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I oTI oT

도로를 공사때문에 
통행 금지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졌어.

제설차가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게 되었어.

유지보수용 차량의 
유지 관리 간격이 

길어졌어.

엠시스템은 

시설의 안전한 운용과 절전을 

기기로 지원합니다.

도로

소개

엠시스템 
대표 이사 회장

미야미치 시게루
( 宮道 繁 )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작업 관계자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엠시스템은 최신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시설의 안전 운용과 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나열한 16가지 사례는 지금까지의 실적 중 일부를 선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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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통행 관리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터널의 방재 설비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I/O 매핑 기능

Web 데이터 로거 DL8은 Web 화면에 
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 벤 트  통 보  기 능  등 을  갖 춘  I o T 용  
단말기입니다.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10~13

형 식: DL8IoT용 단말 
Web 데이터 로거

태 블 릿  레 코 더 는  수 집  및  축 적 한  
트렌드 데이터를 무선 LAN 등의 IP
망을 통해 태블릿이나 PC의 Web 
화면에 표시하는 기록계입니다.
기본 기능
· 트렌드 데이터/이벤트 데이터 기록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SLMP 통신 기능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8

형 식: TR30-G무선 기록계 
태블릿 레코더

Web 데이터 로거 DL30은 Web 화면에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벤트 
통보 기능과 장부 및 전표 작성 기능 등을 
갖춘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입니다.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SLMP 통신 기능

· 장부 및 전표(일일 보고·월례 
보고·연례 보고)
작성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사용자 정의 화면 작성 기능
· 스케줄 기능
· I/O 매핑 기능

형 식: DL30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 
Web 데이터 로거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6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는 전파의 
회절성이 크고, 거리와 도달성 등의 
전 파  특 성 이  뛰 어 난  9 2 0 M H z 대 의  
전파를 사용하여 멀티 홉 방식(슬레이브 
간 중계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 통신비가 무료입니다.
·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가시성이 좋은 곳에서는 1km(*1)까지 
도달합니다.

(*1)반드시 도입 전에 전파 시험을 
실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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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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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8페이지에도 제품 소개가 있습니다. 타워 라이트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형 식: IT40SRE
써머커플 변환기(절연)
형 식: 26TS1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2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3
형 식: EDMC

일본 시장 한정

헤드마운트형 변환기 

26-UNIT 시리즈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형 식: GR8-EM

네트워크 변환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리모트 I/O 
R7 시리즈

형 식: R7□

Ethernet용 피뢰기

IEC 61643-21 (Category C1, C2) 
compliant
형 식: MDCAT

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형 식: MAT3

3상 일체형 전원용 피뢰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4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7, 15

D3 시리즈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통신 모듈
형 식: D3-LT5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5, 6
형 식: LS 시리즈

LED 조명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1

통신 모듈
형식: R3-N□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9
형 식: DLA1

리모트 I/O 
R3 시리즈분산형 다중 전송 모듈

플러그인 구조의 전력 디맨드 감시 
모듈입니다.

헤드마운트형 2선식 온도 
변환기입니다.

통신 기능을 겸비한 타워 
라이트입니다.

Modbus의 Ethernet 프로토콜과 
RS-485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배선 공사 없이 형광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아날로그 전용 회선에서 무선까지 
다양한 통신 회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미터입니다.

쉽게 증설할 수 있는 
자율 분산형 다중 
전송 장치입니다.

올인원 구조의 컴팩트한 리모트 
I/O입니다.

E therne t  케이블에 장착할 수 
있는 피뢰기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공사 
표준 사양서(2016년판)에 따른 
피뢰기입니다.

대응 네트워크의 종류와 입출력 
모듈의 종류가 다양한 다채널 조합 
자유형 리모트 I/O입니다.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Web 기능 장착

전력 모니터

· 무선 기기는 일본 시장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제품의 
세부 내용은 엠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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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 시리즈분산형 다중 전송 모듈

플러그인 구조의 전력 디맨드 감시 
모듈입니다.

헤드마운트형 2선식 온도 
변환기입니다.

통신 기능을 겸비한 타워 
라이트입니다.

Modbus의 Ethernet 프로토콜과 
RS-485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배선 공사 없이 형광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아날로그 전용 회선에서 무선까지 
다양한 통신 회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미터입니다.

쉽게 증설할 수 있는 
자율 분산형 다중 
전송 장치입니다.

올인원 구조의 컴팩트한 리모트 
I/O입니다.

