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유압 실습 장비 및 농기계 절개구조 사양서

Ⅰ. 목적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사업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협약업체에서 필요로하는 장비를 투명하게 구입 및 설치하고 교육의
최고의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교육장비를 이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4 차
산업에 맞는 AR, VR 시스템의 교육 장비를 활용하여 컨소시엄사업 교육에 있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협약업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제품을 구매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Ⅱ. 설치장소 :

대동공업㈜ 컨소시엄센터 기술교육동

Ⅲ. 교육 시스템 구입 장비 구성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1

전기유압실습장비

수요부 제시규격

대

2

2

증강현실용접시뮬레이터

수요부 제시규격

대

4

3

비례서보키트

3-1 2/2-WAY 솔레노이드 밸브(N.C)

N/C

EA

2

3-2 2/2-WAY 솔레노이드 밸브(N.O)

N/O

EA

3

3-3 2/2-WAY 핸드레버 밸브(N.C)

N/C

EA

3

3-4 2/2-WAY 핸드레버 밸브(N.O)

N/O

EA

2

3-5 4/2-WAY 핸드레버 밸브

0~120kgf/cm2

EA

3

3-6 4/3-WAY 핸드레버 밸브(PABT 차단형)

0~120gf/cm2

EA

3

3-7 4/3-WAY 핸드레버밸브(ABT 접속형)

0~120kgf/cm2

EA

3

3-8 4/3-WAY 핸드레버밸브(ABPT 접속형)

0~120kgf/cm2

EA

2

3-9 4/3-AY 솔레노이드밸브(PABT 차단형)

0~120kgf/cm2

EA

3

3-10 4/3-WAY 솔레노이드밸브(ABT 접속형)

0~120kgf/cm2

EA

2

EA

3

3-11 4/3-WAY 솔레노이드밸브(ABPT 접속형)

0~120 kgf/cm2

3-12

비례제어밸브(조이스틱형)

35 kgf/cm2

EA

2

3-13

조향핸들 밸브

0~120 kgf/cm2

EA

2

3-14

양로드 실린더

0~120 kgf/cm2

EA

3

4

트랙터 구조교육실습장비

수요부 제시규격

대

1

5

이앙기 구조교육실습장비

수요부 제시규격

대

1

1. 전기유압실습장비
가. 일반사항
현재 가장 중요한 교육 과정인 전기유압 교육과정을 통하여 훈련생들에게 농기계의
전반적인 전기 유압 시스템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추후 응용전기유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플렛폼을 제공을 해야 한다.
아래에 제시하는 특성 및 표준 사양을 반드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 성
1. 다양한 종류의 전기 및 유압 부품들로 구성되어 순수유압, 응용유압, 전기유압, Relay 및
PLC 에 한 응용제어실습 등을 할 수 있어야하며 서보유압 교육장비와 연계실험 실습이
가능하여야 한 다. 또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용 보조
자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2. 프로파일 패널(Profile Panel)로 된 Working board 에 착탈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든
부품들을 고정할 수 있으며 고정된 부품들은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도면의 회로도와 같이
수평, 수직으로 자유자재로 유압 모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착탈 방법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각종 유압 모듈을 효과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식 부품보관대가 별도
구성되어야 한다.
4. 각 모듈의 PANEL 상부에는 KS 규격에 따른 유압 및 전기 Symbol 과 명칭이 실크 인쇄
되어 있어 유압밸브의 기호숙지와 회로결선이 용이하며 보관 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5.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PC 기반제어 비례유압, 서보유압제어 실습이
가능해야 한다.
6. 유압부품의 커플러는 체크밸브가 내장되며 2 단 실링 구조로써 오일이 누유 되지

않아야 한다.
7. 장비 확장 시 유압, 전기유압, 서보ㆍ비례유압장비는 반드시 한 실습테이블내에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8. 전기적 제어기기의 부착은 부품과 동일한 클램프 장치를 이용하여 실습테이블의
상부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9. 전기적인 연결용 4mm 소켓형의 케이블 세트는 반드시 4mm 안전플러그 타입이어야
한다.
10. 실습안전을 위하여 DC 24V 로 구동되어야 한다.
11. 전기적 제어기기는 견고한 알루미늄 명판과 케이스를 이용하여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2. 추후 PC 컨트롤 단말기 추가 구입 시 Matlab/Simulink 와 Link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되어야한다.
13. 기존 납품된 제품 100% 호환이 되어야한다.
다. 구성장치 세부사항
1. 유압 실습용 단면테이블 : 1SET
1) Working Table
- 크기 : 1600(L) x 800(W) x 1700(H)mm 내외(프로파일 구조물)
- 부품 보관함(철재서랍)(2ea) : 1 열 4 단(슬라이드레일방식) 및 KEY-LOCK 의
시건장치 포함
- 상판 : 철재 흑색도장
- 이동식 바퀴부착(Locking 가능)
2) Working Board
- 실습판크기 : 1200(L) x 750(W)mm 내외
- 알루미늄 프로파일 타입 : Slot 25mm
- 전기마운팅 프레임 부착
2. 유압파워유니트 : 1SET
- 모터 AC220V 단상, 0.75KW
- 외접 기어펌프 형
- 토출유량 3ℓ / min
- 사용압력 : 5~100 kgf/cm2

- 탱크용량 : 30 ℓ
- 압력게이지 부착형
- 필터부착 오일 주입구, 유면계, 온도계부착
3. 과부하차단기 : 1EA
- POWER LED 표시등 내장
- AC 220V 단상용
- 최대허용전류 : 15A
- 알루미늄 케이스 & 실습테이블 부착용 클램프
4. 배관용 호스세트 : 1SET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사용온도 : -40℃ ~ 125℃
- 최소굽힘반경 : 80mm
- 600mm:12ea, 1000mm:6ea, 1500mm:2ea
5. 유압호스걸이 : 1EA
- 유압테이블 측면부착용
- 20 개 이상 부착가능
- 철제 L 형 굽힘 TYPE
6. 테이블용 PT 분배기 : 1EA
- 실습테이블 유압상판 부착형 PT 분배 블럭
- 유압 커플링 P 포트: 2 개, T 포트: 4 개, 하부:2 개 부착
7. 액주관 : 1EA
- 유량측적용 : 2ℓ
- 유압 커플링 4 개 부착
- 내압 방지용 소음기 1 개 부착
- Overflow 보호 장치 내장
- 핸드 밸브 부착
8. 압력제거기 : 1EA
- 잔압제거용
- 수동조작형

9. 유압작동유 : 2EA
- ISO VG32
- 20 리터/캔
10. 단동실린더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피스톤 직경 : 25mm
- 피스톤로드 직경 : 18mm
- 실리더 행정거리 : 200mm
11. 복동실린더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피스톤 직경 : 25mm
- 피스톤로드 직경 : 18mm
- 실리더 행정거리 : 200mm
12. 투명복동실린더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40 kgf/cm2
- 피스톤 직경 : 25mm
- 피스톤로드 직경 : 18mm
- 실리더 행정거리 : 200mm
13. 2/2-WAY 롤러레버밸브(N.O)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스템작동형 밸브
14. 3/2-WAY 핸드레버밸브(N.C)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동작방식
15. 직동형 압력릴리프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동작방식
16. 간접작동형 압력릴리프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동작방식
17. 체크밸브(5BAR) : 2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개방압력 : 5 kgf/cm2
18. 간접작동형 체크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동작방식
- 파일럿 작동
19. 일방향유량조절밸브 : 2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유량 : 10ℓ/min
- 체크밸브 개방 압력 : 1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20. 양방향유량조절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유량 : 10ℓ/min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21. 압력보상형 유량제어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 압력보상기구 내장
22. 차단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23. 감압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24. 카운터밸런스 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 외부 드레인
25. 압력시퀀스 밸브 : 2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수동조절방식
- 외부 드레인
26. 유압모터 : 1EA
- 최대사용 압력 : 120bar
- 최대회전 속도 : 1950rpm
- 리턴라인 최대허용 압력 : 50bar
- 변이용량 : 8.2 ㎤
- 모터구조 : 공전식
- 유량 : 8ℓ/min 이상
27. 압력게이지 : 3EA
- 측정압력 범위 : 0~100 kgf/cm2
- 정도 1.6%

- 완충유 : 글리세린
- 작동유체 : 유압
- 게이지직경 : Φ60
28. 압력게이지 부착형 분배기 : 1EA
- 측정압력 범위 : 0~100 kgf/cm2
- 정도 1.6%
- 완충유 : 글리세린
- 작동유체 : 유압
- 게이지직경 : Φ60
- 분배용 콘넥터 4 개
29. T 형 컨넥터 : 4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30. 2/2-WAY 솔레노이드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1. 3/2-WAY 솔레노이드밸브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2. 4/2-WAY 편솔레노이드밸브 : 2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3. 4/2-WAY 양솔레노이드밸브 : 2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4. 4/3-WAY 솔레노이드밸브(PT 접속형)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PT 접속형_바이패스형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5. 4/3-WAY 솔레노이드밸브(PABT 차단형)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PABT 차단형_ALL BOLCK TYPE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6. 4/3-WAY 솔레노이드밸브(ABT 접속형) : 1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ABT 접속형_ABT 접속형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37. 압력스위치 : 1EA
- 사용압력 : 10 ~70 kgf/cm2

