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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s INNOTEMS

All of the LabVIEW based Systems
for human needs
㈜이노템즈는 PC기반 제어 및 계측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검사 및 시험 시스템, 시스템 컨설팅을 수행하며, 특히 LabVIEW 기반 시스템 통합 LabVIEW based System Integration 및
의료분야 계측·분석 시스템, Fiber Laser Diode Driver 등을 개발하는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입니다.

History

2018’

2013’

01 - 2018 CES, LAS VEGAS USA 참가
03 - 대전테크노파크 2018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04 - 2018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선정)
08 - 중소벤처기업부 2018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12 - 무역협회 2018 수출백만불탑 선정

04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의료기기 테스트 및 관련 프로젝트 업무협력양해각서(MOU)
체결
08 -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
(특허 제 10-1296593호) 특허 등록
12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 110호) - 미래창조과학부

2017’
03 - 2017 CeBIT, Hannover Messegelaende Germany 참가
04 - 2017 Hongkong electronics fair spring edtion 참가
04 - 2017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고용노동부 선정)
06 - 2017 수출유망기업 선정 (대전테크노파크)
10 - 특허등록, 시설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제10-1790260호)
10 - 특허등록, 공기질 측정기를 이용한 통합 안전 시스템
(제10-1793594호)
11 - 2017 중국 심천 하이테크페어 참가
1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갱신 제R110501-02197호
12 - INNO-AirCare FCC 인증 획득

Employee
-oriented

R&D

2016’

Customer
Satisfaction
& Value
Know-how
& Service
Innovative
Solutions

03 - 2016 CeBIT, Hannover Messegelaende Germany 참가
2016 Automation World, KIMES 참가
04 - 2016 China International Medical Equipment Fair(CMEF),
Shanghai China 참가
06 - INNO-MEDU 상표등록(제40-1182427호)
07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110-2호)
10 - 2016 Global Sources Consumer Electronics Show fall edition
참가
11 - 2016 중국 심천 하이테크페어 참가
11 - 특허등록, 변형률가시화시스템(제10-1674416호)

2015’
04 - “LabVIEW와 Multisim을 이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출간
06 - INNO-MEDU 전파인증(MSIP-RMM-N05-INNO-MEDU)
07 - INNO-MEDU(상표 2015-0055512) 상표 출원
08 - 센서신호 분석 키트 디자인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 제 30-2015-0015158) 등록결정
08 - NIWeek 2015 Academic Forum, Austin in USA 참가
08 - 벤처기업 선정(제20150108716호)
12 - INNO-MEDU series 굿디자인(15BB010005) 선정

2014’
02 - 휴대용 레이저 변위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측정 시스템
(특허 제 10-1370294호) 등록
03 - 관평동 1332-1번지로 이노템즈 사옥 이전
06 - 심박동기 시뮬레이터 프로그램 등록(C-2014-013628)
09 - 대전광역시 2014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11 - 의료용 심박조율기 시뮬레이션 장치
(특허 제 10-2013-0099869) 특허 등록

2012’
01 - 다채널 절연저항 측정 장치(특허 제 10-2009-0002877호)
특허 등록
08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획득(제 2012-23371호)
12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련
“LabVIEW기반 FPGA를 적용한 멀티파렛시스템 개발” 협약

2011’
02 - 크레인 안전 진단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록(제167165호)
- 6축 모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록(제167169호)
- 녹색경영평가 B등급 획득(2010-05-00511)
03 - 수압펌프 테스트 프로그램 등록(제167766호)
08 - ISO 14001:2004 환경경영 인증 획득(F170411),
12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선정,
“노즐 검사 장치 및 방법”(특허 제 10-1096749호) 특허 등록
- LabVIEW기반 다채널 저항 측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
(2011-01-182-012145)

2010’
06 - 대전 벤쳐타운 장영실관으로 본사 이전
12 - CDMA를 이용한 원격지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록(제162623호)

2009’
03 - PC기반 다채널 오실로스코프 프로그램 등록(제146360호)
08 - ISO9001:2008 품질인증
09 - 주식회사 이노템즈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8’
06 - 주식회사 이노템즈 설립
- National Instruments社 Alliance 등록
07 - 대전지사 설립
- LabVIEW 교육센터 설립
08 - 벤처기업 선정(제2008105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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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Business Information