E therne t  케이블에 장착할 수 
있는 피뢰기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공사 
표준 사양서(2016년판)에 따른 
피뢰기입니다.

대응 네트워크의 종류와 입출력 
모듈의 종류가 다양한 다채널 조합 
자유형 리모트 I/O입니다.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Web 기능 장착

전력 모니터

· 무선 기기는 일본 시장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제품의 
세부 내용은 엠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3 8

수평 전개 맵

도
로

 시
설

의
 Io

T 
기

기

어플리케이션 사례집

www.m-system.com

2019-06
KC-Z682

Rev. 0
01

4-2018

500598

공 사 중

공 사 중 공 사 중

Your local representative:



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I oTI oT

도로를 공사때문에 
통행 금지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졌어.

제설차가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게 되었어.

유지보수용 차량의 
유지 관리 간격이 

길어졌어.

엠시스템은 

시설의 안전한 운용과 절전을 

기기로 지원합니다.

도로

소개

엠시스템 
대표 이사 회장

미야미치 시게루
( 宮道 繁 )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작업 관계자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엠시스템은 최신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시설의 안전 운용과 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나열한 16가지 사례는 지금까지의 실적 중 일부를 선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 공사

사례 1

사례 2

사례 3

4페이지 참조

전력 디맨드 감시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2   도로 유지보수

사례 4

사례 5

사례 6

4~5페이지 참조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3   도로 방재

사례 7

사례 9

사례 8

사례 10

5~6페이지 참조

터널의 통행 관리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터널의 방재 설비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I/O 매핑 기능

Web 데이터 로거 DL8은 Web 화면에 
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 벤 트  통 보  기 능  등 을  갖 춘  I o T 용  
단말기입니다.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10~13

형 식: DL8IoT용 단말 
Web 데이터 로거

태 블 릿  레 코 더 는  수 집  및  축 적 한  
트렌드 데이터를 무선 LAN 등의 IP
망을 통해 태블릿이나 PC의 Web 
화면에 표시하는 기록계입니다.
기본 기능
· 트렌드 데이터/이벤트 데이터 기록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SLMP 통신 기능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8

형 식: TR30-G무선 기록계 
태블릿 레코더

Web 데이터 로거 DL30은 Web 화면에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벤트 
통보 기능과 장부 및 전표 작성 기능 등을 
갖춘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입니다.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SLMP 통신 기능

· 장부 및 전표(일일 보고·월례 
보고·연례 보고)
작성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사용자 정의 화면 작성 기능
· 스케줄 기능
· I/O 매핑 기능

형 식: DL30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 
Web 데이터 로거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6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는 전파의 
회절성이 크고, 거리와 도달성 등의 
전 파  특 성 이  뛰 어 난  9 2 0 M H z 대 의  
전파를 사용하여 멀티 홉 방식(슬레이브 
간 중계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 통신비가 무료입니다.
·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가시성이 좋은 곳에서는 1km(*1)까지 
도달합니다.

(*1)반드시 도입 전에 전파 시험을 
실시하십시오.

마스터

슬레이브

무선 게이트웨이
형 식: WL40EW2

무선 게이트웨이
형 식: WL40MW1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6

4   도로 기상

사례 11

사례 12

6페이지 참조

도로의 적설 감시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5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사례 15

사례 14

사례 16

7페이지 참조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8페이지에도 제품 소개가 있습니다. 타워 라이트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형 식: IT40SRE
써머커플 변환기(절연)
형 식: 26TS1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2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3
형 식: EDMC

일본 시장 한정

헤드마운트형 변환기 

26-UNIT 시리즈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형 식: GR8-EM

네트워크 변환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리모트 I/O 
R7 시리즈

형 식: R7□

Ethernet용 피뢰기

IEC 61643-21 (Category C1, C2) 
compliant
형 식: MDCAT

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형 식: MAT3

3상 일체형 전원용 피뢰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4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7, 15

D3 시리즈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통신 모듈
형 식: D3-LT5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5, 6
형 식: LS 시리즈

LED 조명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1

통신 모듈
형식: R3-N□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9
형 식: DLA1

리모트 I/O 
R3 시리즈분산형 다중 전송 모듈

플러그인 구조의 전력 디맨드 감시 
모듈입니다.

헤드마운트형 2선식 온도 
변환기입니다.

통신 기능을 겸비한 타워 
라이트입니다.

Modbus의 Ethernet 프로토콜과 
RS-485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배선 공사 없이 형광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아날로그 전용 회선에서 무선까지 
다양한 통신 회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미터입니다.

