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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인사말

1) 기존 파트너들의 문제점

① 별다른 전략이 없다.

② GW와의 성장을 위한 집중을 하지 않는다.

③ 기존에 하던 일, 아이템, 메이커 가 있어 GW Item을 Sub. Item 으로 생각한다.

① GWK 에서 원하는 매출실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2) 부진한 매출 실적

+ CEO 인사말

고객 만족, 측정 솔루션 제공
Test Easy with GISTEK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먼저 고객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GISTEK 을 찾아주시고 애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가속화되는 기술집약적미래에
산업계전반은 계측/시스템에게 갈수록 높은 사양의 기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고객이 쉽게 측정할 수 있고,
쉽게 측정이 가능한 계측/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함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GISTEK 은 이러한 계측시장의 요구에 발맞춰
우리가 가진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융복합 하여
계측시장 전반에 필요한 계측기술들을 고객들에게 빠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국내 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학및 국책연구기관에 납품함으로써 고객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GISTEK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며
Test Easy 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이광주



+ 연 혁

2016

+ 연 혁

2016.

2017.

2018.

GISTEK(지스텍) 설립

GISTEK(지스텍) – 대만 GWINSTEK 대리점 계약

01. 독일 윌로펌프 한국공장 생산라인 계측자동화시스템 계약

02.                                산업용펌프시험실 펌프성능시험자동화시스템 구축PJT 계약

10.                                산업용펌프시험실 대용량 전력측정시스템 구축PJT 계약

03. KORENS 모터시험실 검사시험실 구축PJT 계약

04. 독일 윌로펌프 한국공장 파주시험장 자동화시스템 구축PJT 계약

07.                                생산라인 50KVA 전원공급장치 구축PJT 계약

09. 한국건설관리기술원 고속도로돌발상황 시나리오구현기술및 시스템 계약

12. LG전자 창원공장 생산라인 안전규격검사시스템용 더미로드제작 PJT 계약
안전규격검사시스템용 더미로드 특허출원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디지털 스토리지 오실로스코프
GDS-2000E Series

1.   대역폭: 200 / 100 / 70 MHz
2.   채널수: 2 / 4 CH
3.   샘플링 속도: 

- 4채널 모델: 최대 1 Gsa/s RTS
- 2채널 모델: 채널당 1 Gsa/s RTS

4.   레코드 길이: 최대 10 Mpts
5.   파형 업데이트속도: 120,000 wmf/s
6.   디스플레이: 8” TFT LCD (WVGA 800x480)

GWINSTEK 스펙트럼 분석기

GSP-9300

1.   주파수 범위: 9 kHz ~ 3 GHz
2.   주파수 안정도: 0.025 ppm
3.   3 dB RBW 필터: 1 Hz ~ 1 MHz
4.   6 dB EMI 필터: 200 Hz / 9, 120 kHz / 1 MHz
5.   위상 잡음: - 88 dBc/Hz @ 1 GHz, 10 kHz 오프셋
6.   옵션

- 6.2 GHz 전력센서
- 트랙킹 제너레이터
- 배터리 팩

7.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LAN, USB. RS-23C
- 옵션 장착: GPIB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임의파형발생기
AFG-303x Series

1. 주파수 범위: 1 uHz ~ 20 MHz / 30 MHz
2. 주파수 분해능: 1 uHz
3. 채널: 1 CH / 2 CH
4. 디스플레이: 4.3” LCD
5.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HOST/DEVICE), LAN
- 옵션장착: GPIB 

GWINSTEK 프로그래머블 스위칭 DC전원공급기

PHX Series

1. 정격 전압: 30 / 60 / 500 / 1,000 V
2. 정격전류: 6 ~ 400 A
3. 정격 전력: 6 / 12 kW
4.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RS-485, 아날로그 제어 I/F
- PC 1대로 최대 31 대의 PHX 전원공급기 제어가능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프로그래머블 스위칭 DC전원공급기
PSB-1000 Series

1. 정격 전압: 40 / 160 V
2. 정격전력: 400 / 800 W
3. LabView 드라이버 제공
4.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LAN, 아날로그 제어 I/O
- 옵션장착: GPIB

GWINSTEK 프로그래머블 스위칭 DC전원공급기

PSW-HV Series

1. 정격 전압: 250 / 800 V
2. 정격전력: 360 / 720 / 1080 W
3. LabView 드라이버 제공
4. PC 소프트웨어 제공
5.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LAN, 아날로그 제어 I/O
- 옵션장착: GPIB-USB 아답터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프로그래머블 AC/DC 전원공급기
GKP-2302