- 히스테리시스 : 약 15%
- 최대 부하율 : 5A 이상
- 접점구성 : 1c
- 수동 설정 방식
38. 푸시버튼 스위치 모듈 : 2EA
- 2 개의 복귀형 푸시버튼 스위치
- 1 개의 유지형 푸시버튼 스위치
- 램프 내장형
- 전원표시용 LED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39. 비상스위치모듈 : 1EA
- 사용전압 : DC24V
- 전원표시용 LED
- 작동방식 : 머쉬룸 잠금장치
- 접점 : 1a, 1b
- 접점부하 : 최대 5A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40. 3 쌍릴레이모듈 : 2EA
- 사용전압 : DC24V
- 전원표시용 LED
- 접점구성 : 릴레이별 4C 접점
- 접점부하 : 최대 5A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41. 디지털 타임릴레이모듈 : 1EA
- 사용전압 : DC24V
- 전원표시용 LED
- 접점 : 2a, 2b
- 접점부하 : 최대 5A
- 설정시간 : 0~99 초 또는 0~9.9 초 시간설정가능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42. 디지털 카운터모듈 : 1EA
- 사용전압 : DC24V
- 전원표시용 LED
- 접점 : 3a, 1b
- 접점부하 : 최대 5A
- 설정단위 : 1~99
- 디스플레이 : 설정값 2 자리, 현재값 2 자리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43. 전기분배기모듈 : 1EA
- 사용전압 : DC24V
- 전원표시용 LED
- 양방향성 LED lamp 8 개
- 부저 : 2 개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44. 포토센서 : 1EA
- 전원전압 : DC 12V ~ 30V
- 스위칭거리 : 100mm
- 응답속도 : 3ms 이하
- 출력타입 : PNP 형
- 출력전류 : 정격 100mA
- 안전소캣 사용, 고정용 클램프
45. 정전용량형센서 : 1EA
- 전원전압 : DC 10V ~ 30V
- 스위칭거리 : 15mm
- 스위칭주파수 : MAX 100Hz
- 출력타입 : PNP 형
- 출력전류 : 최대 200mA
- 안전소캣 사용, 고정용 클램프
46. 유도형센서 : 1EA

- 전원전압 : DC 10V ~ 30V
- 스위칭거리 : 4mm
- 스위칭주파수 : MAX 800Hz
- 출력타입 : PNP 형
- 출력전류 : 최대 400mA
- 안전소캣 사용, 고정용 클램프
47. 전기리밋스위치(좌) : 2EA
- 접점정격 : DC 24V,5A
- 접점 : 1c
- 기계식롤러레버 전기스위치
- 안전소켓 사용 / 고정용 클램프
48. 전기리밋스위치(우) : 2EA
- 접점정격 : DC 24V,5A
- 접점 : 1c
- 기계식롤러레버 전기스위치
- 안전소켓 사용 / 고정용 클램프
49. 전기리밋스위치(중) : 1EA
- 접점정격 : DC 24V,5A
- 접점 : 1c
- 기계식롤러레버 전기스위치
- 안전소켓 사용 / 고정용 클램프
50. 전원공급기모듈 : 1EA
- 입력전압 : AC 220V, 50/60Hz
- 출력전압 : DC 24V
- 출력전류 : 5A
- 전원표시용 : LED
- 안전소켓사용 / 알루미늄케이스 & 명판 / 고정용 클램프
51. 전기케이블셑 : 1SET
- 케이블 색상 : 적색, 청색, 흑색
- 케이블구성 : 색상별 1000mm, 500mm, 250mm

- 고탄성재질
- 4mm 안전형케이블
52. 스탠드형 전기케이블 걸이 : 1EA
- 5 륜 이동형 캐스터
- 높이 조절형
53. 전기.유압 자석식 기호세트 : 1SET
- 자석부착형 교보재
- 전기회로 및 유압회로용 표준심벌로 구성
54. DC 모터 유닛 : 1EA
- 사용전압: DC24V
- 고정 브라켓(절곡형)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마운팅 클램프
55. 스테핑모터 유닛 : 1EA
- 사용전압: DC24V
- 고정 브라켓(절곡형)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마운팅 클램프
56. 3 상 AC 모터 유닛 : 1EA
- 사용전압: DC24V
- 회전판 및 보호커버
- 고정 브라켓(절곡형)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마운팅 클램프
57. DC 모터 드라이버 모듈 : 1EA
- 사용전압: DC24V
- PWM 가변속 제어가능(볼륨 및 외부제어)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58. 스테핑모터 드라이버 모듈 : 1EA

- 사용전압: DC24V
- 1Pulse/2Pulse 전환가능
- 모터작동전류: 1.3A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59. 3 상모터 인버터 모듈 : 1EA
- 사용전압: AC220V
- 주파수 설정 분해능 : 디지털 지령 - 0.1Hz, 아날로그 지령 - 0.06Hz
- 주파수 정도 : 디지털 지령 운전 - 최대 출력 주파수의 0.01%
: 아날로그 지령 운전 - 최대 출력 주파수의 0.1%
- V/F 패턴 : 리니어, 2 승저감, 사용자 V/F
- 과부하 내량 : 150% 1 분
- 토오크 부스트 : 수동 토오크 부스트, 자동 토오크 부스트
- 운전 방식 : 로더/단자대/통신운전/리모트 로더 중 선택
- 주파수 설정 : 아날로그 방식 : 0~10[V], -10~10[V], 0~20[mA], 4~20[mA]/
디지털방식 : 로더
- 운전기능 : PID 제어, 업-다운 우전, 3-와이어 운전
- 다기능 단자 : 8 점
- 다기능 오픈컬렉터 단자 : 고장출력 및 인버터 운전상태 출력
- DC 24V 100mA 이하, (NO,NC) AC250V 1A 이하, DC30V 1A 이하
- 아날로그 출력(AM) - 0~10Vdc(100mA 이하) 출력 주파수, 출력전류, 출력전압,
인버터 직류전압중 선택가능
- 트립 : 과전압,저전압, 과전류,지락 전류 검출, 인버터 과열, 전동기 과열출력 결상,
과부하 보호, 통신 오류, 주파수 지령 상실, 하드웨어 이상, 냉각팬 이상
- 순시 정전 : 15 msec 이하 - 운전계속(정격입력전압, 정격출력이내일 것)
: 15 msec 이상 - 자동 재시동 운전 가능
- 보호구조 : 개방형 (IP 20), NEMA TYPE1(Option)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60. AC3 상 전원 모듈 : 1EA
- 입력전압: 단상 AC220V

- 출력전압: 3 상 AC220V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61. MCCB 모듈 : 1EA
- 극수 : 3P
- 정격전류 : 15A 이상
- 정격전압 : 220V
- 과전류 트립(Trip)방식 : 열동형 Coil Magnetic 방식
- 개폐수명 : 기계적,전기적 - 20,000 회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62. MC + 열동형 계전기 모듈 : 2EA
- 전자접촉기 Magenetic Contactor
- 정격전류(AC 440V 기준) : 5A
- 조작전압 24~600V
- 정격 : 2.7kW 7A
- 통전전류 : 20A
- 수명(만회) : 250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마운팅 클램프
63. 아날로그 타이머 모듈 : 1EA
- 전원전압 : 100-240VAC 50/60Hz, 12-24VAC/VDC 겸용(Option)
- 허용전압젼동범위 : 전원 전압의 90 ~ 110%
- 소비전력 : 약 4.5VA(240VAC 60Hz), 약 2.5w(24VDC)
- 복귀시간 : 500ms 이하
- 최소 신호폭: 약 20ms
- 무전압입력 : 단락시 임피던스 : 470Ω 이하
- 타임동작 : Power ON Start 방식
- One shot 출력시간 : 0.05~5sec
- 제어출력 : 접점구성 - 한시 SPDT(1c)

접점용량 - 250VDC 3A 저항부하
- 릴레이수명 : 기계적 - 1000 만회 이상
전기적 - 10 만회 이상 (250VAC 3A 저항 부하)
- 전원연결 단자(안전소켓형)
- 알루미늄 명판/케이스 및 마운팅 클램프
64. 스핀들 이송 유닛 : 1EA
- 모터 커플링 부착
- 스트로크: 300mm
- 볼스크류형
- 리미트스위치(fwd, bwd, org)
- 마운팅 클램프
65. 유량측정센서 : 총 5 EA
- 센서 타입의 유량측정기
- 유량범위: 0~10 lpm
- 퀵커플링 부착형 블럭
66. PC 제어 소프트웨어 : 1EA/총 SET(20 USER 용)
- Real-Time Kernel 제공
- Microsoft Visual Studio 2010 Professional Version 에 통합된 개발 환경
- IEC61131-3 언어(LD, ST, FBD, IL, SFC)를 지원
- C/C++, .NET Programming 을 지원해야 한다.
- C/C++을 이용해서 실시간(Real-Time) 제어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에서 모두 동작해야 한다.
- Windows CE 에서 제어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 Windows OS 의 64Bit Version 을 지원해야 한다.
- Multi-Core CPU 를 완벽히 지원해야 한다.
- Multi-Core CPU 별 제어프로그램 실행 환경을 정의할 수 있는 설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시퀀스제어, 모션제어(Point to Point, Interpolation), CNC 제어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 국제표준(IEC, ISO) 및 한국표준(KS) 산업용이더넷 통신인 EtherCAT Master

Driver 와 Configuration Tool 을 제공해야 한다.
- 산업용이더넷 통신인 Profinet, Ethernet/IP 를 지원해야 한다.
- System Configuration Tool 을 제공해야 한다.
- 추후 PC 컨트롤 단말기 추가 구입 시 Matlab/Simulink 와 Link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되어야한다.
- 웹서버/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에서 제어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를 제공해야 한다.
67. 자동화 응용제어 시뮬레이션 : 1EA/총 SET(20 USER 용)
- 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설치로 공압시스템,
유압시스템, PLC 프로그래밍, 머신 시뮬레이터, 머신 에디터, HMI 작화, 머신
비전, 하드웨어 연동 기능이 동시에 가능해야 한다.
- 프로그램 툴은 표준언어인 래더(LD), 시퀀셜펑션차트(SFC), 펑션블럭다이어그램
(FBD), 스트럭쳐텍스트(ST)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한다.
- 프로그램 툴은 실제 PLC 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편집, 컴파일, 다운로드,
CPU 실행/정지, 모니터링 등의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 머신 시뮬레이터는 3D 그래픽 영상과 효과음으로 실제와 같은 현실성이 구현
되어야 한다.
- 머신 시뮬레이터는 함께 설치되는 PLC 프로그램 툴로 제어될 뿐만 아니라 인터
페이스모듈을 이용하여 실제 PLC 와 실배선을 통해서도 제어되어야 한다.(실제
사용하는 PLC 또는 기타 제어기의 기종에 상관없이 머신 시뮬레이터와 연결이
가능해야 함)
- 머신시뮬레이터에는 입력과 출력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 시뮬레이션 기능은 컨베이어 시스템, 팔레타이징로봇, 패키징시스템, 엘리베이터,
공항물류시스템 등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18 가지 이상의 실제 산업현장의 다양한
자동화시스템을 선택하여 PLC 로 제어 할 수 있어야 한다.
- 시뮬레이션 되는 화면 안에서 마우스로 조작패널의 스위치를 누르거나 작업물을