쉽게 증설할 수 있는 
자율 분산형 다중 
전송 장치입니다.

올인원 구조의 컴팩트한 리모트 
I/O입니다.

E therne t  케이블에 장착할 수 
있는 피뢰기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공사 
표준 사양서(2016년판)에 따른 
피뢰기입니다.

대응 네트워크의 종류와 입출력 
모듈의 종류가 다양한 다채널 조합 
자유형 리모트 I/O입니다.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Web 기능 장착

전력 모니터

· 무선 기기는 일본 시장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제품의 
세부 내용은 엠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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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I oTI oT

도로를 공사때문에 
통행 금지해야 하는 

기간이 짧아졌어.

제설차가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게 되었어.

유지보수용 차량의 
유지 관리 간격이 

길어졌어.

엠시스템은 

시설의 안전한 운용과 절전을 

기기로 지원합니다.

도로

소개

엠시스템 
대표 이사 회장

미야미치 시게루
( 宮道 繁 )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어져 있는 도로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망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작업 관계자들이 묵묵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엠시스템은 최신 IoT 기술을 활용하여 도로 시설의 안전 운용과 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나열한 16가지 사례는 지금까지의 실적 중 일부를 선별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 공사

사례 1

사례 2

사례 3

4페이지 참조

전력 디맨드 감시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2   도로 유지보수

사례 4

사례 5

사례 6

4~5페이지 참조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3   도로 방재

사례 7

사례 9

사례 8

사례 10

5~6페이지 참조

터널의 통행 관리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터널의 방재 설비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I/O 매핑 기능

Web 데이터 로거 DL8은 Web 화면에 
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 벤 트  통 보  기 능  등 을  갖 춘  I o T 용  
단말기입니다.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10~13

형 식: DL8IoT용 단말 
Web 데이터 로거

태 블 릿  레 코 더 는  수 집  및  축 적 한  
트렌드 데이터를 무선 LAN 등의 IP
망을 통해 태블릿이나 PC의 Web 
화면에 표시하는 기록계입니다.
기본 기능
· 트렌드 데이터/이벤트 데이터 기록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SLMP 통신 기능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8

형 식: TR30-G무선 기록계 
태블릿 레코더

Web 데이터 로거 DL30은 Web 화면에서의 
원격 감시 기능, 데이터 로깅 기능, 이벤트 
통보 기능과 장부 및 전표 작성 기능 등을 
갖춘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입니다.

기본 기능
· 간이 Web 서버(트렌드 화면 등)
· 데이터 로깅
· 메일 통보 기능
· FTP 기능
· Modbus/TCP 통신 기능
· SLMP 통신 기능

· 장부 및 전표(일일 보고·월례 
보고·연례 보고)
작성 기능

· 각종 연산 입력
· 사용자 정의 화면 작성 기능
· 스케줄 기능
· I/O 매핑 기능

형 식: DL30
문의해 주십시오.

현장 설치형 데이터 로거 
Web 데이터 로거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6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는 전파의 
회절성이 크고, 거리와 도달성 등의 
전 파  특 성 이  뛰 어 난  9 2 0 M H z 대 의  
전파를 사용하여 멀티 홉 방식(슬레이브 
간 중계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 통신비가 무료입니다.
·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 가시성이 좋은 곳에서는 1km(*1)까지 
도달합니다.

(*1)반드시 도입 전에 전파 시험을 
실시하십시오.

마스터

슬레이브

무선 게이트웨이
형 식: WL40EW2

무선 게이트웨이
형 식: WL40MW1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6

4   도로 기상

사례 11

사례 12

6페이지 참조

도로의 적설 감시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5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사례 15

사례 14

사례 16

7페이지 참조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에 나오는 제품 소개
8페이지에도 제품 소개가 있습니다. 타워 라이트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형 식: IT40SRE
써머커플 변환기(절연)
형 식: 26TS1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2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3
형 식: EDMC

일본 시장 한정

헤드마운트형 변환기 

26-UNIT 시리즈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4
형 식: GR8-EM

네트워크 변환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2

리모트 I/O 
R7 시리즈

형 식: R7□

Ethernet용 피뢰기

IEC 61643-21 (Category C1, C2) 
compliant
형 식: MDCAT

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형 식: MAT3

3상 일체형 전원용 피뢰기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4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7, 15

D3 시리즈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통신 모듈
형 식: D3-LT5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5, 6
형 식: LS 시리즈

LED 조명
무선 데이터
통신 모뎀

을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11

통신 모듈
형식: R3-N□

를 참고해 주십시오.사례 9
형 식: DLA1

리모트 I/O 
R3 시리즈분산형 다중 전송 모듈

플러그인 구조의 전력 디맨드 감시 
모듈입니다.

