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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소프트웨어

ICONNECT

원리 – 더블 플레이트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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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재의 열전도율 파악
다공성 콘크리트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열전도율입니다. 사용된
원료(모래 및 천연 석회 포함)의 품질 차이 때문에 최종 제품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생산 직후 DIN 52612 파트 1과 같은 더블 플레이트 장치를 사용하여 열전도율을

내부적으로 측정하면 과거 실시했던 외부 샘플 테스트에 비해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더블 플레이트 장치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평

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모듈식
소프트웨어 툴박스 ICONNECT를 통해 개발한 것입니다.

LED는 물론 디지털 및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조합하여 언제든 테스트 프로세스의 현

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표/그림 2). 미리 정한 테스트 시간이 완료되거나 사용자가 요
청하면 테스트 로그가 자동으로 인쇄됩니다.

장점

• 유연성이 뛰어나며 ICONNECT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컨
셉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음.

• 고객도 간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ICONNECT의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 덕분에 문제없이 더블 플레이트 장치를 변
경할 수 있음
• 다양한 제조사의 다양한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추후 확
장을 통해 개조할 수 있음

시스템 구조

• PC Pentium 200 MHz

• 측정 카드 DAS 172 ST/DA, 12 bit, 160 kHz, 16 채널
• 측정 카드 ME 96, 디지털 I/O

• Windows 95 또는 NT 4.0 운영 체제

• ICONNECT 개발자(어플리케이션 고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그래픽 개발 시스템)

주식회사 카이스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62번길 1

천안사무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1로 91
1동 305호
Tel. 041-555-8834 / Fax. 041-565-8834

|

Tel. 031-704-8833 / Fax. 031-704-8834

대전사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13
(지족동, SK허브) 2층 213호
Tel. 042-631-1348 / Fax. 042-631-1349

|

웹사이트: www.ekais.kr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서대로109길 20
엠제이테크노파크 A동 202호
Tel. 053-581-1348 / Fax. 053-581-8848

|

e-mail: info@ekais.kr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194-14
신화골든뷰 308호
Tel. 051-610-1348 / Fax. 051-610-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