옮기는 등의 인터랙티브한 증강현실이 구현되어야 한다.
- 마우스와 키보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머신 에디터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거나 추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지멘스 시뮬레이션 드라이버를 추가할 경우에 지멘스 STEP7 프로그램과 호환
가능해야 한다.
- 표준 OPC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벡호프 TwinCAT, 로크웰 RSLogix 와
같은 다른 제어 소프트웨어와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 인터페이스 모듈의 연결은 USB, 시리얼, 패러럴, 이더넷으로 연결 가능한
드라이버를 제공해야 하며, 디지털 입출력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신호도 제어
가능해야 한다.
- HMI 에디터에는 버튼, 스위치, 램프, 콤보박스, 체크박스, 프로그레스바, 상태
그래프, 게이지, 탱크와 밸브, 수치표현과 입력 등의 다양한 심벌과 기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손쉽게 HMI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Virtual panel 을 이용하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으로 시뮬레이터를
원격으로 조작 가능해야 한다.
- 비주얼 컨트롤 기능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웹캠을 통해 머신 비전기
능 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생산자동화 기능사, 산업기사 장비 시뮬레이터가 가능하여야 한다.
- 멀티미디어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유압 동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한다.
라.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 납 기 : 발주 후 60 일
□ 분할 납품 여부 : 일괄 납품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프로그램 설치 CD : 1ea
□ 키락 : 1ea
□ 사용자매뉴얼 : 1 권
□ 매뉴얼 보관용 하드 커버 케이스 : 1ea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2. 증강현실용접시뮬레이터
가. 일반사항
아래에 제시하는 특성 및 표준사양을 반드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 성
1. 증강현실 용접교육 솔루션은 증강현실을 이용한 용접훈련 시스템으로, 교육관리
시스템, e-러닝 플랫폼,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 분석모듈, 모바일 앱 등을 포괄하는
용접 교육 훈련용 일체용 장비가 되어야 한다.
2. 교육관리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학생 시뮬레이터 관리, 이론 모듈의
업로드, 용접 실습의 분석 및 평가, 리포트, 모재의 업그레이드, 가스, 용접봉, 시편
등 교육과 관련한 거의 모든 내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관리 시스템은 용접 훈련 시뮬레이터와 WI-FI 를 이용하여 통신하며, 학생들
을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이론/실습/시험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4. 교육관리 시스템은 용접코스/학생/모듈 및 가상 교실로 구성되며, 교육자가 학생용
용접코스/모듈/과업 등을 설정하고, 분석모듈을 통해 용접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저장하며 저장된 용접데이터를 영상형태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한다.
5. 교육관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분석모듈은 용접 장면을 3D 형태의 비디오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원래 용접영상 뿐만 아니라 영상의 확대/축소, 좌/우 이동, 보는 각도
변화를 통해 학생들의 용접 장면을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6. 교육관리 시스템은 국제 용접사 자격기준에 준하는 실습 코스를 90 가지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실습코스는 해당 용접학회의 공인된 WPS 가 사용되어야 한다.
7.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해 교육자는 언제 어디서나 학생들의 과업생성, 운영, 감독,
학생실습, 이론 등에 연결하여 완벽히 제어할 수 있어서 업무를 보다 쉽고 효과적
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8. 교육관리 시스템의 코스는 명칭, 설명, 이론시간, 증강현실 훈련시간, 실습시간,
교실, 용접작업장, 훈련센터, 강사 등을 기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E-러닝 플랫
폼과 연동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9.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학생을 선택하면, 해당 학생이 수행해야 할 코스, 과업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며, 과업리스트에서는 과업 실행시간, 실행여부를 눈으로
즉각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실행부분을 클릭하면 실행에 대한 분석이 가능
하여야 한다.
10. 교육관리 시스템에서의 과업은 이론/실습/시험으로 구성되며, 이론은 PDF 파일로
업로드가 가능하여야 하며, 실습은 해당 WPS 를 복사, 편집, 혹은 새로운 WPS 를
생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험은 문항수를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어
야 하며, 편집/삭제/추가가 쉽고, 대답 문항수도 무제한 추가가 가능하고 정답의
선택이 단수 혹은 복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11. 교육관리 시스템의 과업 중 실습은 초급, 중급, 고급의 난이도 설정이 가능하며,
초급은 +/-20%, 중급은 +/-10%, 고급은 중급과 동일한 난이도이나 용접 가이드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되어 학생들의 용접기능 향상에 따라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12. 교육관리 시스템의 과업 중 실습에서 교육자는 학생들이 실습을 해야 할 횟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코스에 따라 학생들의 연습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13.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설정 가능한 용접 가이드 아이콘은, 이동속도, 아크길이, 전류,
유량, 비드, 이송각도, 작업각도, 전류, 전압, 스틱아웃, 스패터, 직진도, 기공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각의 아이콘을 사용할지 여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4. 실습을 위해서 용접 프로세스 종류, 조인트 타입, 모재 종류, 용접 자세, 두께
그리고 용접 타입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여러 패스 용접을 하는 경우 각
패스마다, 전류, 전압, 유량, 위빙방법을 포함한 테크닉, 비드 위치, 토치와 용접봉
에 대한 데이터 등 별도의 파라미터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15. 용접훈련용 학생 시뮬레이터는 스크린이 부착된 본체, MIG-MAG/TIG/MMA
용접토치, 용접봉, 시편, 다양한 위치연습용 용접대, 증강현실용 용접헬멧,
이동용 항공케이스, 라우터로 구성된다.
16. 학생 시뮬레이터의 전면 조작 패널은 전류, 전압, 와이어 송급속도 조절 노브,
네비게이션 노브, 증강현실 시작 버튼, LED 조명 조절 버튼, 사운드 크기 조절
버튼, MMA 용접봉 조명 조절 노브 등으로 구성되며, AC, DC+, DC- 용접 출력
방식 선택 스위치, 용접면의 줌인/줌아웃 및 MIG 용접의 2T-4T 선택 스위치가
전면 패널에 있어 실습 시 선택이 쉽도록 해야 한다.
17. 용접 시편은 파이프 용접 학습을 위한 파이프 버트 용접 시편과 파이프 T-조인트
시편을 포함한 5 종류가 공급되어야 한다. 파이프 용접 교육을 위해 IIW 용접
관련 공인된 WPS 로 구성된 다양한 파이프 용접전용 실습 코스(SMAW 8 종류,
GMAW 9 종류, FCAW 8 종류, GTAW 8 종류)가 제공되어야 하며, 용접실습 코스
에 사용되는 파이프 용접 자세는 오버헤드, 파이프 직각 고정, 45 도 고정, 파이프
수평 회전, 파이프 수직 고정, 복합 포지션(고정 파이프의 수직상진과 수직하진),
45 도 고정상태의 상진/하진 용접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8. MIG-MAG 용접 중 시뮬레이터 스크린에는 단락이행, 입적이행, 스프레이 아크
이행 등의 이행방식이 표기되며, 용접 사운드도 이행방식에 따라 차이를 두어
학생들이 현장감을 높이도록 한다.
19. 용접시뮬레이터는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원격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20. 용접 시뮬레이터는 다수의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초기 화면에서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로그인하도록 한다.
21. 학생들에게 현장감을 주기 위해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실제 시편과 유사하
게 처리되어야 하며, 용접 사운드가 용접면과 외부 스피커를 통해 들리도록 하며,
사운드 크기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2. 학생 시뮬레이터는 난이도별 혹은 단계별로 용접훈련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실습이나 시험 후 일정 점수를 얻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교육 관리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23. 용접훈련용 시뮬레이터는 각기 다른 분야와 전 세계의 프로그램(자동차, 해군,
에너지,광 선, 오일&가스, 항공, 해안 등)에 따라서 수요자의 어떠한 특정요구사항
(이음새, 소모품, 공작물 두께 등)이라도 용접시뮬레이터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24. 용접토치는 학생들이 현장감을 느끼도록, 실제 용접토치는 제작하고 사용되는
전문 토치 제작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25. 증강현실용 용접헬멧은 2 개의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뮬레이터의 관리자
모드에서 자동 캘리브레이션과 수동으로 화이트 밸런스, 노출/게인 등의 밝기,
포커스 세팅이 가능하며, 관련 캘리브레이션 요령을 담은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학생 시뮬레이터는 단독형 혹은 네트워크형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관리자 모드
에서 이에 대한 선택으로 쉽게 변경 가능하여야 한다.
27. 모바일 앱은 EN/ISO 6947 에 의한 모든 용접자세에 대한 교육과 시험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3D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한 이미지를 보면서 용접방법/
조인트 방법/용접 자세를 선택하도록 한다. 용접자세는 미국 규격과 유럽 규격을
포함하며,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28. 이-러닝 플랫폼은 학생들이 교실이나 실습실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론교육
을 받고 교육과정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9. 분석모듈은 교육 관리시스템과 학생 시뮬레이터에서 모두 볼 수 있으며, 기술,
파라미터, 문제점 요소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0. 증강현실 용접훈련 시스템의 안정감을 위해, 시스템의 제작업체는 세계 증강현실
관련 수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31. 시스템의 제작업체는 해당 국가의 용접협회에서 공인한 WPS 를 시스템에 제공
하여 실습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접코스와 프로그램의 확장성을 위해 세계적인
용접 학회인 독일 DVS 와 미국 AWS 와 업무 제휴를 갖고 있으며 해당 용접 코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2. 학생들의 용접 기능사 등의 시험을 돕기 위해, 관련 용접 실습 코스와 함께 WPS 가
탑재되어 제공되어야 한다. 관련 용접코스는 GTAW, GMAW-MIG, SMAW 를
포함하며, 시험 실습과 유사한 6 가지 이상의 용접 조건과 함께, 비슷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ROOT GAP 과 이에 대한 용접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33. 학생들의 오일 가스 관련 실습 테스트와 WPS 학습을 위해, 관련 WPS 와 실습
코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WPS 는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WPS 로서 용접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Tensile Test, Guided Bent Test,
Notch-Toughness Test, Charpy V-Notch Impact Test, Hardness Test 를 포함한
Lab Test Report 도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다. 구성장치 세부사항
1. 교육 관리 시스템
1) 코스, 학생, 모듈 그리고 가상교실로 크게 구분되면, 내용들의 추가, 삭제, 편집이
가능하다. 모듈은 이론/실습/시험으로 구성된다.
2) 모든 교육과정을 관리 감독 분석할 수 있다.
3) 교육관리 시스템의 컴퓨터 요구 사양
- 운영 시스템 Windows Vista 혹은 7.
- 프로세서 32 비트 (x86) 2.2GHz 3MB.
- 램 2 기가비트.
- 그래픽 보드 512MB DirectX 9.0c 호환: NVidia
GeForce GT440 이상; ATI Radeon HD5000 이상.
- 하드 디스크 1 기가비트.
4) 분석 평가 모드
5) 원격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가능 : 실시간 인터넷 연결
2. 학생 시뮬레이터
1) 학생 시뮬레이터는 교육관리 시스템에서 교육자가 설정한 용접코스나 과업을
학생이 직접 수행하는 증강현실 용접 시뮬레이터이다. 학생은 교육자가 설정한
이론/실습/시험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 분석할 수 있다.
2) 학생은 용접 실습 중 용접헬멧 및 시뮬레이터 스크린에 나타나는 기술, 파라미
터, 문제점관련 용접 가이드 아이콘을 확인하며 용접기술과 자세를 변경 할 수