헤드마운트형 2선식 온도 
변환기입니다.

통신 기능을 겸비한 타워 
라이트입니다.

Modbus의 Ethernet 프로토콜과 
RS-485 프로토콜 변환기입니다.

배선 공사 없이 형광등을 쉽게 
교체할 수 있는 LED 
라이트입니다.

아날로그 전용 회선에서 무선까지 
다양한 통신 회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텔레미터입니다.

쉽게 증설할 수 있는 
자율 분산형 다중 
전송 장치입니다.

올인원 구조의 컴팩트한 리모트 
I/O입니다.

E therne t  케이블에 장착할 수 
있는 피뢰기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부 공공 건축 공사 
표준 사양서(2016년판)에 따른 
피뢰기입니다.

대응 네트워크의 종류와 입출력 
모듈의 종류가 다양한 다채널 조합 
자유형 리모트 I/O입니다.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Web 기능 장착

전력 모니터

· 무선 기기는 일본 시장에 한합니다.

여기에서 소개된 제품의 
세부 내용은 엠시스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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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소5-5 ×××JCT.  TOLL GATE

x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5  　 1 6

17　 18 　19 　20  　21 　 2 2  　 2 3

24 　25 　26　 27　 28　  2 9  　 3 0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D3 시리즈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자영선

단종

모바일 
라우터

두께가 
60mm인 
MAT3

10초

사양서

MDCAT

DLA1

DL8

컴팩트한 
26TS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After

Before

차량용 형광등은 
잘 깨지고 

수명이 짧아서 곤란해.

After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Before

외관이 잘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LS1200으로 바꿨더니 

수명이 길어졌어.

조명 설비의 낙뢰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국가 규격(*6)을 준수하면서, 
배선반에 들어가는 
피뢰기가 없을까?

MAT3은 
국가 규격을 준수하면서 

두께가 60mm라 
조명용 배전반에 여유롭게 들어가.

아스팔트 피니셔(*2)의 
스크리드(*3) 의온도를 관리하고 싶은데

사용 온도 범위가 넓고 컴팩트한 
온도 변환기가 없을까?

Before

26TS1은 사용 온도 범위가 
-40℃~+85℃이고, 컴팩트해서 
아스팔트 피니셔에 탑재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양이야!

이상 발생 시의 가스 농도 
데이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데이터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After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fter

Before

DL8과 
리모트 I/O R3 시리즈로 
교체했더니 갱신 주기를 

10초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어.
BCD 입력 모듈(*5)로 적설계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었어.

지진으로 폐선된 철도 터널에 
버스를 통행시키려고 하는데 

안전 확인 신호를 
전송할 장치를 찾고 있어.

가설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서 난처해.

Before

산 속에 있는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을 하는 자영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

DL8과 모바일 라우터를 
조합해서 교체했더니 통신도 

끊기지 않고 순조로웠어.
무선이라서 케이블이 노후될 

걱정도 없어졌어.

DL8이 관수 경보를 
메일로 보내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

최근에는 게릴라성 호우때문에 
수많은 언더 패스의 우회 지시와 

인력의 배치가 때늦어져서 곤란해!
관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존 재해 방지 
다중 전송 장치가 
단종되어 버렸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DLA1이 안성맞춤이야!

게다가 단종되지 않으니까
안심이야.

기존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4)에 
온도 신호 로깅 기능을 추가하여 

사고 분석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DL8을 사용했더니 Modbus 
통신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신 로깅할 수 있게 되었어. 
통신 기능도 로깅 기능도 

모두 표준 장비여서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었어.

형광등을 LS1200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돼.

수명이 길고, 비추는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서 

휘도도 충분해.

고속도로 요금소 안내판에 
적합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조명은 없을까?

IT40SRE를 PC의 
LAN에 연결하면 쉽게 
경보 표시할 수 있어.

Ethernet용 피뢰기로 
실적도 많고, 평가도 
좋은 MDCAT가 있어!

기상 관측 설비용 LAN을 
갱신할 계획 인데 

Ethernet용 중에 낙뢰 대책 
실적이 있는 피뢰기는 없을까?

Before

공사 현장의 전력도 
계약 전력이 있네!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초과 
요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군...

EDMC를 설치했더니 
공사 현장에서도 태블릿으로 

전력 디맨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전력이 초과될 것 같으면 

경보를 울려 알려줘.

