표본데이터추출이 가능합니다.

시험모드

다이나모 시험모드는 총 10가지 입니다.

Test Mode

PID Control

Pattern Test

UI 상에서 패턴을 설정하거나 패턴 프로파일을 
불러와서 부하모터를 속도 혹은 토크 모드로 
제어할 수 있는 시험 모드

Rated Temp Test

시료 모터 정보(Test Motor Panel)에 
입력된 시료 모터 정보를 바탕으로 정격 부하 
시험(KS C IEC 60034-2-1:2014)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험모드

NL TEST

시료 모터 정보(Test Motor Panel)에 
입력된 시료 모터 정보를 바탕으로 
무부하 시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험모드

HILS

HILS 패턴 파일을 로드하여 부하 모터(토크)와
시료 모터(속도)를 제어하는 시험모드 

SCT

부하 모터를 무부하 상태에서 정격속도로 
구동하여 경년변화를 기록함 (장비의 경년 
변화를 보고 고장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시험모드)

Manual Test

제어모드(속도 혹은 토크)를 선택하고
Command와 Slope를 입력하여 부하 모터를 
제어하는 시험 모드

N-T Test

정격 토크와 구속 토크, 도달시간을 설정하여 
N-T 커브 시험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시험모드

LC TEST

시료 모터 정보(Test Motor Panel)에 입력된 
시료 모터 정보를 바탕으로 부하 곡선 시험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험모드 

Sailing Sim

HILS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부하 모터(토크)와시료 모터
(속도)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험모드

K S R 1183

실차 주행 모드 모사(KS R 1183:2018 ) 기능으로 
차량의 도심 주행(FTP) 혹은 고속도로 주행
(HWFET)프로파일을 로드하여 부하 모터
(속도)와 시료 모터(토크)를 제어하는시험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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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HEV

ROBOT

GEAR BOX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무인차 구동 부품 사전 성능
검증 시뮬레이터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EV구동부하 측정 시스템

삼성SDI

EV 배터리 충방전 시험용 다이나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성능 시험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로봇용 감속기 모멘트 감속기 시험기

엔젤로보틱스

200Nm급 로봇 액추에이터
다이나모 시스템

본시스템즈

사이클로이드 감속기 성능 평가 장비

센트랄

인휠 감속기 및 범용 시험기

(재)경남테크노파크

센서통합형 액추에이터 성능평가 장비

GENERAL 
INDUSTRY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액추에이터 신뢰성 인증 시험 장치

KAI

항공용 발전기 구동 시스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터빈 성능 평가 장비

한국전기연구원

250kW급 전기자동차 구동용 전동기 
성능 평가 시스템

(재)경남테크노파크

자동차 로봇센터 중형서보모터 
성능 평가 장비 (260kW)

호남대학교

50kW 다이나모 시스템

 로봇       자동차       에너지        항공        조선        일반산업

다이나모시스템 납품실적

Dynam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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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테크노파크_액추에이터

(500Nm/1,800rpm)
(1,000Nm/1,000rpm)
(2,000Nm/500rpm)

(재)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750kW/1,800rpm)

호남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재)경남테크노파크_소형

(61kW/10,000rpm)

한국전자기술연구원
(800Nm/800rpm)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3.3kW/35,000rpm)

(주)리얼타임웨이브
(138kW/30,000rpm)

(재)경남테크노파크_중형
(260kW/17,000rpm)

(재)자동차융합기술원
(5Nm/15,000rpm)

현대위아
(0.42kW/20,000rpm)

(재)자동차융합기술원
(0.15Nm/20,000rpm)
(1.5Nm/20,000rpm)

한국전자기술연구원
(10Nm/8,000rpm)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40kW/6,000rpm)

한국생산기술연구원
(7.5kW/15,000rpm)

군산대학교
(15kW/6,500rpm)

삼성SDI
한양대학교

(15kW/10,0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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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본사ㅣ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팔용동, 스마트업타워) 309~314호

ㅣ기업부설연구소ㅣ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팔용동, 스마트업타워) 304호

기술발전의 동력! 세상을 바꾸는 기술! H. www.ireatek.com    T. 055-266-25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