있다.
3) 용접 토치 :
a. SMAW(Electrode), GMAW(MIG/MAG), GTAW(TIG) 그리고 TIG FILLER 봉
b. 용접 토치는 학생들이 실제 사용하는 용접토치와 가장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형태와 무게에서 실제 토치와 유사하여야 하며, 실제 용접 토치 제작업체에서
제작된 토치이어야 한다.
c. 용접 토치 제작업체는 용접 훈련 관련 WPS 를 제공해 주어여 하며, 실제 연습
용 WPS 로 제작되어 학생들이 훈련하도록 용접코스로 내장되어야 한다.
4) 작업 시편 : T-조인트, Lap-조인트, V-butt 조인트, 파이프 V-butt 조인트,
파이프 T-조인트
5) 증강현실 용접 헬멧
- 증강 현실 비디오 안경 : 5V
- 카메라 해상도(X2) : 752 x 480 a 60 fps
- 카메라 전원 : 5V
- 온도 작동 : 0 - 45°
- 습도 : 10 - 80%
6) 시뮬레이터 사양
- 전원 115-230 V 5A-11A 50-60 Hz
- 크기 (부속품 제외) ; 400 x 230 x 440 mm
- 중량 : 부속품 포함 대략 30 kg
- 프로세서: Intel® Core i7 870 4 cores 3,60 GHz 속도
Cache 8M
Intel® Turbo Boost
Intel® Hyper Threading
- 칩셋 : Intel® H61(B3) Express Chip set
- RAM : 4GB (2x2048Mb) DIMM DDR3
- 그래픽 보드 : 1024 MB GDDR5
- 하드 디스크 ; Solid State, 32GBSSDNow SATA2 2,5''
- 오디오 Realtek® ALC887 8-Channel, HD Audio
- 디스플레이 : 9,7'', HD LCD 1024x768 XGA

- 외부 디스플레이/프로젝터용 포트 : VGA
7) 개별훈련요소
- 아크 길이
- 이송 속도
- 아크 각도
- 모재와의 거리
- 기공
- 스패터
- 기타 용접 파라미터
8) 훈련 난이도
- 초급
- 중급
- 고급
9) 과업과 평가 기준
- 사전 과업 및 평가 기준 설정 가능
- 개인별 다른 기준 설정 가능
10) 기타 부속품
- 시편 거치용 작업스탠드
- 이동용 항공케이스
- 라우터
- 서버 (네트워크 버전만 사용)
3. 이-러닝 플랫폼
1) 학생들이 교실이나 실습실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이론교육을 받고 교육과정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교육자는 교육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의 이러닝 접속, 과정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분석 모듈
1) 교육관리 시스템과 학생 시뮬레이터에서 용접한 영상과 기술, 파라미터,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 영상은 원래 영상과 좌우이동, 확대축소, 각도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동속도, 아크길이, 전류, 유량, 비드, 이송각도, 작업각도, 전류, 전압, 스틱아웃,
스패터, 직진도, 기공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시 각각의 기술이나 파라미터
를 사용할지 여부를 각각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미 생성된 코스로부터 모듈을 생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모듈은 모듈 메뉴
에서 생성한다. 모듈을 관리할 코스를 선택한다. 왼쪽 칸에 생성된 학생들을
볼 수 있고, 코스에 할당된 학생들은 오른 쪽에 있어야 한다.
5) 코스를 생성하는 교수의 노력을 줄이고자, 과업(이론, 실습 혹은 실업)을
복사하여 교육관리 시스템에 있는 모듈에 복사할 수 있어야 한다.
6) 코스는 한 개 이상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7) 각 모듈은 필요한 DU 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8) 과업(이론, 실습, 시험)은 DU 를 포함하며, 콘텐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듈을 선택해야 한다.
9) DU 를 생성하거나 현재의 DU 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하고자 하는 과업의
타입을 선택한다. 모듈이 비어 있으면, 새 DU 가 추가되어야 한다.
10) 3 가지 레벨을 선택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3 개의 레벨(초급, 중급, 고급)의
실습으로 자동 생성이 되어야한다.
11) Welding type (SMAW, GMAW, GTAW) 용접과정이 생성 되어야 한다.
12) Tungsten electrode stick (only for GTAW) 텅스텐봉 과정이 생성 되어야 한다.
13) Activate electrode stick consumption: 용접봉 소비 활성화 : 선택되면, 학생들
용접 파라미터와 실행에 따라 용접봉이 소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4) 시험출제에 최대 25 개의 문제를 생성 할 수 있어야 한다.
15) 가능한 대답을 최대 6 개 까지 선택 할 수 있어야 한다.
16) 정답의 수를 1 개 또는 다 수도 가능하여야 한다.
17) 분석 모듈은 교육관린 시스템에서 모든 학생들의 모든 실습 비디오를 복구 할
수 있고 기록하여 그래픽으로 확인이 되어야 한다.

18) 실습의 모든 과정을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더블 클릭하여 특정 실습의 영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
19) 확인하고 싶은 기술 분야에 대해서만 볼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선택 할 수 있어
야 한다.
20) 각 파라미터에 0% ~ 100% 범위의 점수가 나타나야 한다.
21) 결함에 대해서 선택한 분야만 표시가 되어야 한다.
22) 교육자는 솔다매틱에서 제시된 점수를 취하거나 0%∼100%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의한 최종 점수로 변경할 수 있다. 솔다매틱은 비디오 게임처럼 3 가지
난이도에 따라 작동한다. 학생들이 필요한 용접 기술을 점차적으로 습득하여,
최종 자격증을 얻었을 때는 산업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23) 리포트에 용접 실습의 사진을 원하면, 비디오를 중단하고 이미지 캡쳐 버튼을
누른 후 정지 화면의 비디오 영상 이미지가 캡쳐가 되어야 한다.
24) 학생이 실행한 실습영상은 시편에 2 개의 그래픽이 표시가 되어야한다.
25) 상부에는 설정된 파라미터를 의미하며, 선택된 파라미터만 표시가 되어야하며
각각의 색상은 각각의 파라미터를 의미하여야 하며 하부는 출력되는 파라미터
를 뜻하며 선택된 파라미터만 표시가 되어야한다.
26) 시뮬레이션 화면 상 녹색(Green)은 양호, 오렌지색(Orange)은 표준, 붉은색(Red)
은 나쁨을 의미하도록 화면에 나타나야한다.
27)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지표는 조정이 되어 공급이 되어야 한다.
5. 모바일 앱
1) 모바일 앱을 통해 3D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EN/IS0 6947 에 준하는 모든
용접자세에 대한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미국 규격과 유럽 규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험은 5 문항, 10 문항, 20 문항에서 선택하여, 용접방식/조인트 방식/용접자세를
질문하여 3 가지를 다 맞추면 정답으로 처리한다.
4) 휴대폰에 보이는 증강현실 이미지는 토치, 시편 형태, 자세 등으로 3D 형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6.용접 코스
1) 학생들의 용접 테스트를 위해 93 가지이상의 기본 용접코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 용접 토치 제조업체에서 제공된 WPS 와 용접 이론 내용이 탑재되어야 한다.
3) 용접 자세
- PA, PC, PF/PG, PE, PH/PJ, H-L045/J-L045, PB, PD ANSI/AWS
- A3.0:2011: 1F, 2F, 3F, 4F, 1G, 2G, 3G, 4G, 5G, 6G, 6GR
4) 조정 범위 - SMAW 50A~240A
- MIG/MAG 10~30V, 25~270A
- FCAW 12~32V, 25-270A
- TIG 25~270A
5) 실드 가스 종류
- 이산화탄소, 알곤, 혼합가스(CO2+알곤), 기타 가스는 옵션 사양
6) 모재의 종류 : 탄소강 (기본), 스테인리스/알루미늄 (선택)
7) 국제용접사관련 용접코스는 93 가지이상이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의
용접학회에서 공인된 WPS 로 되어야 한다.
8) 코스 데이터
- Reference: 솔다매틱 시뮬레이터에 표시되는 코스의 명칭
- 이름 Name: 코스의 공식 명칭
- 대상 Objectives: 코스의 대상
- 시작 Start: 코스의 시작일
- 종료 End: 코스의 종료일
- 이론 시간 Theory hours: 계획하는 이론 시간
- 솔다매틱 시간 Soldamatic hours: 솔다매틱 실습 시간
- 실습 시간 Practice hours: 계획하는 실제 용접 시간
- 교실 Classroom: 훈련센터에 설치된 코스 관련 교실

