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nesis High Speed 및 Perception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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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솔루션으로 가능한 초고속 데이터 수집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고속 게이트웨이

Genesis High Speed 는 초고속 데이터 수집의 새로운 지평을 

엽니다. all in one 시스템을 기반으로 연속된 데이터, 순간적

인 초고속 계측, 장시간에 걸친 데이터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Ignition coils

injection system 에서 계측

On-board electronics 의 기능 

테스트 및 오류 분석

낙뢰 탐지

위성 테스트

Wind tunnel 테스트

로켓 구동 테스트

항공우주

자동차

전기 구동의 동력과 효율 분석

전기 구동차와 데이터수집장치

진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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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계측의 다양한 활용



충돌 테스트

폭발 및 탄도(ballistic) 테스트

Notched-bar impact-bending 테스트

고도로 동적인 재료 테스트 

낙하 테스트

충격 테스트

Split-Hopkinson bar 테스트

유지보수 계획에 따른 수정 

예방 유지보수 및 검사

문제 해결

서비스 및 유지보수

Transient Recovery Voltage (TRV) 분석

회로 차단기 및 스위치기어 테스트

Switching impulse 분석

Lightning impulse 분석

퓨즈(Fuse) 테스트

고성능 및 고전압 범위

HBM Genesis High Speed 제품들은 LDS Nicolet, LDS Dactron 및 Gould Nicolet 브랜드의 새 이름 입니다. 
Nicolet 브랜드는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Corporation이 소유합니다. Gould는 Gould Electronics GmbH의 브랜드입니다. 3

초고속 계측의 다양한 활용



초고속 계측 

Genesis High Speed는 초고속 계측을 위한 모듈식 플랫폼으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

집 및 기록이 가능한 all in one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센서

의 시그널 뿐 아니라, 광 케이블 시그널도 지원하기 때문에 고전압, 고전류와 같은 전자

장 하에서도 사용이 용이합니다. 

메인프레임 데이터 수집 카드

모듈식 고속화

모듈식 구조로 이루어진 Genesis High Speed는 어떠한 고속 측정도 가능

합니다.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PC, 데이터수집카드, perception 소프트

웨어 등을 내/외장 시킨 메인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수천개의 채널을 병행한 여러 메인프레임을 작

동할 수 있습니다.

Genesis High Speed는 20kS/s 에서 최대 

100MS/s 까지의 샘플링 속도로 다양한 

데이터 수집카드를 제공합니다.

측정한 data stream을 400MB/s 의 속도

로 직접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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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플랫폼의 초고속 계측 장치



Perception 소프트웨어

안전함

Dual acquisition mode 로 샘플링 속도 

전환이 가능하며 최대 초당 400회 까

지 지원 됩니다.

힘든 측정 환경, 특히 비 반복성 테스트의 경우에도 Genesis High Speed는 

정확한 계측 결과를 제공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이동식 하드 디스크에 

안전하게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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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식 플랫폼의 초고속 계측 장치



    고속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

즉시 사용 가능 - 프로그래밍 불필요

센서 데이터베이스로 간편한 설치

설정

단 하나의 PC로 여러 장치 구성 가능

레코딩 중 검토 - 계측 진행 중에 분석 가능 – 계측 실행 중에 분석

극한값(extreme values)을 확인하기 위한 위치 추적 표식

디스플레이

레포트 생성 및 분석을 위한 내보내기 커서 및 수직, 수평, 

경사 커서 지원

150여 개 기능의 포뮬라 데이터베이스

계산(calculatons)

사용자에 맞춘 calculations 생성

다양한 function 지원으로 손쉽게 레포트 생성

데이터 수집 및 저장 

Quick Report to Word – 간단한 클릭 한번으로 데이터 전송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도 신속하게 처리 가능

분석

Log file functionality (ex: 다양한 data sets 지원)

25개의 내보내기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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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고속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분석

Full 64-bit 소프트웨어 지원: Perception은 대량의 데이터도 빠

르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록 설계되어, 초고속 데이터 수집

에 적합합니다.

다국어 지원 : Perception 8개 언어(한국어, 영어, 독일어, 플아스

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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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PNRF 
계측 데이터(Perception 기본 데이터 

수집 파일)에 액세스하고 싶지만 25
개 이상의 내보내기 형식 중 어떤 

것도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에 맞지 

않습니까? PNRF(Perception Native 

CSI (Custom Software Interface) PNRF 리더

HBM의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Perception은 구매 즉시 사용 

가능한 손쉬운 UI를 기반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테스트 환

경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Perception은 어떤 고객이든 쉽

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PNRF

초고속 장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특정한 요구에 맞춘 Percep-
tion을 사용해보세요. 예를 들어, 특

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거

나 포뮬라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 

고유의 공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CSI 기능은 사용자 특정 니즈에 모

든 옵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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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용 옵션



Recording File) 리더를 사용하여 계

측 데이터에 바로 엑세스 할 수 있

으며 계측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고 

사용자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RPC (Remote Procedure Call) 기능을 