D3 시리즈를 사용했더니 
전원만 켜면 바로 작동하였으며 

예산도 적게 들었어.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도로 유지보수

사례

4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사례

3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사례

2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사례

8

터널의 방재 설비

사례

9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사례

10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사례

14

도로의 적설 감시

사례

11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사례

12터널의 통행 관리

사례

7

전력 디맨드 감시

사례

1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5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6

(*6)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5)특수 사양인 R3 시리즈 BCD 입력 모듈을 사용합니다.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스크리드(*3)

(*4)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케이블 구조로 화재를 온도로 검지하는 장치.

(*2)아스팔트 피니셔: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건설 기계.
(*3)스크리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까는 기구.

· 일본 시장 한정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설비 관리

도로 기상도로 기상

TR30-G라면 
SD 카드에 데이터가 

남아 있으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이상 발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어.

기존 적설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길어서 대응이 늦어지니까 
1시간인 갱신 주기를 더 짧게 하고 싶어.

게다가 기존 적설계의 신호는 BCD 신호야.

After

레이저 거리 측정계의 측정값을 
PC에서 판단하고, 

이상을 LAN에 출력하여 
경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수 경보 장치

××× 요금소5-5 ×××JCT.  TOLL GATE

관리사무실제설차

적설계

관리사무실 고속도로 휴게소

배수 탱크

아스팔트 피니셔(*2)

실드 굴진기

유도 차량

LS1200

인터넷인터넷

태블릿

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

제어실

관리실

배전반

DLA1DLA1
통보 
메일

스마트폰인터넷인터넷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모바일 
라우터Modbus/TCP

통보 
메일

스마트폰

· BCD 신호· BCD 신호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모바일 
라우터

PC

인터넷인터넷

MAT3

LANLAN Ethernet
리모트 I/O 
R3 시리즈

Modbus/TCP 리모트 I/O 
R7E 시리즈 MDCAT

SCADA
MDCAT

DL8

· 가스 농도· 가스 농도

TR30-G

전용 케이블

레이저 거리 측정계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모바일 
라우터

센서
센서

태블릿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
Modbus/TCP

Ethernet

Ethernet

인터넷인터넷
모바일 
라우터

무선 LAN

자영선자영선

센서

관리사무실

· 거리 신호· 거리 신호

LAN

IT40SRE

PC

DL8  
DL8  

DL8

모바일 
라우터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Modbus/TCP Ethernet

· 온도
· 위치
· 온도
· 위치

DL8

GR8-EM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Modbus-RTU

PC
모바일 
라우터

· 스크리드 온도· 스크리드 온도

26TS1

(*4)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

16 도로 설비 관리

Before

D3 시리즈는
 자영선으로 10km까지 

전송할 수 있어서 이걸로 정했어.
앞으로 전력 낭비를 

다 찾아 낼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사례

15 도로 설비 관리

After

PLC

PC Ethernet

After

Before

배수량과 pH를 
920MHz대 멀티홉 무선 기기로 

무선 전송하여 DL30에 수신했더니 
일일 보고와 월례 보고를 

PC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
덕분에 순회 작업에서 

해방되었어.

관리사무실

Modbus/TCP

PC

DL30
(문의해 주십시오.)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자영선자영선 자영선자영선
D3 시리즈 D3 시리즈

떨어져 있음떨어져 있음

고속 도로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고속 도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관리사무실

· 입력 신호·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출력 신호· 입력 신호· 입력 신호 · 출력 신호· 출력 신호

LS1200

· 전력 펄스 신호· 전력 펄스 신호

모바일 
라우터Ethernet

EDMC

공 사 중

공 사 중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어. 
소비 전력량을 보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떨어져 있어. 
기존 자영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배수 설비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순회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

4 5 6 7

Hi-Pass 전용

Hi-Pass 전용 Hi-Pass 전용

일 반 Hi-Pass 전용

관수 주의

관수 주의

관수 주의

써머커플

××× 요금소5-5 ×××JCT.  TOLL GATE

x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5  　 1 6

17　 18 　19 　20  　21 　 2 2  　 2 3

24 　25 　26　 27　 28　  2 9  　 3 0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D3 시리즈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자영선

단종

모바일 
라우터

두께가 
60mm인 
MAT3

10초

사양서

MDCAT

DLA1

DL8

컴팩트한 
26TS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After

Before

차량용 형광등은 
잘 깨지고 

수명이 짧아서 곤란해.

After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Before

외관이 잘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LS1200으로 바꿨더니 

수명이 길어졌어.