주요 수행 프로젝트 Major Performing Project

SI사업부 System Integration Dept.
National Instruments의 고품질 하
드웨어와 LabVIEW를 사용하여 고객
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System Integration

Data Acquisition

Vision

Motion

Data 측정 및 분석
검사 및 시험 시스템
각종 센서 계측

광학적 표면 분석
영상처리
각종 센서 계측

Servo·Stepper
속도 및 위치제어
다축제어 가능

Distributed I/O

PXI · SCXI

FPGA · cRIO

분산된 시스템 통합관리
Stand Alone(RT Based)
다양한 Module

시험·측정·데이터 수집
산업자동화
높은 신뢰성
다양한 Signal Conditioning Module

다양한 Digital 회로 설계
높은 확장성 제공

기업부설연구소 R&D Center.

자동차, 기계 Automotive & machinery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Atomic energy & renewable energy

DE-EV E Shifter 성능내구 시험기
DE-EV 시뮬레이터
FORD LVR 성능내구 시험기
ETRS Simulator
차고센서검사기
EPS모터 인덕턴스 측정기
KH E-Shifter 시험기
TAS 성능검사기
헤드라이트 순간단락 시험기
SNV시험기
LED배광시험기
CM Door Module 검사시스템 구축
TG Door Module 검사시스템 구축
실차용 측정 시스템 SS-VE100개발 성공
Wiper Carrier Assembly 비젼 검사 시스템 구축
CNG & Ne Regulator Tester 개발
차량용 ABS Motor 성능시험기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Seat 샤시 측정 시스템
차량용 전원 및 신호단 시뮬레이터 개발
배관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SISTA & FINCLS 시험설비
원자로건물 피동냉각계통(PCCS) 성능검증 실험장치
봉다발 부수로 실험장치
차압계측시스템
AGC모니터링 시스템
월 파형 파력발전 시스템
원전 고온/고압 밸브 및 펌프 성능시험기
열유동 프로그램
해상풍력 부식 진단 시스템 제작
열공급조절 축열조 모니터링
소듐 열유체 시험루프용 GUI System
메인터빈 시뮬레이터
주급수 시뮬레이터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
50kW급 파력발전 제어계측 시스템
GAS Hydrate System
태양광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전자 Electrical & electronic

체계화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로
고품질 의료기기제품을 제작하며, 고
객의 요구에 적합한 사양에 필요한 기
능을 적용한 간단하면서 안정적인 주
문형 임베디드시스템을 설계 제작합
니다.

각종 디지털 I/O 수집회로

IoT 노드 개발

아날로그 신호 수집회로

Digital Healthcare system 개발

Laser Diode Driver 개발

IoT 통합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념 설계

실제 회로 분석 및 설계

시험 PCB 제작 및 구동

제품 디버깅 및 완성

프로젝트 기안
프로젝트 기간 산정
제품 Spec 결정
소요 자원 예측

사용 부품(반도체) 설정
회로도 완성

PCB 아트웍
시험용 보드 제작

동작 펌웨어 제작
하드웨어 디버깅
완성품 인도
양산여부 결정

XML 변환 프로그램
NI CompactDAQ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Potable Diagnosis System
온도 및 화염 모니터링
EPS EOL Tester IC 소모전류 측정
3차원 초음파센서 프로브의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
Capacitance Measurement Program(SCT-256)
LCD Power Module 검사기 개발
휴대폰 카메라 엑츄에이터 검사기 시스템 제작
프린터 광파워 측정 및 시험장비 개발
밧데리(전지) 충격 시험 장비 프로그램 개발
SMIA, OQC 용 장비 개발
WNC, WLAN, BT 검사시스템 개발
휴대폰 진동 모터 검사시스템 개발
전기자전거 다이나모 시스템 구축
고출력 모듈전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구축
Wireless LAN 검사 및 측정 시스템 개발

중수로 연료교환기 헤드의 운전 및 성능시험 프로그램 개발

Lock in Amplifier 제작 및 개발
고창 실증 시험장 시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센서 기반 자료 취득 장치
터빈 조속기 성능 시험용 모의 신호 제어기
충격방지용 차단밸브 시험용 DAS 구축