이용하여 Genesis High Speed를 원격

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윈도우 PC에서 COM(Component 

Object Model)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여 Perception 을 원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PC/COM 원격 제어

개봉 후 즉시 Perception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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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데이터 수집 소프트웨어용 옵션



Product GEN3i GEN7i

Description
With an integrated high-performance Windows 
PC; touchscreen or Windows operation; multi- 
monitor support; for low number of channels

With an integrated high-end Windows PC;
touchscreen or Windows operation; multi- 
monitor support; for high number of channels

Integrated PC Intel i5, 8 GB RAM Intel i7, 16 GB RAM 

Touchscreen 17” TFT, 1280x1024 17” TFT, 1280x1024

Installed software Perception Standard Perception Enterprise 64bit

Slots for data acquisition cards 3 7

Number of channels 4 to 96 4 to 224

Data transfer rate

to the PC, 1 GBit Ethernet 100 MB/s 100 MB/s

to the PC, 10 GBit Ethernet 400 MB/s 400 MB/s  

to the internal SSD, not removable 200 MB/s  350 MB

to the internal SSD system, removable –– 350 MB/s

to internal SSD data, removable –– 200 MB/s

to the iSCSI drive (NAS) –– ––

Digital events / timers / counters 32 / 4 96 / 12

High speed data bus ✔ ✔

EtherCAT support (slave) –– ––

Synchronization PTPv2, master/slave, IRIG, GPS

초고속 메인프레임

Genesis High Speed (초고속 데이터 수집 장치) : PC 포함 유/무 이동식 또는 산업용 컨트롤 패널용, 슬롯 3개, 
7개 또는 16개 – 사용자의 맞춤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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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부 사항 

GEN3t GEN7tA GEN16t

For connection to an external PC;
for portable use without control cabinet  
installation; for low number of channels

For connection to an external PC;
for portable use without control cabinet  
installation; for high number of channels

For connection to an external PC;
for control cabinet installation;
for high number of channels

–– –– ––

–– –– ––

–– –– ––

3 7 16

4 to 96 4 to 224 4 to 512

100 MB/s 100 MB/s 100 MB/s

400 MB/s 400 MB/s 200 MB/s 

200 MB/s –– 50 MB/s

–– –– ––

–– 350 MB/s ––

80 MB/s (1 Gbit Ethernet)
150 MB/s (10 Gbit Ethernet)

80 MB/s (1 Gbit Ethernet)
150 MB/s (10 Gbit Ethernet)

40 MB/s

32 / 4 96 / 12 ––

✔ ✔ ––

✔ ✔ ––

PTPv2, master/slave, IRIG, GPS, EtherCAT distributed clock PTPv2, master/slave, IRIG,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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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GN815 / GN816 GN610 / GN611 GN411 / GN410 GN441 / GN440

Features
IEPE sensors and voltage  
signals;  
TEDS support for IEPE sensors

Voltage signals; 
600 V RMS CATII reinforced 
isolation

DMS quarter, half and full 
bridge circuits, PT100 and other 
voltage and current-fed sensors;  
constant voltage and  
constant current supply 

IEPE sensors, voltage 
signals and shunt-based  
current measurements

Input circuit Asymmetrically differential / IEPE Differential Bridge / differential Differential / IEPE / shunt

Isolation ✔ ✔ ✔ ✔

Supported  
transducer types

Voltage

Current-fed piezoelectric 
transducer (IEPE)

Digital input

Incremental rotary encoder, 
Incremental encoder

Pulse counter, frequency

Digital output

Voltage

High voltage

Digital input

Incremental rotary encoder, 
incremental encoder

Pulse counter, frequency

Digital output

Voltage

SG (resistance) 
quarter bridge circuit

SG  (resistance)  
half bridge circuit

SG  (resistance) 
full bridge circuit

Potentiometer

Piezoresistive transducer

Thermo-resistors

Voltage

Current 

Current-fed piezoelectric 
transducer (IEPE)

Input range ±10 mV … ±50 V ±20 mV … ±1 kV ±2 mV … ±10 V ±10 mV … ±100 V

Sampling rate 2 MS/s   /   200 kS/s 2 MS/s    /    200 kS/s 1 MS/s  /  200 kS/s 1 MS/s  /  200 kS/s

Resolution 18 bits 18 bits 16 bits 16 bits

Memory 2000 MB / 200 MB 2000 MB /  200 MB 512 MB  /  128 MB 512 MB  /  128 MB

Channels 8 6 4 4

Digital inputs / 
timers / counters

 16 / 2  16 / 2 –– ––

Real-time math ✔ ✔ –– ––

Standard data bus ✔ ✔ ✔ ✔

High speed data bus ✔ –– –– ––

고속 데이터 수집 카드
메인프레임과 통합된 Genesis High Speed 제품군의 데이터 수집 카드는 다양하고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어떠한 계측을 하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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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412 / GN413 GN3210 / GN1610 GN3211 / GN1611 GN6470