- 훈련 센터 Training center: 훈련센터의 이름
- 강사 Instructor 용접 강사의 이름
9) 코스 추가
- 번호, 이름, E-MAI 과 패스워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번호는 코스마다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7. 피복 아크 용접 (SMAW)
1) 코스 종류 : 24 개 코스
2) 조인트 종류 : 평판 버트 조인트, 평판 T 조인트, 평판 랩 조인트, 파이트
T 조인트, 파이프 버트 조인트, 비드 플레이트
3) 용접 방식 : 평판, 수평, 수직상진, 수직하진, 오버헤드, 파이프 T 조인트 – 수평
(수직 고정), 오버헤드, 멀티포지션(수평 고정), 45 도 고정 파이프 버트조인트수평회전, 수직고정, 멀티(수평고정, 상진/하진), 45 도 회전(상진/하진)
4) 출력방식 : AC/DC, DC+/DC-(극성), 전류(AMP)
5) 용접봉 규격 : 2,50mm, 3,25mm, 4,00mm / 기본, 셀룰로이즈 등
6) 모재 두께 : 기본 버전: 6mm, 10mm, 16mm
8. 가스금속 아크용접 MAG
1) 코스 종류 : 24 개 코스
2) 조인트 종류 : 평판 버트 조인트, 평판 T 조인트, 평판 랩 조인트,
파이트 T 조인트, 파이프 버트 조인트, 비드 플레이트
3) 용접 방식 : 평판, 수평, 수직상진, 수직하진, 오버헤드,
파이프 T 조인트 – 수평(수직 고정), 오버헤드, 멀티포지션(수평
고정), 45 도 고정 파이프 버트조인트-수평회전, 수직고정, 멀티
(수평고정, 상진/하진), 45 도 회전(상진/하진)
4) 와이어 구경 : 0,80mm, 1,00mm, 1,20mm,
5) 토치 작동방식 : 2T 4T
6) 아크 이행방식 : 단락이행, 입적이행, 스프레이 아크 방식
9. FCAW
1) 코스 종류 : 21 개 코스
2) 조인트 종류 : 평판 버트 조인트, 평판 T 조인트, 평판 랩 조인트, 파이트
T 조인트, 파이프 버트 조인트, 비드 플레이트

3) 용접 방식 : 평판, 수평, 수직상진, 수직하진, 오버헤드, 파이프 T 조인트 – 수평
(수직 고정), 오버헤드, 멀티포지션(수평 고정), 45 도 고정 파이프 버트조인트수평 회전, 수직고정, 멀티(수평고정, 상진/하진), 45 도 회전(상진/하진)
4) 와이어 구경 : 0,80mm, 1,00mm, 1,20mm,
5) 토치 작동방식 : 2T 4T
10. 텅스텐 비활성가스 용접
1) 코스 종류 : 21 개 코스
2) 조인트 종류 : 평판 버트 조인트, 평판 T 조인트, 평판 랩 조인트, 파이트 T 조인
트, 파이프 버트 조인트, 비드 플레이트
3) 용접 방식 : 평판, 수평, 수직상진, 수직하진, 오버헤드, 파이프 T 조인트 – 수평
(수직 고정), 오버헤드, 멀티포지션(수평 고정), 45 도 고정 파이프 버트조인트수평 회전, 수직고정, 멀티(수평고정, 상진/하진), 45 도 회전(상진/하진)
4) 텅스텐봉 구경 : 2.0mm, 2.4mm/
5) 아크 스타트 방식 : 고주파, 리프트 아크, 스크래치 스타트
6) 토치 작동방식 : 2T 4T
11.TEACHING COURSE (1~8)
1)AWS SENSE PROGRAM DEMO
SMAW OVERLAY 1G INICIAL(SMAW 12 개실습과제/AWS 정규양식에 의한
각각의 WPS 와 함께 수록)
2) Fitness Manual for Welder by Abicor Binzel (용접공 안전 및 건강)
Fitness Manual for Welder
Fitness Manual for Welder by Abicor Binzel
(용접공의 건강 및 안전 내용교재 / 22 화면 44 page)
3) GUIDE & TUTORIALS (사용자 매뉴얼 및 AR 조정, 운영 자습서)
- GUIDE English
- User guide (*사용자 “가이드” / 교재 3 장)
- Quick Installation Guide (설치 “가이드” / 2 page)
- Teacher Software Guide (교육관리 시스템 “가이드” / 교재 2 장)
- Espanol Gua Teach software
- TUTORIALS

- Didactic Unit
- AR Settings (AR 조정, 운영법 / 12 Page)
4) INTERNATIONAL WELDER PROCESS 111 DEMO
- MODULE 1. (111) DEMO I.W. PRACTICES - OVERLAY & FILLET
WELDS IN PLATE
- UD1. Introduction to MMAW. Parameters influence,
〔Subject A1. Arc welding〕
- A1.- Introduction to electric arc. (용접 전원 및 아크특성 / 18 Page)
〔Unit 1. Welding parameters influence〕
- W1.- Welding parameters influence.
- P1.1.R - OVERLAY - PA POSITION - ARC LENGTH CONTROL
- 10 개의 SMAW 비드 놓기 과제가 ‘스페인’ 교육용 간이 WPS 형태의 자료와
함께 수록되어야 한다.
5) Fillet weld in PB position.
- A.5 - Welding consumables 〔Subject A.5 Welding consumables 〕 21 page
- W5. - Fillet welds in PB position 〔UNIT 5 - WORKSHOP WELDING
FILLET WELDS IN PB POSITION 〕 / 4 Page(111 / SMAW)
- P5.1.R - FILLET WELD - PB POSITION - Control of the orientation
Module B. Subject 16.
- Review of the Main Fusion Welding Processes
6) INTERNATIONAL WELDER PROCESS 135 DEMO
- MODULE 1. (135) DEMO I.W. PRACTICES - OVERLAYS & FILLET
WELDS IN PLATE
- UD 1. - Introduction to MIG/MAG/ welding. Parameters influence.
- A.1 - Introduction to electric arc. (코스 4. A1. 교재와 동일)
- W.1 - Influence of the welding parameters / 14 page
- Unit 1 - 135 - workshop Influence of the welding parameters
- P1.1. - OVERLAY - PA(1G) POSITION - GUN - PIECE DISTANCE
- UD5. Plate Fillet Weld in PB(2G) position
- A.5.- Welding consumables. 〔Subject A.5 Welding consumables 〕

/ 21 page
- W5.- Fillet weld in PB position 〔Unit 5 - Workshop welding Fillet welds
in PB position〕 4 page(GMAW)
- P 5.1 - FILLET WELD - PB(2F) POSITION - CONTROL OF THE ORIENTATION
- MODULE 4. (135) DEMO I.W. PRACTICE - BUTT WELD IN PLATE
UD 17. But weld PF position
- B4. - Subject B.4 Contractions residual stresses & deformations
- W 15. - Introduction to Butt welds.
- P 17.1. - BUTT WELD - PF (3G uphill) position - INTRODUCTION
7) NI SOLDAMATIC DEMO COURSE
- NI SOLDAMATIC DEMO MODULES
- THEORY DEMO
- DEMO TEST 1.
- SOLDAMATIC DU4 DEMO
- WPS - 135 -026 (*GMAW 실습과제 1 개 수록)
- Final test
- WPS-111-026 (*SMAW 실습과제 1 개 수록)
- MODULE 1 (111) DEMO I.W. PRACTICES & FILLET WELD IN PLATE
- UD1. - Introduction to MMAW Parameters influence
- UD5. - Fillet weld in PB position
- A.5. - Welding consumables
- W.5. - Fillet weld in PB position
- P5.1.R - FILLET WELD - PB POSITION - Control of the orientation
- MODULE 4. (111) DEMO I.W. PRACTICE BUTT WELD IN PLATE
- UD17 - Butt weld in PF position
- P17.1.R - BUTT WELD - PF (3G uphill) position - INTRODUCTION
- UD 16. Plate corner weld in PF position
- Module B. Subject 16
- Review of the Main Fusion Welding Processes.
8) OPEN DEMO

9) SOME PREDIFINED WELDING PRACTICES SMAW / electro revestido
- SMAW (* SMAW 실기과제 그림목록 / 24 개 과제)
10) Test plate – Initiation (*SMAW 24 개 과제)
- GMAW / MIG – MAG FCAW GTAW / TIG
12. WELDING DEFECTS KIT / Total 1 SET
- 용접중 발생할 수 있는 용접 불량의 예에 대해 교육하는 자료 이다.
- 시편 모형을 분석하고, 품질 용접과 용접 불량의 예시를 서로 비교 하면서
용접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게 한다.
- 12 가지 일반적인 용접 불량 (스패터, 기공, 용입불량 등)의 시편 모형, 포스터,
플래시 카드 등을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 용접,절단 불량에 대한 커리 큘럼이 제공 되어야 한다.
- 보관 및 휴대가 용이하도록 한 개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보관되어야 하며, 케이
스 내부에 불량 시편에 대한 명칭과 간단한 설명이 함께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품질 절단,용접시편 모형 : 1 개
- 불량 절단,용접시편 모형 : 12 개
- 강의 자료 1 세트 / 케이스 1 세트
- WELD DEFECTS POSTER / WELD TYPES POSTER
- WELD PARTS POSTER / FLASH CARDS
13. 용접 교육 과정 내용으로 강사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5 일 8 시간 총 40 시간)
- 용접작업 안전수칙 파악하기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 상태 점검하기
- 용접 안전보호구 점검하기
- 안전 점검하기
- 용접 기호 확인하기
- 도면 파악하기
- 용접절차사양서 파악하기
- 모재 준비하기
- 용접와이어 준비하기
- 보호가스 준비하기
- 백킹재 준비하기