조명 설비의 낙뢰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국가 규격(*6)을 준수하면서, 
배선반에 들어가는 
피뢰기가 없을까?

MAT3은 
국가 규격을 준수하면서 

두께가 60mm라 
조명용 배전반에 여유롭게 들어가.

아스팔트 피니셔(*2)의 
스크리드(*3) 의온도를 관리하고 싶은데

사용 온도 범위가 넓고 컴팩트한 
온도 변환기가 없을까?

Before

26TS1은 사용 온도 범위가 
-40℃~+85℃이고, 컴팩트해서 
아스팔트 피니셔에 탑재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양이야!

이상 발생 시의 가스 농도 
데이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데이터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After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fter

Before

DL8과 
리모트 I/O R3 시리즈로 
교체했더니 갱신 주기를 

10초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어.
BCD 입력 모듈(*5)로 적설계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었어.

지진으로 폐선된 철도 터널에 
버스를 통행시키려고 하는데 

안전 확인 신호를 
전송할 장치를 찾고 있어.

가설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서 난처해.

Before

산 속에 있는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을 하는 자영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

DL8과 모바일 라우터를 
조합해서 교체했더니 통신도 

끊기지 않고 순조로웠어.
무선이라서 케이블이 노후될 

걱정도 없어졌어.

DL8이 관수 경보를 
메일로 보내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

최근에는 게릴라성 호우때문에 
수많은 언더 패스의 우회 지시와 

인력의 배치가 때늦어져서 곤란해!
관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존 재해 방지 
다중 전송 장치가 
단종되어 버렸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DLA1이 안성맞춤이야!

게다가 단종되지 않으니까
안심이야.

기존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4)에 
온도 신호 로깅 기능을 추가하여 

사고 분석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DL8을 사용했더니 Modbus 
통신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신 로깅할 수 있게 되었어. 
통신 기능도 로깅 기능도 

모두 표준 장비여서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었어.

형광등을 LS1200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돼.

수명이 길고, 비추는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서 

휘도도 충분해.

고속도로 요금소 안내판에 
적합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조명은 없을까?

IT40SRE를 PC의 
LAN에 연결하면 쉽게 
경보 표시할 수 있어.

Ethernet용 피뢰기로 
실적도 많고, 평가도 
좋은 MDCAT가 있어!

기상 관측 설비용 LAN을 
갱신할 계획 인데 

Ethernet용 중에 낙뢰 대책 
실적이 있는 피뢰기는 없을까?

Before

공사 현장의 전력도 
계약 전력이 있네!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초과 
요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군...

EDMC를 설치했더니 
공사 현장에서도 태블릿으로 

전력 디맨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전력이 초과될 것 같으면 

경보를 울려 알려줘.

D3 시리즈를 사용했더니 
전원만 켜면 바로 작동하였으며 

예산도 적게 들었어.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도로 유지보수

사례

4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사례

3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사례

2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사례

8

터널의 방재 설비

사례

9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사례

10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사례

14

도로의 적설 감시

사례

11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사례

12터널의 통행 관리

사례

7

전력 디맨드 감시

사례

1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5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6

(*6)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5)특수 사양인 R3 시리즈 BCD 입력 모듈을 사용합니다.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스크리드(*3)

(*4)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케이블 구조로 화재를 온도로 검지하는 장치.

(*2)아스팔트 피니셔: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건설 기계.
(*3)스크리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까는 기구.

· 일본 시장 한정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설비 관리

도로 기상도로 기상

TR30-G라면 
SD 카드에 데이터가 

남아 있으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이상 발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어.

기존 적설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길어서 대응이 늦어지니까 
1시간인 갱신 주기를 더 짧게 하고 싶어.

게다가 기존 적설계의 신호는 BCD 신호야.

After

레이저 거리 측정계의 측정값을 
PC에서 판단하고, 

이상을 LAN에 출력하여 
경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수 경보 장치

××× 요금소5-5 ×××JCT.  TOLL GATE

관리사무실제설차

적설계

관리사무실 고속도로 휴게소

배수 탱크

아스팔트 피니셔(*2)

실드 굴진기

유도 차량

LS1200

인터넷인터넷

태블릿

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

제어실

관리실

배전반

DLA1DLA1
통보 
메일

스마트폰인터넷인터넷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모바일 
라우터Modbus/TCP