1. 채널수: 1 CH
2. 출력전압: 155 / 310 Vrms
3. 출력전류: 30 / 15 Arms
4. 출력전력: 3 kVA
5. LabView 드라이버 제공
6. PC 소프트웨어 제공
7.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GPIB

GWINSTEK 프로그래머블 AC전원공급기

APS-7100 Series

1. 채널수: 1 CH
2. 출력전압: 155 / 310 Vrms
3. 출력전류: 8.4 / 4.2 A
4. 출력전력: 1 kVA
5. LabView 드라이버 제공
6.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LAN, RS-23C
- 옵션 장착: GPIB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프로그래머블 DC 전자부하

PEL-3031E

1. 동작 전압: 1.5 ~ 150 V
2. 전력 용량: 300 W
3. 디스플레이: 3.5” TFT LCD
4.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 옵션 장착: GPIB

GWINSTEK 프로그래머블 DC 전자부하

PEL-3000 Series

1. 채널수: 1 CH
2. 입력전압: 1.5 ~ 150 V
3. 입력전류: 35 / 70 / 210 / 420 A
4. 부하용량: 175 / 350 / 1,050 / 2,100 W
5.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RS-23C
- 옵션 장착: GPIB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벤치탑 디지털멀티미터

GDM-8261A

1. 디스플레이: 6 ½ 디지털 듀얼 디스플레이
2. 카운트: 1,200,000 카운트
3. DCV 기본 정확도: 0.0035 %
4. 최대 10 A 전류 측정범위
5. 2,400 Readings/s 최대 측정속도(DCV)
6. PC 제어 / 로깅 소프트웨어
7. LabView 드라이버
8.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RS-23C, 디지털 I/O
- 옵션 장착: GPIB, LAN

GWINSTEK 벤치탑 디지털멀티미터

GDM-8351

1. 디스플레이: 5 ½ 디지털 듀얼 디스플레이
2. 카운트: 120,000 카운트
3. DCV 기본 정확도: 0.012 %
4. 최대 10 A 전류 측정범위
5. 320 Readings/s 최대 측정속도(DCV)
6.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USB, RS-23C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고정밀 LCR미터

LCR-6000 Series

1. 테스트 주파수: 10 Hz ~ 300 kHz
2. 0.05 % 기본 정확도
3. 연속 테스트 주파수 설정
4. 3.5 “ Color LCD
5. 측정속도: 최대 25 ms
6. DCR 측정및 내부 DC 바이어스
7. PASS / FAIL 판정기능
8. BIN 기능: 9 BIN + 1 AUX
9.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Handler, USB(Host)

GWINSTEK 고정밀 LCR미터

LCR-8000G

1. 테스트 주파수: 20 Hz ~ 1 / 5 / 10 MHz
2. 0.1 % 기본 정확도
3. 6 Digit 측정 분해능
4. Color LCD 디스플레이 (320X240)
5. 측정속도: 최대 25 ms
6. DCR 측정및 내부 DC 바이어스
7. PASS / FAIL 판정기능
8. 그래프 모드 (주파수 / 전원 스윕기능)
9. PC 데이터 로깅 소프트웨어
10.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GP-IB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내전압시험기

GPT-9800 Series

1. 테스트 기능: AC 내전압, DC 내전압, IR절연저항, GB 그라운드본드
2. 테스트 용량: 200 VA
3. 240x64 아이스 블루 도트 매트릭스 LCD
4. 수동 / 자동 테스트모드
5. 직관적 유저 인터페이스 / 사용자안전을 위한 INTERLOCK 기능
6. 제로 크로싱 턴-온 동작
7. 램프 – 업 시간 조정
8. TRUE RMS 전류 측정
9. 리모트 단자 / 시그널 I/O
10.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USB
- 옵션 장착: GP-IB

GWINSTEK 디지털누설전류측정기

GLC-9000

1. 테스트 기능: 누설전류 측정(IEC 60601-1 / 60990 규격준수)
2. 5.6” 터치스크린 LCD 디스플레이
3. 인체저항 시뮬레이션 네트워크 (9종류)
4. 의료기기/일반전기기기를 위한 8종류 누설전류조건
5. SELV/CONV 기능의 미터 모드
6. PASS / FAIL 판정을 위한 상한 / 하한 설정
7.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USB, GP-IB, EXT I/O 인터페이스



+ 주요사업영역 (계측장비사업)

GWINSTEK DC밀리옴미터

GOM-800 Series

1. 디스플레이: 50,000 카운트
2. 정확도: 0.05 %
3. 측정속도: 최대 60 rgd/s
4. 테스트 전류: 1 A
5. 측정분해능: 1 uΩ
6. LabView 드라이버 제공
7.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USB, Handler/SCAN/EXT I/O
- 옵션 장착: GP-IB