- 용접 장비 설치하기
- 용접용 재료 설치하기
- 용접 장비 점검하기
- 모재 치수 확인하기
- 홈가공하기
- 가용접하기
- 솔리드와이어용접 조건 설정하기
- 솔리드와이어 선택하기
- 솔리드와이어용접 보호가스 선택하기
- 솔리드와이어용접하기
- 플러스코어드와이어용접 조건 설정하기
- 플러스코어드와이어 선택하기
- 플러스코어드와이어용접 보호가스 선택하기
- 플러스코어드와이어 용접하기
- 용접 전 검사하기
- 용접 중 검사하기
- 용접 후 검사하기
- 용접부 결함 확인하기
- 보수 판정 기준 확인하기
- 용접 결함 보수하기
라.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 납 기 : 발주 후 60 일
□ 분할 납품 여부 : 일괄 납품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사용자 한글 매뉴얼 1 부
□ 한글 캘리브레이션 가이드 1 부
□ 교육 관리시스템 한글 매뉴얼 1 부
□ 용접자세 EN/ISO 6947 포스터 1 부
□ 가상용접 시뮬레이터 실습용 책상
□ 실습 모니터링용 전용 LCD 모니터 : 24 인치 이상
□ 실습 분석용 60 인치 모니터 및 거치대 / 전체 1 대 제공
□ 제조업체 공급 확인원 (납품처 명기)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3. 비례서보키트
가. 일반사항
아래에 제시하는 특성 및 표준사양을 반드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 성
1. 다양한 종류의 전기 및 유압 부품들로 구성되어 순수유압, 응용유압, 전기유압,
Relay 및 PLC 에 한 응용제어실습 등을 할 수 있어야하며 서보유압 교육장비와
연계실험 실습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다양한 교육용 보조 자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2. 프로파일 패널(Profile Panel)로 된 Working board 에 착탈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든 부품들을 고정할 수 있으며 고정된 부품들은 움직임이 없어야 하며 도면의
회로도와 같이 수평, 수직으로 자유자재로 유압 모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착탈

방법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각 모듈의 PANEL 상부에는 KS 규격에 따른 유압 및 전기 Symbol 과 명칭이
실크 인쇄 되어 있어 유압밸브의 기호숙지와 회로결선이 용이하며 보관 장소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4. 시뮬레이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PC 기반제어 비례유압, 서보유압제어실습이
가능해야 한다.
5. 유압부품의 커플러는 체크밸브가 내장되며 2 단 실링 구조로써 오일이 누유 되지
않아야 한다.
6. 장비 확장 시 유압, 전기유압, 서보ㆍ비례유압장비는 반드시 한 실습테이블 내에
서 호환성을 가져야 한다.
7. 전기적 제어기기의 부착은 부품과 동일한 클램프 장치를 이용하여 실습테이블의
상부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8. 전기적인 연결용 4mm 소켓형의 케이블 세트는 반드시 4mm 안전플러그 타입이어
야 한다.
9. 실습안전을 위하여 DC 24V 로 구동이 가능한 전원 시스템이 갖추어진 플렛폼에 장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기존 납품 되어 있는 제품들과 100% 호환이 되는 제품으로
납품이 되어야 한다.
10. 전기적 제어기기는 견고한 알루미늄 명판과 케이스를 이용하여 내구성이 보장되
어야한다.
11. 추후 PC 컨트롤 단말기 추가 구입 시 Matlab/Simulink 와 Link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동이 되어야한다.
12. 기존 납품된 제품 100% 호환이 되어야한다.
다. 구성장치 세부사항
1. 2/2-WAY 솔레노이드 밸브(N.C) : 2 EA
- 스프링 복귀형
- N/C
- LED 내장
- 소비전류 12W
- +,- 일체형 소켓(4 ㎜ 안전소켓 내장)
- 최대사용 압력 : 120bar

- 서브 베이스 내부중공 후 콘넥타 포함
- 서브 베이스 재질 : AL
- 마운팅클램프 : 2 개
2. 2/2-WAY 솔레노이드 밸브(N.O) : 3 EA
- 스프링 복귀형
- N/O
- LED 내장
- 소비전류 12W
- +,- 일체형 소켓(4 ㎜ 안전소켓 내장)
- 최대사용 압력 : 120bar
- 서브 베이스 내부중공 후 콘넥타 포함
- 서브 베이스 재질 : AL
- 마운팅클램프 : 2 개
3. 2/2-WAY 핸드레버 밸브(N.C) : 3 EA
- 스프링 복귀형
- N/C
- LED 내장
- +,- 일체형 소켓(4 ㎜ 안전소켓 내장)
- 최대사용 압력 : 120bar
- 서브 베이스 내부중공 후 콘넥타 포함
- 서브 베이스 재질 : AL
- 마운팅클램프 : 2 개
- 핸드레버 작동타입
4. 2/2-WAY 핸드레버 밸브(N.O) : 2 EA
- 스프링 복귀형
- N/O
- LED 내장
- +,- 일체형 소켓(4 ㎜ 안전소켓 내장)
- 최대사용 압력 : 120bar
- 서브 베이스 내부중공 후 콘넥타 포함

- 서브 베이스 재질 : AL
- 마운팅클램프 : 2 개
- 핸드레버 작동타입
5. 4/2-WAY 핸드레버 밸브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 핸드레버 작동타입
6. 4/3-WAY 핸드레버 밸브(PABT 차단형)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PABT 차단형_PABT 차단형
- 핸드레버 작동타입
7. 4/3-WAY 핸드레버밸브(ABT 접속형)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ABT 접속형_ABT 접속형
- LED 및 보호회로 내장
- 핸드레버 작동타입
8. 4/3-WAY 핸드레버밸브(ABPT 접속형) : 2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ABPT 접속형_ABPT 접속형
- LED 및 보호회로 내장
- 핸드레버 작동타입
9. 4/3-WAY 솔레노이드밸브(PABT 차단형)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PABT 차단형_ALL BOLCK TYPE

- 사용전압 : DC24V
- 4mm 안전소켓사용(LED 및 보호회로 내장)
10. 4/3-WAY 솔레노이드밸브(ABT 접속형) : 2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ABT 접속형_ABT 접속형
- 사용전압 : DC24V
- LED 및 보호회로 내장
11. 4/3-WAY 솔레노이드밸브(ABPT 접속형)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소비전역 : 12W
- ABPT 접속형_ABPT 접속형
- 사용전압 : DC24V
- LED 및 보호회로 내장
12. 비례제어밸브(조이스틱형) : 2 EA
- 사용압력 : 35 kgf/cm2
- Low-leakage, self-sealing coupling nipples
- 퀵커플링 부착형 블록
- 원터치형 마운팅 클램프
13. 조향핸들 밸브 : 2 EA
- 최대변위량 : Max 100cm3/Rev
- 최소변위량 : Min 32cm3/Rev
- 사용압력범위 : 0~125 kgf/cm2
- 퀵커플링 부착형 블록
- 원터치형 마운팅 클램프
14. 양로드 실린더 : 3 EA
- 사용압력범위 : 0~120 kgf/cm2
- 사용압력 : 60 kgf/cm2