통보 
메일

스마트폰

· BCD 신호· BCD 신호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모바일 
라우터

PC

인터넷인터넷

MAT3

LANLAN Ethernet
리모트 I/O 
R3 시리즈

Modbus/TCP 리모트 I/O 
R7E 시리즈 MDCAT

SCADA
MDCAT

DL8

· 가스 농도· 가스 농도

TR30-G

전용 케이블

레이저 거리 측정계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모바일 
라우터

센서
센서

태블릿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
Modbus/TCP

Ethernet

Ethernet

인터넷인터넷
모바일 
라우터

무선 LAN

자영선자영선

센서

관리사무실

· 거리 신호· 거리 신호

LAN

IT40SRE

PC

DL8  
DL8  

DL8

모바일 
라우터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Modbus/TCP Ethernet

· 온도
· 위치
· 온도
· 위치

DL8

GR8-EM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Modbus-RTU

PC
모바일 
라우터

· 스크리드 온도· 스크리드 온도

26TS1

(*4)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

16 도로 설비 관리

Before

D3 시리즈는
 자영선으로 10km까지 

전송할 수 있어서 이걸로 정했어.
앞으로 전력 낭비를 

다 찾아 낼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사례

15 도로 설비 관리

After

PLC

PC Ethernet

After

Before

배수량과 pH를 
920MHz대 멀티홉 무선 기기로 

무선 전송하여 DL30에 수신했더니 
일일 보고와 월례 보고를 

PC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
덕분에 순회 작업에서 

해방되었어.

관리사무실

Modbus/TCP

PC

DL30
(문의해 주십시오.)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자영선자영선 자영선자영선
D3 시리즈 D3 시리즈

떨어져 있음떨어져 있음

고속 도로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고속 도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관리사무실

· 입력 신호·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출력 신호· 입력 신호· 입력 신호 · 출력 신호· 출력 신호

LS1200

· 전력 펄스 신호· 전력 펄스 신호

모바일 
라우터Ethernet

EDMC

공 사 중

공 사 중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어. 
소비 전력량을 보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떨어져 있어. 
기존 자영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배수 설비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순회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

4 5 6 7

Hi-Pass 전용

Hi-Pass 전용 Hi-Pass 전용

일 반 Hi-Pass 전용

관수 주의

관수 주의

관수 주의

써머커플



××× 요금소5-5 ×××JCT.  TOLL GATE

x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5  　 1 6

17　 18 　19 　20  　21 　 2 2  　 2 3

24 　25 　26　 27　 28　  2 9  　 3 0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D3 시리즈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자영선

단종

모바일 
라우터

두께가 
60mm인 
MAT3

10초

사양서

MDCAT

DLA1

DL8

컴팩트한 
26TS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After

Before

차량용 형광등은 
잘 깨지고 

수명이 짧아서 곤란해.

After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Before

외관이 잘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LS1200으로 바꿨더니 

수명이 길어졌어.

조명 설비의 낙뢰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국가 규격(*6)을 준수하면서, 
배선반에 들어가는 
피뢰기가 없을까?

MAT3은 
국가 규격을 준수하면서 

두께가 60mm라 
조명용 배전반에 여유롭게 들어가.

아스팔트 피니셔(*2)의 
스크리드(*3) 의온도를 관리하고 싶은데

사용 온도 범위가 넓고 컴팩트한 
온도 변환기가 없을까?

Before

26TS1은 사용 온도 범위가 
-40℃~+85℃이고, 컴팩트해서 
아스팔트 피니셔에 탑재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양이야!

이상 발생 시의 가스 농도 
데이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데이터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After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fter

Before

DL8과 
리모트 I/O R3 시리즈로 
교체했더니 갱신 주기를 

10초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어.
BCD 입력 모듈(*5)로 적설계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었어.

지진으로 폐선된 철도 터널에 
버스를 통행시키려고 하는데 

안전 확인 신호를 
전송할 장치를 찾고 있어.

가설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서 난처해.

Before

산 속에 있는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을 하는 자영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

DL8과 모바일 라우터를 
조합해서 교체했더니 통신도 

끊기지 않고 순조로웠어.
무선이라서 케이블이 노후될 

걱정도 없어졌어.

DL8이 관수 경보를 
메일로 보내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

최근에는 게릴라성 호우때문에 
수많은 언더 패스의 우회 지시와 

인력의 배치가 때늦어져서 곤란해!
관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존 재해 방지 
다중 전송 장치가 
단종되어 버렸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DLA1이 안성맞춤이야!

게다가 단종되지 않으니까
안심이야.