On-Site 서보밸브 성능 시험기
Down Coiler Servo Controller System 개발
부재위치 인식 시스템 개발
KCC 도료 Dosing 프로그램 개발

국방, 항공, 우주 Defense & Aviation & aerospace
지상운용제어기
한국형발사체 안전장전장치(BSA) 점검장비
지상지원장비(2단 TVC&1단 구동장치)
한국형 발사체 파이로밸브용 착화장치 점검장비
50N추력기 시스템 원격 추력 측정 시험장비
UCAV사업 비행제어 통합시험환경
연소시험 제어계측 구축 공사
Filed profile Tester
2단 롤 제어구동장치 시스템 점검 장비 제작
온도 및 화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성 챔버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나로 1호 발사체 연료 관제 Simulation Test System
KUH(한국형 헬리콥터) 연료계통 지상 시험 Test System

보호의 성능 평가 Test System
Bio Aerosol Simulation Test System

의료, 교육, 기타 Health & education & other
중공업, 발전소, 플랜트 Heavy industry & Power station & plant
다상 유동 시험장치 데이터 획득 시스템
IMCS 진단장비 제어패널 제작
가스발생기 시험설비 제어계측 시스템
20-30m해리전파 측정 시스템
Creep 10채널 동시/개별 모니터링 시스템
유압시뮬레이터 제어 및 계측 시스템 개발
Energy Saving Controller 시스템 개발
Servo Valve On-Line 진단 시스템 개발
광양 포스코 서보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발전소 서보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보모터 제어 및 DAQ System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INNO-MEDU100)
IoT기반 엔지니어링 플랫폼(INNO-MEDU200)
페이스메이커 시뮬레이터
INNOCAR(아이패드를 활용한 차량운전시스템)
중추신경계 하지 재활 시뮬레이터 개발
교육용 장비 SS-ED100 납품
다채널 (256채널) CAP Tester 개발
Active Camer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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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Systems INNOTEMS

사업분야 Business Information

주요 수행 프로젝트 Major Performing Project

SI사업부 System Integration Dept.
National Instruments의 고품질 하
드웨어와 LabVIEW를 사용하여 고객
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System Integration

Data Acquisition

Vision

Motion

Data 측정 및 분석
검사 및 시험 시스템
각종 센서 계측

광학적 표면 분석
영상처리
각종 센서 계측

Servo·Stepper
속도 및 위치제어
다축제어 가능

Distributed I/O

PXI · SCXI

FPGA · cRIO

분산된 시스템 통합관리
Stand Alone(RT Based)
다양한 Module

시험·측정·데이터 수집
산업자동화
높은 신뢰성
다양한 Signal Conditioning Module

다양한 Digital 회로 설계
높은 확장성 제공

기업부설연구소 R&D Center.

자동차, 기계 Automotive & machinery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Atomic energy & renewable energy

DE-EV E Shifter 성능내구 시험기
DE-EV 시뮬레이터
FORD LVR 성능내구 시험기
ETRS Simulator
차고센서검사기
EPS모터 인덕턴스 측정기
KH E-Shifter 시험기
TAS 성능검사기
헤드라이트 순간단락 시험기
SNV시험기
LED배광시험기
CM Door Module 검사시스템 구축
TG Door Module 검사시스템 구축
실차용 측정 시스템 SS-VE100개발 성공
Wiper Carrier Assembly 비젼 검사 시스템 구축
CNG & Ne Regulator Tester 개발
차량용 ABS Motor 성능시험기 제작 및 프로그램 개발
자동차 Seat 샤시 측정 시스템
차량용 전원 및 신호단 시뮬레이터 개발
배관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SISTA & FINCLS 시험설비
원자로건물 피동냉각계통(PCCS) 성능검증 실험장치
봉다발 부수로 실험장치
차압계측시스템
AGC모니터링 시스템
월 파형 파력발전 시스템
원전 고온/고압 밸브 및 펌프 성능시험기
열유동 프로그램
해상풍력 부식 진단 시스템 제작
열공급조절 축열조 모니터링
소듐 열유체 시험루프용 GUI System
메인터빈 시뮬레이터
주급수 시뮬레이터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
50kW급 파력발전 제어계측 시스템
GAS Hydrate System
태양광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전기, 전자 Electrical & electronic

체계화된 전문인력과 축적된 기술로
고품질 의료기기제품을 제작하며, 고
객의 요구에 적합한 사양에 필요한 기
능을 적용한 간단하면서 안정적인 주
문형 임베디드시스템을 설계 제작합
니다.