- 피스톤 직경 : 25mm
- 피스톤로드 직경 : 18mm
- 실리더 행정거리 : 200mm
- 원터치형 마운팅 클램프
라.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납 기 : 발주 후 60 일
□ 분할 납품 여부 : 일괄 납품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센터의 요청이 있을 시 대동공업 제품에 사용 되는 부품으로
제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프로그램 설치 CD : 1ea
□ 키락 : 1ea
□ 사용자매뉴얼 : 1 권
□ 매뉴얼 보관용 하드 커버 케이스 : 1ea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4. 트랙터 구조교육 실습장비
가. 일반사항
아래에 제시하는 특성 및 표준사양 을 반드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 성
1. 농업용 신형 트랙터의 전자제어 디젤 엔진의 구조 및 동력구조를 체계적으로
교육 할 수 있게 정밀 절단한 전시 교육용장비이여야 한다.
2. 트랙터의 각 기능을 조작하여 내부의 작동구조와 기능별 원리를 시각적으로
보면서 상세히 지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론, 실기 교육에 매우 적합한
교육장비이여야 한다.
3. 트렉터 동력 시스템 전체에 대한 기능별 교육과 정비 점검, 고장진단 등의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게 각 분야별 설계와 정밀 가공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4. 전자제어 디젤엔진의 각 계통별 장치류와 기계요소 일체를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어 분리교육과 조립,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RX 시리즈 트랙터는 ECO-CRDI 엔진, 수평제어시스템의 각 분야별 기능설명과
작동원리 및 교육에 용이하여야 한다.
6. 중소기업 직접생산 증명서를 갖춘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7. 농업현장에서 교환 수리 응용가능 제품이어야 한다.
다. 구성장치 세부사항
1. 기종 : RX 시리즈 트랙터 본기 전체 및 ECO-CRDI 엔진을 갖춘 트랙터이여야
한다.(전 후진 전자셔틀 및 수평제어시스템 및 AUTO PTO,자동 견인/경심 제어,
폼파/턴업/백업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야 함)
2. 실린더 블록은 2~3 개 이상 절개하여 피스톤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블록
내부의 오일 재킷이 보이고 황색 계열로 도장하여 오일의 흐름 라인표시 되어야 한다.
3. 밸브 태핏의 움직임이 보이도록하고 태핏 라인을 정밀하게 절개하여 태핏축의
움직임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헤드커버는 다른 부품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25% 이상 절개하여 내부부품 확인 가능해야 한다.
4. 냉각수가 흐르는 실린더 내부의 물재킷은 일부 절개하여 청색계열로 도장 되어야 한다.
5. 헤드커버는 절개 시 내부의 밸브의 움직임이 직접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6. 전자제어 분사장치 (인젝터),고압펌프등은 35%이상 절개하여 전자제어 디젤엔진
의 분사장치 및 고압연료장치 등의 이해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7. 엔진의 실린더,피스톤,헤드,캠,밸브,인젝터, 고압펌프 등 전자제어 디젤엔진의 정밀
절개로 전자제어 디젤엔진의 구조 및 4 행정 동력발생 원리와 연료,흡배기, 냉각.
윤할 등의 계통별 전문적 교육에 용이하여야 한다.
8. 유압시스템의 전진,후진,ENG,HST,PTO 는 HEESYSTEM 의 특수설계 시스템에
의거 정상 작동형으로 제작이 되어야 한다.
9. 오일팬은 35% 이상 절개하여 내부 오일스트레이너 부품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10. 시동모터는 특수 절개하여 기동시의 작동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11. 시동모터는 내부의 계자코일이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한다.
12. 발전기는 앞뒤 케이스를 모두 절개하여 로터와 스테이터 부품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13. 소음기는 내부의 소음방지 구멍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개하여야 한다.
14. 기어펌프는 내부의 기어의 움직임이 확인 가능하도록 절개해야한다.
15. 트랙터의 클러치 부품의 내부가 완전히 보이도록 절개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작동 시 작동불량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절개하여야 한다.
16. 후차 축은 내부의 차축이 완전히 보이도록 절개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함
17. 변속장치는 내부의 변속기어가 보이도록 절개하고, 변속레버 작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8. PTO 장치는 전체적인 동작 시 같이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한다.
19. 동력조향장치는 파워조향 내부의 기어가 보이고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0. 앞 차동기어 장치는 내부의 링기어와 피니언기어 등 증감속장치의 모든 장치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구조 및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절개하여야 한다.
21. 후 차축 차동기어장치는 내부의 링기어와 피니언기어등 모든 장치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구조 및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절개하여야 한다.
22. 전 후차 축 모두 기어레버로 변속 시 절개된 상태에서도 구조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3. 유압장치 파트는 일부 절개하여 절개된 상태에서 구조 작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4. 에어콘 콤프레셔는 내부의 사판피스톤이 보이도록 절개하고 구조 및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5. 라디에이터는 일부 절개하여 내부의 코어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6. 변속장치의 작동부위는 안전커버를 장착하여야 한다.
27. 절개면은 선라이즈 계열로 도장하여야 한다.
28. 유압 및 오일계열은 열로우슈가 계열로 도장하여야 한다.
29. 흡기계통은 스카이 블루로 도장하여야 한다.
30. 배기계통은 선 파이어로 도장하여야 한다.
31. 도장페인트는 최고급 자동차용 도장하여야하고 마무리는 다이아몬드 클리어로
처리 한다.
32. 고광도 LED 조명 6 개소이상 설치하여 절개된 부위의 어두운 곳이 없이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33. 교육생들의 엔진행정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34. 모든 부품별 도금과 다이아몬드 클리어로 전시효과와 내구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35. 그 외 부분은 반드시 수요부와 협의하여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절개 제작하여야 한다.
36. 동력부의 가공은 H.E.E.SYSTEM 에 의한 제작규정에 의거 완전분해, 전용
가공기계로 정밀 컷팅 후 전문적 세부기술을 부가하여 트랙터 교육장비로 제작가능하야
한다.
37. 클러치부, 변속기부, 전차축, 허브, 브레이크, 조향장치, 현가장치, PTO,
고압펌프,전자분사장치 작업부 등 동력전달 계통의 가공은 H.E.E.SYSTEM 에
의한 제작규정에 의거 완전분해,전용 가공기계로 정밀 컷팅 후 전문적
세부기술을 부가하여 교육장비로 제작하여야 한다.
38. 장비의 색상 분류는 24 종을 기준
1) sun rise
2) walzz blue
3) orange color
4) low orange

5) yellow suger
6) yellow yellowish
7) yellowish[light] green
8) low green
9) green
10) 초록
11) bluish green color 12) sky blue
13) sun fire
14) Prussian blue
15) deep blue
16) beat silver
17) iris metal
18) red metal
19) purple
20) deep red
21) 에모니블랙
22) ivory
23) white
24) gold metal
39. 사용색상은 24 종 중 아래의 12 종을 기준으로 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품의 색 분류
1) section system -------- sun rise (단, 제품이 red 계열인 경우 white 계열사용)
2) intake system ------ low sky blow type
3) exhaust system ----- sun fire type
4) oil system -------- yellow type
5) fuel system -------- low green type
6) cooling ----------- sun fire type
7) cylinder head ------ beat silver type
8) cylinder block ------- black
9) fully --------------- purple

10) spring--------------- gold metal,도금
11) fly wheel------------ gold metal. 도금
12) differential ---------- walzz blue, purple
13) gasket ------------- ivory.
14) wheel -------------- 우레탄적색
15) stand -------------- ① green ② sun fire ③ ivory
40. 컷팅방식
1) CYLINDER HEAD COVER
2) CYLINDER HEAD OIL LINE
3) CYLINDER HEAD COLING LINE
4) CYLINDER HEAD INTAKE
5) CYLINDER HEAD EXHAUST
6) CYLINDER BLOCK
7) CYLINDER BLOCK OIL LINE
8) CYLINDER BLOCK COOLING LINE
엔진부

9) OIL PAN
10) OIL 스트레이터
11) OIL FILTER
12) INTAKE MANIFOLD
13) EXHAUST MANIFOLD
14) INTAKE SYSTEM
15) THOTTLE
16) WATER PUMP ASS'Y
17) COOLING RETURN SYSTEM
18) THOSTAT

변속부

섀시부

전기부

CUTTING 15% CUTTING 20% PAINTING
CUTTING 20% PAINTING
PAINTING
PAINTING
피스톤이 보이게 컷팅 15%
컷팅 15% 색상표시
컷팅 15% 색상표시
컷팅 40%
동일하게 사용
외부 컷팅 30%
컷팅 10%
메니폴드 2 개 이내 축소, 색상표시
냉각계통 보이며 컷팅 25%
컷팅 10%(확인용)
컷팅 15% 냉각계통 색상표시
컷팅 20% 냉각계통 색상표시
컷팅 30%

19) FLY WHEEL COVER

컷팅 25%

20) TM LEVER

작동계통이 보이게

21) TM FRONT COVER

상하 기어부 보이며 작동이 되게

22) TM REAR COVER

변속이 보이며 컷팅 25%

23) TM COTROL SHAFT HOUSING

작동계통이 보이며 컷팅 15%

24) CLUTCH SYSTEM

작동계통이 보이게 컷팅 25%

25) DRUM BRAKER

내부가 보이며 작동될 것 컷팅 30%

26) UNIVERSAL SHAFT

스탠드규격에 한하여 축소

27) REAR AXLE SHAFT

스탠드규격에 한하여 축소

28) END GEAR 캐리어

컷팅 15%

29) 액슬플런지

원형 그대로사용

30) END GEAR COVER (REAR AXLE)

기어부가 보이며 컷팅 40%

31) DISTRIBUTOR HOUSING

로우터가 보이며 컷팅 15%

32) DISTRIBUTOR DRIVE ASS'Y

컷팅 15%

33) INJECTION PUMP ASS'Y

컷팅 20%

34) INJECTION PUMO REAR COVER

컷팅 15%

35) START MOTOR REAR COVER

컷팅 15%

36) START MOTOR FRONT COVER

컷팅 15%

37) START MOTOR MAGNET

코일이 보이며 컷팅 15%

38) START MOTOR BRUSH HOLDER

컷팅 15%

39) ALTERNATOR REAR COVER

컷팅 20%

40) ALTERNATOR FRONT COVER

컷팅 20%

41) ALTERNATOR STATOR ASS'Y

컷팅 15%

42) AIR CON PUMP

컷팅 15%

43) AIR CON PUMP REAR COVER

컷팅 15%

44) AIR CON PUMP FRONT ASS'Y

컷팅 15%

라.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 납 기 : 발주 후 90 일
□ 분할 납품 여부 : 분할 납품 가능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 트랙터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센터에서 공급이 불가할 경우 발주를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센터에서 트랙터가 제공이 되는 시점이 납기의 50% 이상
이 지났을 경우 납품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프로그램 설치 CD : 1ea
□ 키락 : 1ea
□ 사용자매뉴얼 : 1 권
□ 매뉴얼 보관용 하드 커버 케이스 : 1ea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5. 이앙기 구조교육 실습장비
가. 일반사항
아래에 제시하는 특성 및 표준사양 을 반드시 준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특 성
1. 기종 : ERP60 본기 전체 및 엔진을 갖춘 이앙기이여야 한다.
2. 실린더 블록은 2~3 개 이상 절개하여 피스톤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블록 내부의 오일 재킷이 보이고 황색 계열로 도장하여 오일의 흐름
라인 표시하여야 한다.
3. 밸브 태핏의 움직임이 보이도록하고 태핏 라인을 정밀하게 절개하여 태핏축의
움직임 확인가 능하여야 하며, 헤드커버는 다른 부품의 움직임에 방해되지 않도록 25%
이상 절개하여 내부부품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4. 냉각수가 흐르는 실린더 내부의 물재킷은 일부 절개하여 청색계열로 도장하여야 한다.
5. 헤드커버는 절개 시 내부의 밸브의 움직임이 일부 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6. 오일팬은 35% 이상 절개하여 내부 오일스트레이너 부품이 유관으로 확인가능하여야
한다.
7. 시동모터는 특수 절개하여 기동시의 작동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게 한다.
8. 시동모터는 내부의 계자코일이 유관으로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한다.
9. 발전기는 앞뒤 케이스를 모두 절개하여 로터와 스테이터 부품이 유관으로 확인 가능
하여야 한다.
10. 소음기는 내부의 소음방지 구멍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절개하여야 한다.
11. 기어펌프는 내부의 기어의 움직임이 확인 가능하도록 절개하여야 한다.
12. 변속장치는 내부의 변속기어가 보이도록 절개하고, 변속레버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3. 유압장치 파트는 일부 절개하여 절개된 상태에서 구조 작동 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14. 변속장치의 작동부위는 안전커버를 장착하여야 한다.
15. 절개면은 선라이즈 계열로 도장하여야 한다.

