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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앤티
시스템

Factory+Automation world 2018에서

유저 중심의 EtherFOS를 활용한
열화상 통합감시시스템 선보여

산업용통신기기 제조/기술용역개발 등 유선 통

이터 서버 솔루션(EtherFOS)’과 고신뢰도 저픽셀

신장비 제조업체 ㈜에이씨앤티시스템(대표 : 권태상,

열화상 카메라인 ‘열화상 통합감시 솔루션’, ‘산업용

www.acnt.co.kr)이 지난 3월 28일~3월 30일까지 코

IoT 솔루션’ 등 3개의 고객 맞춤형 데모 시스템을

엑스에서 열린 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018 전시회에 이더포스 시리즈(EtherFos Series),
에토스 시리즈(ETOS-XP Series)를 출품하였다.

이기종의 필드 데이터(Field Data)를 정보화하
는 개방형 데이터 분배 플랫폼인 EtherFos(이더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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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앤티시스템의 부스(3-D118)를 찾은 고

스)는 현장의 장비로부터 상위 정보 시스템까지 데

객들은 데모 시스템을 통하여 데이터의 수집, 처

이터의 수집, 분석을 빠르고 쉽게 구축할 수 있으

리, 분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데

며,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통해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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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 시 복구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주)에이씨앤티시스템은 “신뢰성 있

열화상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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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therFOS 솔루션
- 전력구 열화상 감시시스템

는 통신장비인 만큼 생산관리 시스템을 손쉽게 구
축할 수 있고, 에너지관리 및 재난관리 시스템까지

눈 안에 펼쳐지는 혁신적인 전력구 열화상 감시

동일한 플랫폼으로 구축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력구 내의 지중송전 케이블을 고객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하는 구성으로 통합 영상/열화상 감시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전력 전원 공급 및 관리를

또 산업시설물 및 인명 보호에 대한 사고를 예방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이다.

하고 진단할 수 있는 ‘열화상 통합 감시 솔루션’은
사용자가 지정한 온도 조건에 따라 알람 기능을

EtherFOS를 활용한 열화상 통합 감시시스템은

제공하며, 흑백 및 컬러 영상뿐 아니라 열화상과

통합감시 솔루션 구축으로 안전 진단 및 예방 솔

실화상을 동시 측정하여 눈으로 쉽게 감시할 수 있

루션 구축이 가능하며, 경제적인 통합 감시 솔루션

다. 발전소와 대형 병원 내 응급진료센터에 꾸준히

구축 및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통합 감

적용되고,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 시스템의 실시간 온도 변화 감시를 통한 선제적

2018. 5 65

업체 & 기술동정

권역 응급의료센터 발열환자 출입통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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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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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 검역소 내 클린 파티션과 이온 발생기가 24
시간 운영되며, 스피커를 통한 경보 전파 및 시각 경

2. EtherFOS 솔루션
- 발열환자 출입통제 시스템

보(전광판)을 연동 구현하고, 병원 내 출입을 위한
자동문 자동제어 기능이 연동되며, 국내 주요 병원
에 설치되어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으

의료진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환자 출입

로 이용되고 있다.

통제 시스템으로 메르스(MERS)나 사스(SAR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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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전염병 발생 시 응

이처럼 EtherFOS(이더포스)는 다양한 산업 현

급 의료 센터, 공항, 인구 밀집 지역의 입·출입 통제

장에 유저 중심의 솔루션을 바탕으로 설치되어 신

를 관리하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

뢰를 얻고 있으며, 안전 관리와 설비 관리 효율 향

적으로 응급 및 구호, 격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상, 안정적인 운영까지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

솔루션이다.

어 고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EtherFOS를 활용한 발열환자 출입통제 시스템의

한편 ㈜에이씨앤티시스템(031-386-7795)은 지

특징은 의료진 보호 및 감염 확산 방지와 MERS나

난 3월 2일 본사, 연구소, 공장 모두 신사옥(경기도

SAS와 같은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 발생 시 의료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1번길 16-11)으로 이전

보호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환자 출입통제 시스

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