GWINSTEK 디지털 AC전력계

GPM-8212

1. 전압 / 전류 범위: 600 V / 20 A
2. 기본정확도: 0.1 %
3. W /A /V 동시화면 표시
4. TRUE RMS 측정 (V, A, W)
5. PC를 통한 오토 켈리브레이션
6. Max, Min, Hold 기능
7. PC 소프트웨어 제공
8. 통신 인터페이스:

- 기본 장착: RS-232C



+ 주요사업영역 (교육계지원사업)

실험 실습 세미나 무료 지원

지스텍은 제품을 구매하였거나, 구매예정인 교육계 고객에 대해 무상 실험 실습 세미나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처음 접해보는 또는 취업후 만나게 될 다양한 계측장비의 무상 세미나를 지원해드림으로써
졸업전 다양한 계측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오실로스코프 / DC 전원공급기 / 함수발생기를 통한 회로측정전반에 대한 세미나
2. 디지털멀티미터 사용법 전반에 대한 세미나
3. 안전규격시험기 사용법 및 안전규격시험 전반에 대한 세미나

계측장비 사용법에 대한 기술지원

교육계 고객들의 경우,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어려워하는 계측장비 전반의 사용법에 대해 무상 기술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측정기술 전반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졸업전 다양한 계측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1. 협력교육기관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안전규격검사 자동화시스템

생산라인의 안전규격검사를 자동으로 자동으로 수행하여
작업자의 안전및 업무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1. GWINSTEK 내전압시험기 GPT-9804를 사용.
2. 내전압시험, 절연저항시험, 접지연속성 시험을 순차적으로 자동수행.
3. 검사데이터의 이력관리, 자동 성적서 작성기능

Rotor Parameter검사 자동화시스템

Rotor 의 특성 Parameter를 LCR미터, 오실로스코프및 내전압시험기를
사용하여 특성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생산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1. LCR미터 – ROTOR의 L값 측정
2. 오실로스코프 – ROTOR의 전원인가후 동작 파형을 측정
3. 내전압시험기 – AC 내전압, 절연저항시험 자동 수행
4. 검사데이터의 이력관리, 자동 성적서 작성기능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데이터수집 시스템

속도(Speed), 토크(Torque), 압력(Pressure)및 온도(2 ch)를
자동 데이터수집하여 작업능률을 향상및
고가의 데이터수집장치를 동일 성능, 상대적으로
저렴한 S/W로 대체함

1. 연결장비: 모니터링용 인디게이터 2 EA, 온도기록계 1 EA
2. 기능: 데이터 모니터링, 저장, 탐색및 관리

생산부품치수 측정용 비전검사시스템

생산부품의 Part.별 크기를 측정하여, PASS / FAIL 판정내리는 시스템

1. 연결장비: 비전카메라 1 SET, 광원용 조명 Ass’y 1 SET
2. 기능: 생산용 부품의 치수측정 (100 msec 단위), 합부판정및 데이터저장
3. 검사자동화로 HUMAN LOSS 사전차단및 업무효율항상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금속성분분석 시스템

판넬후처리시의 금속량측정하여 데이터저장하는 시스템
데이터 처리, 저장및 Level 2로 해당 데이터 전송

1. 연결장비: 금속성분 분석기
2. 기능: 데이터 모니터링, 저장, 탐색및 관리

다채널 진동측정시스템

다채널(12ch) 진동측정을 하여 데이터 저장하는 시스템
동일 성능및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존의 외국장비를 대체가능하며,
사용자에 맞는 GUI 및 인터페이스 구축이 가능함.

1. 연결장비: 진동센서 12 EA, DAQ 모듈카드 3 EA
2. 기능: 진동값 측정및 FFT 고조파 분석을 통한 PASS / FAIL 판정
3. 기존의 다채널 진동검사장비 완제품을 완벽하게 교체가능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환경제어시스템

백색가전제품의 환경시험을 위한 장비들을 제어하는 시스템

1. 연결장비: 항온항습 제어기 1 SET, 온도기록계 2 SET, CVCF 2 SET
2. 기능: 항온항습기 패턴 제어, 입력 전압 패턴 제어및

이상값 발생시 E-mail 발송

토양 방사능 농도 측정 시스템

토양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후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1. 연결장비: 토양방사능 농도 측정용 스펙트로미터 1 SET
2. 기능: 토양 방사능 농도 측정및 데이터 관리및

MataLab 코딩을 통한 특이값 포착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전력 제어 시스템

빠른 전수검사를 위한 다채널 전원공급기, 전력분석기 제어

1. 연결장비: 전원공급기 5 SET, 전력분석기 5 SET 제어
2. 기능: 입력 전압패턴 제어, 측정 전력 데이터 저장, 탐색및 관리

원자력발전소 Power Supply 특성시험

발전소별 Power Supply 정보를 통신으로 취합하여, 
발전소별 P/S 의 상태를 실시간 확인및
입력사양, 출력, 경보및 부품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하중및 거리 판정 시스템

하중및 거리로 판정을 하며 데이터 이력관리 하는 시스템
검사후 모든 데이터는 이력을 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검색및 성적서 출력이 가능함.