16. 유압 및 오일계열은 열로우슈가 계열로 도장하여야 한다.
17. 흡기계통은 스카이 블루로 도장하여야 한다.
18. 배기계통은 선 파이어로 도장하여야 한다.
동력전달 계통의 가공은 H.E.E.SYSTEM 에 의한 제작규정에 의거 완전분해,
전용 가공기계로 정밀 컷팅 후 전문적 세부기술을 부가하여 교육장비로 제작하여야 한다.
19. 도장페인트는 최고급 자동차용 도장하여야하고 마무리는 다이아몬드 클리어로 처리
되어야 한다.
20. 고광도 LED 조명 6 개소이상 설치하여 절개된 내부 어두운 곳이 없이 부품 확인가능
하여야 한다.
21. 교육생들의 엔진행정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22. 모든 부품별 도금과 다이아몬드 클리어로 전시효과와 내구성을 높여야 한다.
23. 그 외 부분은 반드시 수요부와 협의하여 작동이 이상이 없도록 절개 제작하여야 한다.
24. 동력부의 가공은 H.E.E.SYSTEM 에 의한 제작규정에 의거 완전분해, 전용가공기계로
정밀 컷팅 후 전문적 세부기술을 부가하여 이앙기 구조형 교육장비로 제작하여야 한다.
25. 변속기부, 전차축, 허브, 브레이크, 조향장치, 현가장치 작업부, 이앙부등 동력전달
계통의 가공은 H.E.E.SYSTEM 에 의한 제작규정에 의거 완전분해, 전용 가공기계로정밀
컷팅 후 전문적 세부기술을 부가하여 구조형 교육장비로 제작 하여야한다.
26. 품질보증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7. 부가첨가물
- Manual(Book Contents-품질보증서/설치 및사용관리/제품설명서)
- 직접생산증명서 사본 1 부
- 자동차 기관의 행정 표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매뉴얼 1 부
- DUST COVER, 윤활제,
28. 유의사항
- 위의 제시된 사양서상의 기술적 내용과 전문적인 사항은 반드시 본 사양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 이어야 한다.
- 지정장소설치 및 시운전검수, 교육은 수요기관의 절차에 의하며, 항목별세부사양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
29. 장비의 색상 분류는 24 종을 기준
1) sun rise

2) walzz blue
3) orange color
4) low orange
5) yellow suger
6) yellow yellowish
7) yellowish[light] green
8) low green
9) green
10) 초록
11) bluish green color 12) sky blue
13) sun fire
14) Prussian blue
15) deep blue
16) beat silver
17) iris metal
18) red metal
19) purple
20) deep red
21) 에모니블랙
22) ivory
23) white
24) gold metal
30. 사용색상은 24 종 중 아래의 12 종을 기준으로 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
◉ 제품의 색 분류
1) section system -------- sun rise (단, 제품이 red 계열인 경우 white 계열사용)
2) intake system ------ low sky blow type
3) exhaust system ----- sun fire type
4) oil system -------- yellow type
5) fuel system -------- low green type
6) cooling ----------- sun fire type

7) cylinder head ------ beat silver type
8) cylinder block ------- black
9) fully --------------- purple
10) spring--------------- gold metal,도금
11) fly wheel------------ gold metal. 도금
12) differential ---------- walzz blue, purple
13) gasket ------------- ivory.
14) wheel -------------- 우레탄적색
15) stand -------------- ① green ② sun fire ③ ivory
31. 컷팅방식

육각
텐션풀리
조합용세트
(5 종세트)
내육각
(차륜튜브)
내사각

엔진부

변속부

44*37.6*6.4t = 250

내부컷팅 15%

44*40*4t = 250

내부컷팅 15%

40*33.6*3.2t = 250

내부컷팅 15%

36.5*27.5*4.5t = 250

내부컷팅 15%

32*24*4t = 250

내부컷팅 15%

28*19*9t = 250

내부컷팅 15%

40*28.2*11.8t = 250

내부 컷팅 20%

25.4*25.4*1.8t = 250

내부컷팅 15%

20*20*1.6t = 250

내부컷팅 15%

16*16*1.8t = 250

내부컷팅 15%

1) CYLINDER HEAD COVER

CUTTING 15%

2) CYLINDER HEAD OIL LINE

CUTTING 20% PAINTING CUTTING 20%

3) CYLINDER HEAD COLING LINE

PAINTING

4) CYLINDER HEAD INTAKE

PAINTING

5) CYLINDER HEAD EXHAUST

PAINTING

6) CYLINDER BLOCK

피스톤이 보이게 컷팅 15%

7) CYLINDER BLOCK OIL LINE

컷팅 15% 색상표시

8) CYLINDER BLOCK COOLING LINE

컷팅 15% 색상표시

9) OIL PAN

컷팅 40%

10) OIL 스트레이터

동일하게 사용

11) OIL FILTER

외부 컷팅 30%

12) INTAKE MANIFOLD

컷팅 10%

13) EXHAUST MANIFOLD

메니폴드 2 개 이내 축소, 색상표시냉각계통

14) INTAKE SYSTEM

보이며 컷팅 25%

15) THOTTLE

컷팅 10%(확인용)

16) WATER PUMP ASS'Y

컷팅 15% 냉각계통 색상표시

17) COOLING RETURN SYSTEM

컷팅 20% 냉각계통 색상표시

18) THOSTAT

컷팅 30%

19) FLY WHEEL COVER

컷팅 25%

20) TM LEVER

작동계통이 보이게 상하

21) TM FRONT COVER

기어부 보이며 작동이 되게

22) TM REAR COVER

변속이 보이며 컷팅 25%

23) TM COTROL SHAFT HOUSING

작동계통이 보이며 컷팅 15%작동계통이 보이게

24) CLUTCH SYSTEM

컷팅 25%

25) DRUM BRAKER
26) UNIVERSAL SHAFT

섀시부

27) REAR AXLE SHAFT
28) END GEAR 캐리어
29) 액슬플런지
30) END GEAR COVER (REAR AXLE)
회전케이스
로타리암축

이앙부

이송케이스
이앙케이스
이앙장치

전기부

내부가 보이며 작동될 것
컷팅 30%
스탠드규격에 한하여 축소
스탠드규격에 한하여 축소
컷팅 15%
원형 그대로사용
기어부가 보이며 컷팅 40%
기어부가 보이며 컷팅 30%
내부가 보이며 작동 될 것
이송 입,출력 기어 작동되며
확인가능 컷팅 40% 육안확인
점프클러치 축을 볼 수 있게
절개 작동 될 것 컷팅 20%

31) DISTRIBUTOR HOUSING

로우터가 보이며 컷팅 15%

32) DISTRIBUTOR DRIVE ASS'Y

컷팅 15%

33) INJECTION PUMP ASS'Y

컷팅 20%

34) INJECTION PUMO REAR COVER

컷팅 15%

35) START MOTOR REAR COVER

컷팅 15%

36) START MOTOR FRONT COVER

컷팅 15%

37) START MOTOR MAGNET

코일이 보이며 컷팅 15%

38) START MOTOR BRUSH HOLDER

컷팅 15%

39) ALTERNATOR REAR COVER

컷팅 20%

40) ALTERNATOR FRONT COVER

컷팅 20%

41) ALTERNATOR STATOR ASS'Y

컷팅 15%

42) AIR CON PUMP

컷팅 15%

43) AIR CON PUMP REAR COVER

컷팅 15%

44) AIR CON PUMP FRONT ASS'Y

컷팅 15%

라.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 납 기 : 발주 후 90 일
□ 분할 납품 여부 : 분할 납품 가능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 트랙터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센터에서 공급이 불가할 경우 발주를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
※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센터에서 트랙터가 제공이 되는 시점이 납기의 50% 이상
이 지났을 경우 납품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프로그램 설치 CD : 1ea
□ 키락 : 1ea
□ 사용자매뉴얼 : 1 권
□ 매뉴얼 보관용 하드 커버 케이스 : 1ea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Ⅲ. 품질 보증 및 하자 보수
1) 행정사항
□ 납 기
- 전기유압실습장비 : 90 일 이내
- 증강현실용접시뮬레이터 : 90 일 이내
- 비례서보제어 : 90 일 이내
- 트랙터 구조교육실습장비 :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사업단에서 트랙터 제공한
일자에서 60 일 이내
- 이앙기 구조교육실습장비 :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사업단에서 이앙기 제공한
일자에서 60 일 이내
※ 트랙터 구조교육실습장비와 이앙기 구조교육실습장비에 대해 제품 확보가 불가
할 경우 제품 제작을 취소 할 수 있어야 한다.

□ 분할 납품 여부 : 분할 납품 가능
□ A/S : 제품 납품 후 1 년 (무상 수리)
□ 동등 이상 조건
2)교육요건
□ 납품 설치된 실습장치는 다음 사항에 준수되어야 한다.
□ 기자재 운용 교육은 1 년간 공급업체에서 교육 요구 시 7 일 이내 지원한다.
□ 교육과정 : 기초교육과 고급교육 운영 시 1 일 8 시간 3 일 간
□ 교육장소 : 수요처와 협의 장소 또는 공급업체 교육장
□ 교육대상 : 해당인원 전원
□ 교육비용 : 납품업체에서 부담
3) 부속품
□ 5 개 품목에 대해 구성장치 세부사항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과 부속품에 기재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100% 납품이 되어야 하며, 대동공업(주) 컨소시엄사업단
에서 제작 및 납품전 요구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하여 변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확인한다.
□ 장비 운용 지침서 (매뉴얼) : 2 부
□ 장비 설치 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7 일 이내
정상적인 제품으로 납품한 후 재 시운전을 실시한다.
□ 5 가지 품목에 대해 전담 강사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서는 지원을
확약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사전 이력서 제출로 적합여부를 수요측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