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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Repair Supporting Center기업지원 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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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61.240.7542(대표전화)
E. cjmsrs@srscente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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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사용 승인 통보서 발행
또는 용역 계약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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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일자 및 일수 협의
사용료 또는 용역 의뢰 견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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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동식 장비 : 센터 내 활용
이동식 장비 : 외부 반출 가능
사용 및 제작 의뢰 : 센터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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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장비 : 사용 완료 통보
이동식 장비 : 장비 반납
사용 및 제작 의뢰 : 작업완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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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장비사용료 입금의뢰서 발행
산학협력단 : 세금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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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배경

사업지원 분야

“지속발전 가능한 선박수리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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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가공장비 부족

고급 계측장비 부족

성능시험 등의 특수설비 부족
→ 수리 부가가치 낮음

사업 배경
영세한

수리업체
수리수요

증가

취약한
수리기술

권역 내 선박 통항량 증가

상가수리 척수 증가

특수선 선박수리 증가
(LNG선, LPG선 등)

전문기술인력 부재

인력 투자에 대한 여력 부족

단순 수리만 수행(도장, 강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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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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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 Repair Supporting Center선박수리지원센터 구축장비

엔진 과급기 수리
수리 후 Balancing Test 
설비 수행

수리용 유공압 장비 구축
중량물 수리용 공기압
장비 및 유압장비 구축

열교환기 화학세척
시스템 구축
친환경 세척설비 구축

(*)기업지원
선박 수리 기술 지원
장비 공동 활용
지역 내 조선기자재업
사업다변화 지원
수리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수리 절차 관련
KOLAS인증 지원

Propeller수리
프로펠러 수리용 장비
구축

Propeller Shaft 수리
상가수리시 발생하는
데미지 부위 수리를
위한 장비 구축

소형엔진 성능 측정장비
수리 후 성능 검증

고급계측장비 구축
축타계 계측장비
치수 검증용 계측장비

2. 대형수평선반(화천, MEGA130) 4. 3축 머시닝센터(화천, SIRIUS-850)1. 대형수직선반(화천, VT-2000) 3. 5축 가공기(화천, M4-5AX)
● 가공 사이즈:Φ2,000x1,800[mm] ● 가공 사이즈:Φ1,200 x13,000[mm] ● 가공 사이즈:Φ 800 x 550[mm] ● 가공 사이즈:2,000 x 850 x 650[mm]

5. SLA 3D 프린터(DWS) 6. SLA 3D 프린터(FORM3) 7. SLS 3D 프린터(SinteritLisa Pro) 8. FFM(FDM) 3D 프린터(Sindo)
● 빌드사이즈: 300 x 300 x 300[mm] ● 빌드사이즈: 145 x 145 x 185[mm] ● 빌드사이즈:90 x 130 x 230[mm] ● 빌드사이즈: 225 x 200 x 300[mm]

9. 3D 스캐너

▶정밀스캐너
•Maker : CREAFORM
•정확도: 0.025mm
•스캔면적:310x350mm
▶장거리스캐너
•Maker : LEICA
•정확도:0.5mm/50m
•측정거리: 0.5 ~ 1km
•측정속도: 1,000,000pixel/sec

10. 3차원고정밀측정기

▶측정사이즈
•X:1,200, Y:2,000, Z:1,000
•허용무게: 2,500kg 내

▶정밀도
•분해능: 0.01㎛
•정밀도: (1.9+L/450)㎛

▶3D 스캐닝시스템
•Max. Point rate : 150,000Pts/s

11. 밸런싱머신 12. 안전밸브테스트시스템

▶Test Fluid
•Water, N2 Gas
▶Working Pressure
•Water : Max 700bar
•N2 Gas : Max 400bar 
▶Vacuum
•Max : -0.1bar
▶테스트가능Size

14. 휴대용진동분석기(Benstone)13. 엔진시험장비(AVL) 17. 축계구조분석및진동계측시스템(OROS)16. 유압프레스장비(코모)

▶사양
•모델: OMEGA 1000 S1
•퍼포먼스: 약1,000kW
•토크: 5,500Nm
▶엔진활용가능
•Maker : DOOSAN
•모델: 4V222TIL
•약1,200HP(883kW)

▶ISO6954, ISO8041, ISO10816,
  MIL-STD-167, MIL-STD-740
  등의진동소음규격에부합
▶FFT(FRF, Envelope),
  Recording, Octave
  analysis(ISO6954, ISO8041),
  Balancing, Vibration meter,
  고속카메라동영상을이용한
  ODS video 분석이가능

▶ISO6954, ISO8041, ISO10816,
  MIL-STD-167, MIL-STD-740
  등의진동소음규격에부합
▶FFT(FRF, Envelope),
  Recording, Octave
  analysis(ISO6954, ISO8041),
  Balancing, Vibration meter,
  고속카메라동영상을이용한
  ODS video 분석이가능

▶선급의선체, 엔진본체, 
 축계진동규격과ISO6954, 
 ISO8041, ISO10816, MIL
 -STD-167, MIL-STD-740 등의
 규격부합
▶FFT(FRF, Envelope, Cepstrum, 
 X-Correlation), Recording, 
 Filter based  1/n Octave, 
 Constant band order 
 tracking, Synchronous order
 analysis, Twist analysis

▶허용사이즈
•길이: 2,000mm 기준
•외경: 직경500mm 기준

▶장비규격
•가압최대힘: 50ton
•실린더스트로크: 500mm
•좌우이동: 2,000mm

▶허용사이즈
•길이: 2,000mm 기준
•외경: 직경500mm 기준

▶장비규격
•가압최대힘: 50ton
•실린더스트로크: 500mm
•좌우이동: 2,000mm

▶선급의선체, 엔진본체, 
 축계진동규격과ISO6954, 
 ISO8041, ISO10816, MIL
 -STD-167, MIL-STD-740 등의
 규격부합
▶FFT(FRF, Envelope, Cepstrum, 
 X-Correlation), Recording, 
 Filter based  1/n Octave, 
 Constant band order 
 tracking, Synchronous order
 analysis, Twist analysis

18. 메탈 3D 프린팅 시스템 19. CNC 선반

▶가공사이즈 500 x 2,000[mm]
▶턴밀 / Y축
▶2022. 10월 입고 예정

▶측정사이즈
•허용중량: 5 ~ 1,500kg
• 허용직경: 1,600mm내
• 허용전장: 
    50~2,740mm(대,중사이즈), 
    15~430mm(소)
• 정확도: 2.5gmm/plane
• 구동방식: Belt-Drive
• 대,중,소3type

▶측정사이즈
•허용중량: 5 ~ 1,500kg
• 허용직경: 1,600mm내
• 허용전장: 
    50~2,740mm(대,중사이즈), 
    15~430mm(소)
• 정확도: 2.5gmm/plane
• 구동방식: Belt-Drive
• 대,중,소3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