다채널 저항 동시측정 시스템

다채널(10 ch) 저항소자를 동시측정하여, 
생산 전수검사효율을 극대화시는 시키는 시스템.

검사속도등을 작업자가 원하는 속도로 제어 가능하며,
검사 이력을 관리하여 추후 불량율 역추적이 가능함.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하중및 거리 판정 시스템

하중및 거리로 판정을 하며 데이터 이력관리 하는 시스템
검사후 모든 데이터는 이력을 관리하여,
필요에 따라 검색및 성적서 출력이 가능함.

수조 수위모니터링 시스템

수조 수위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써 수리모형 제원설정이 가능하며,
데이터 로그시간, 모니터링용 카메라 제어, 모터 스케쥴 설정및
PLC 및 전자저울 설정이 가능함.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펌프성능시험 모니터링 시스템

전력, 유량, 압력, 소음, RPM 등의 파라메타를 측정하여
자동으로 원하는 양식의 성적서를 출력해주는 시스템.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여
수작업으로 기록하던 측정값들을 자동 작성가능함.

RAV(저항,전류,전압) 측정모니터링 시스템

저항, 전류및 전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기존의 다기능로깅장비를 S/W로 대체함으로써,
가격대비 성능을 극대화한 시스템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소음진동 검사시스템

1. Sound and Vibration Assistant로 독립형 설정 기반 분석
및 데이터 로깅

2. AES17 준수 오디오 필터 신호 처리
3. 사용 편리한 파워 스펙트럼, 스윕된 사인, 옥타브 분석 단계
4. A-, B-, C- 가중치의 사운드 레벨 및 통합된 진동 레벨
5. THD, SNR, SINAD, 스윕된 사인 분석 등의 오디오 측정
6. Universal File Format (UFF58) 파일 I/O 지원

NI USB-4432 를 이용한 진동테스트및 분석

1. Test Channel: 4 ch
2. Acceleration: 1 Hz ~ 10 kHz
3. Displacement: 1 Hz ~ 300 Hz
4. Velocity: 1 Hz ~ 2 kHz
5. S/W Spec.

1) Test Signal 입력가능 (시작신호 입력)
2) Anti- Alias Function (안티 엘리어싱 기능)
3) 범용 S/W 필터 적용
4) 검사모델별 검사사양 저장 가능
5) 바코드스캐너 연동가능 (Option.)
6) 추가신호(=PLC) 연결가능 (Option.)
7) 검사모델별 순차적인 테스트 가능 (Option.)



+ 주요사업영역 (계측시스템사업)

소음검사시스템 (NI 9250 cDAQ)

1.  1/3 옥타브 측정
2.  FFT, STFT 등 분석기능
3.  디지털 필터 및 다양한 average 방식을 통한 데이터 취득
4. 측정 음원 저장 (wav, datafile, etc)
5. NI 9250 cDAQ

1) 2 Diff. channel, 102.4 kS/sec per each channel
2) 110 dB Dynamic range, Built-in anti-alias filters
3) – 100 dBc THD (Total harmonic distortion)
4) 2 mA IEPE excitation current and TEDS compatibility

소음측정용 마이크로폰(Micro-Phone)

Microphone Model 130e20 378B02 46AE

Nominal Microphone Diameter 1/4" 1/2" 1/2"

Freq. Response Characteristic Free-Field Free-Field Free-Field

Freq. Range 20 ~ 10,000 Hz 7 ~ 10,000 Hz 3.15 ~ 20,000 Hz

Inherent Noise 30 dB re 20 uPa 15.5 dB re 20 uPa ㅡ

Dynamic Range 122 dB re 20 uPa 137 dB re 20 uPa 17 dB ~ 138 dB

Price Low Middle / High Middle / High

Brand PCB Piezotronics PCB Piezotronics NI



+ 기타부분

주요고객사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한화테크윈, 한화기계, 한화디펜스
전기연구원, 경남/부산 테크노파크
윌로펌프, 하이젠모터, S&T모티브
덴소코리아

대학교 / 산학협력기관

주요협력사



TEST EASY WITH GISTEK

T. 055) 262-6316 F. 055) 262-6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