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서  제어기기 전문 기업 ㈜오토닉스(대표이사 박용

진, www.autonics.co.kr)가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냉

장/냉동용 온도조절기 TF3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

W70.3×H28.2mm의 냉동공조 표준 패널 가공 치수

를 적용한 TF3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제상 동기

화 기능 ▲RTC(Real Time Clock) 기능 ▲경보음 내장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향상했다

는 데 있다.

제상 동기화 기능이란, 서리나 얼음을 제거해 열 효

율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TF3 시리즈는 동시에 최

대 6대 제품에 제상 동기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어 넓

은 면적의 냉장/냉동 쇼케이스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RTC(Real Time Clock) 기능을 통해 사용 빈

도가 낮은 야간 혹은 특정 시간대에 별도의 온도를 설

정해 제어할 수 있어 절전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은 물

론, 하루 최대 8회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해 

실시간으로 제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경보음이 내장된 

모델을 제공해 설정한 온도값과 차이가 있을 경우 자체 

내에서 경보를 울리는 기능도 탑재했다. 

한편, TF3 시리즈는 리모트 디스플레이 유닛(TFD 

시리즈)과 함께 사용할 경우, 냉동기와 떨어진 위치에

서도 현재 온도나 출력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다양한 기능 탑재한 냉장/냉동용 

온도조절기 ‘TF3 시리즈’ 출시

오토닉스, 냉장/냉동용 온도조절기 TF3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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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국제 인증 획득한 오토닉스

국내를 대표하는 산업용 센서  제어기기 전문 기

업 오토닉스(www.autonics.co.kr)가 환경경영시

스템 국제 표준인 ISO 14001 인증을 획득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으로서, 제품 생

산 및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

증하는 제도이다. 

본 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오토닉스 관계자는 오

토닉스가 센서, 제어기기, 모션 디바이스 등을 생

산하는 과정이 환경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에 맞게 

수행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며 본 인증 취득을 발판으로 쾌적하고 안전

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환경경영활동을 적

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토닉스는 납,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을 사

용한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의 사용을 규제하는 

RoHS 지침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외

에도 각종 해외 품질인증 규격인 CE, ISO9001, 

UL 등을 획득하며 국제적 품질의 우수성 역시 확

보한 바 있다. 

오토닉스가 획득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국제 표준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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