Voltage signals
IEPE, charge sensors  
and voltage signals; 
TEDS support for IEPE sensors

Voltage signals
Digital input channels 
with timer/counter function  
for selected channels

Differential Differential / IEPE / charge Differential Digital input / timer / counter

–– –– –– ––

Voltage Voltage

Current-fed piezoelectric transducer 
(IEPE)

Passive piezoelectric transducer 
(charge)

Digital input

Incremental rotary encoder,  
incremental encoder

Pulse counter, frequency

Digital output

Voltage

Digital input

Digital output

Digital input

Incremental rotary encoder,  
incremental encoder

Pulse counter, frequency

Pulse width modulated signals

±20 mV … ±100 V ±10 mV … ±20 V ±10 mV … ±20 V ––

100 MS/s  / 25 MS/s 250 kS/s 20 kS/s 1 MS/s

14 bits 24 bits 24 bits 1 / 64 bits

1800 MB / 128 MB 1800 MB  200 MB  512 MB

4 32 / 16 32 / 16 ––

––  16 / 2  16 / 2 64+3

–– ✔ ✔ ––

✔ ✔ ✔ ✔

–– –– –– ––

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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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세부 사항



High speed isolated digitizers

Receiver GENIS-4R GENIS-4M

Description

ISOBE5600 system consisting of one digitizer 
unit (GENIS-1T or GENIS-1TM) and the  
GENIS-4R receiver unit connected via a fiber 
optic cable, including digital data transfer

Additional isolation for existing  
measurement systems for potential-free  
measurements

ISOBE5600 system consisting of one digitizer  
unit (GENIS-1T or GENIS-1TM) and the  
GENIS-4M receiver unit connected via a fiber 
optic cable, including digital data transfer,  
with integrated memory for data acquisition

Transient recorder for 1 to 4 channels

Model Receiver with analog output
Receiver with analog output and  

integrated memory for data acquisition

Channels 4  (1 per digitizer unit) 4  (1 per digitizer unit)

Memory –– 128 MS (256 MB)

Digital / analog conversion rate 100 MS/s (per channel)

Resolution (DAC) 14 bits

Digitizer unit GENIS-1T GENIS-1TM

Model types
Battery-operated, with an operating duration of  
12 hours (one battery) or 24 hours (two batteries) 

Continuous operation with isolated power 
supply (isolation 1.8 kV RMS) 

Channels 1

Input circuit Asymmetrically differential

Input range ±100 mV … ±50 V

Sampling rate 100 MS/s 

Bandwidth (analog-in to analog-out) 20 MHz 

Resolution (ADC) 14 bits

Compensation for length 
of optical wave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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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GN110 / GN111 GN112 / GN113 GN401 GN4070

Description

Optically-isolated  
digitizer with one channel  
for the high-voltage range  
(digitizer only),  
battery-powered;  
for connecting to receiver   
card GN401

Optically-isolated digitizer 
with one channel for the 
medium-voltage range  
(digitizer only) with  
integrated, isolated power 
supply (1.8 kV ROS); 
for connecting to receiver  
card GN401

Receiver card for Genesis 
High Speed mainframes with 
4 channels for connecting 
optical waveguide-isolated 
digitizers and one analog 
output per channel

Receiver card for Genesis  
High Speed mainframes for  
32 digital and 8 isolated 
digital channels, with 
timer/counter function for 
selected channels

Channels 1 1 4 (1 channel per digitizer)

32 digital inputs  
(not isolated)

8 digital inputs  
(isolated)

3 timers / counters

Input circuit Asymmetrically differential Asymmetrically differential –– Digital input / timer / counter

 Isolation ✔ ✔ –– Partial

Input range ±20 mV … ±100 V ±20 mV … ±100 V –– ––

Sampling rate 100 MS/s   /     25 MS/s 100 MS/s   /     25 MS/s –– 1 MS/s

Resolution 14 bits     /    15 bits 14 bits     /    15 bits –– 1 / 64 bits

Memory –– –– 1800 MB 512 MB

Compensation  
for length of  
optical waveguide

✔ ✔ ✔ ✔

Standard data bus –– –– ✔ ✔

BE3200은 저압, 고압 및 고출력 실험실 테스트에서 사용된 장치 작동을 위해 정확한 타이밍과 광학 분리를 제

공한 선별된 고속 컨트롤러입니다. 테스트 중 기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양한 안전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Power failure:  
BE3200은 시퀀스 기능을 확실히 완료합니다.

 � Synchronization error: 
내부 동기화에 의해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 Watchdog timer: 
내부 오류가 발생하면 시퀀스가 즉시 중단됩니다.

Optically-isolated 디지털 앰프는 고전압 환경에서 potential-free measurements 및 reliable test 등에 최적화 되었습니

다. 일반적으로 회로 차단기 테스트, 단락 및 고압 실험실에서 스위치기어 테스트, 고전압 낙뢰 분석 등을 제공합니다.

Test sequencer – 단락 및 고압 테스트용 컨트롤러

15

기술 세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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