각종 디지털 I/O 수집회로

IoT 노드 개발

아날로그 신호 수집회로

Digital Healthcare system 개발

Laser Diode Driver 개발

IoT 통합 플랫폼 개발

시스템 개념 설계

실제 회로 분석 및 설계

시험 PCB 제작 및 구동

제품 디버깅 및 완성

프로젝트 기안
프로젝트 기간 산정
제품 Spec 결정
소요 자원 예측

사용 부품(반도체) 설정
회로도 완성

PCB 아트웍
시험용 보드 제작

동작 펌웨어 제작
하드웨어 디버깅
완성품 인도
양산여부 결정

XML 변환 프로그램
NI CompactDAQ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Potable Diagnosis System
온도 및 화염 모니터링
EPS EOL Tester IC 소모전류 측정
3차원 초음파센서 프로브의 프로파일 측정 시스템
Capacitance Measurement Program(SCT-256)
LCD Power Module 검사기 개발
휴대폰 카메라 엑츄에이터 검사기 시스템 제작
프린터 광파워 측정 및 시험장비 개발
밧데리(전지) 충격 시험 장비 프로그램 개발
SMIA, OQC 용 장비 개발
WNC, WLAN, BT 검사시스템 개발
휴대폰 진동 모터 검사시스템 개발
전기자전거 다이나모 시스템 구축
고출력 모듈전지 성능평가 프로그램 구축
Wireless LAN 검사 및 측정 시스템 개발

중수로 연료교환기 헤드의 운전 및 성능시험 프로그램 개발

Lock in Amplifier 제작 및 개발
고창 실증 시험장 시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 센서 기반 자료 취득 장치
터빈 조속기 성능 시험용 모의 신호 제어기
충격방지용 차단밸브 시험용 DAS 구축

On-Site 서보밸브 성능 시험기
Down Coiler Servo Controller System 개발
부재위치 인식 시스템 개발
KCC 도료 Dosing 프로그램 개발

국방, 항공, 우주 Defense & Aviation & aerospace
지상운용제어기
한국형발사체 안전장전장치(BSA) 점검장비
지상지원장비(2단 TVC&1단 구동장치)
한국형 발사체 파이로밸브용 착화장치 점검장비
50N추력기 시스템 원격 추력 측정 시험장비
UCAV사업 비행제어 통합시험환경
연소시험 제어계측 구축 공사
Filed profile Tester
2단 롤 제어구동장치 시스템 점검 장비 제작
온도 및 화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위성 챔버 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개발
나로 1호 발사체 연료 관제 Simulation Test System
KUH(한국형 헬리콥터) 연료계통 지상 시험 Test System

보호의 성능 평가 Test System
Bio Aerosol Simulation Test System

의료, 교육, 기타 Health & education & other
중공업, 발전소, 플랜트 Heavy industry & Power station & plant
다상 유동 시험장치 데이터 획득 시스템
IMCS 진단장비 제어패널 제작
가스발생기 시험설비 제어계측 시스템
20-30m해리전파 측정 시스템
Creep 10채널 동시/개별 모니터링 시스템
유압시뮬레이터 제어 및 계측 시스템 개발
Energy Saving Controller 시스템 개발
Servo Valve On-Line 진단 시스템 개발
광양 포스코 서보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발전소 서보 밸브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서보모터 제어 및 DAQ System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INNO-MEDU100)
IoT기반 엔지니어링 플랫폼(INNO-MEDU200)
페이스메이커 시뮬레이터
INNOCAR(아이패드를 활용한 차량운전시스템)
중추신경계 하지 재활 시뮬레이터 개발
교육용 장비 SS-ED100 납품
다채널 (256채널) CAP Tester 개발
Active Camera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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