기존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4)에 
온도 신호 로깅 기능을 추가하여 

사고 분석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DL8을 사용했더니 Modbus 
통신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신 로깅할 수 있게 되었어. 
통신 기능도 로깅 기능도 

모두 표준 장비여서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었어.

형광등을 LS1200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돼.

수명이 길고, 비추는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서 

휘도도 충분해.

고속도로 요금소 안내판에 
적합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조명은 없을까?

IT40SRE를 PC의 
LAN에 연결하면 쉽게 
경보 표시할 수 있어.

Ethernet용 피뢰기로 
실적도 많고, 평가도 
좋은 MDCAT가 있어!

기상 관측 설비용 LAN을 
갱신할 계획 인데 

Ethernet용 중에 낙뢰 대책 
실적이 있는 피뢰기는 없을까?

Before

공사 현장의 전력도 
계약 전력이 있네!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초과 
요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군...

EDMC를 설치했더니 
공사 현장에서도 태블릿으로 

전력 디맨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전력이 초과될 것 같으면 

경보를 울려 알려줘.

D3 시리즈를 사용했더니 
전원만 켜면 바로 작동하였으며 

예산도 적게 들었어.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도로 유지보수

사례

4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사례

3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사례

2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사례

8

터널의 방재 설비

사례

9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사례

10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사례

14

도로의 적설 감시

사례

11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사례

12터널의 통행 관리

사례

7

전력 디맨드 감시

사례

1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5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6

(*6)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5)특수 사양인 R3 시리즈 BCD 입력 모듈을 사용합니다.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스크리드(*3)

(*4)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케이블 구조로 화재를 온도로 검지하는 장치.

(*2)아스팔트 피니셔: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건설 기계.
(*3)스크리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까는 기구.

· 일본 시장 한정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설비 관리

도로 기상도로 기상

TR30-G라면 
SD 카드에 데이터가 

남아 있으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이상 발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어.

기존 적설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길어서 대응이 늦어지니까 
1시간인 갱신 주기를 더 짧게 하고 싶어.

게다가 기존 적설계의 신호는 BCD 신호야.

After

레이저 거리 측정계의 측정값을 
PC에서 판단하고, 

이상을 LAN에 출력하여 
경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수 경보 장치

××× 요금소5-5 ×××JCT.  TOLL GATE

관리사무실제설차

적설계

관리사무실 고속도로 휴게소

배수 탱크

아스팔트 피니셔(*2)

실드 굴진기

유도 차량

LS1200

인터넷인터넷

태블릿

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

제어실

관리실

배전반

DLA1DLA1
통보 
메일

스마트폰인터넷인터넷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모바일 
라우터Modbus/TCP

통보 
메일

스마트폰

· BCD 신호· BCD 신호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모바일 
라우터

PC

인터넷인터넷

MAT3

LANLAN Ethernet
리모트 I/O 
R3 시리즈

Modbus/TCP 리모트 I/O 
R7E 시리즈 MDCAT

SCADA
MDCAT

DL8

· 가스 농도· 가스 농도

TR30-G

전용 케이블

레이저 거리 측정계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모바일 
라우터

센서
센서

태블릿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
Modbus/TCP

Ethernet

Ethernet

인터넷인터넷
모바일 
라우터

무선 LAN

자영선자영선

센서

관리사무실

· 거리 신호· 거리 신호

LAN

IT40SRE

PC

DL8  
DL8  

DL8

모바일 
라우터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Modbus/TCP Ethernet

· 온도
· 위치
· 온도
· 위치

DL8

GR8-EM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Modbus-RTU

PC
모바일 
라우터

· 스크리드 온도· 스크리드 온도

26TS1

(*4)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

16 도로 설비 관리

Before

D3 시리즈는
 자영선으로 10km까지 

전송할 수 있어서 이걸로 정했어.
앞으로 전력 낭비를 

다 찾아 낼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사례

15 도로 설비 관리

After

PLC

PC Ethernet

After

Before

배수량과 pH를 
920MHz대 멀티홉 무선 기기로 

무선 전송하여 DL30에 수신했더니 
일일 보고와 월례 보고를 

PC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
덕분에 순회 작업에서 

해방되었어.

관리사무실

Modbus/TCP

PC

DL30
(문의해 주십시오.)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자영선자영선 자영선자영선
D3 시리즈 D3 시리즈

떨어져 있음떨어져 있음

고속 도로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고속 도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관리사무실

· 입력 신호·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출력 신호· 입력 신호· 입력 신호 · 출력 신호· 출력 신호

LS1200

· 전력 펄스 신호· 전력 펄스 신호

모바일 
라우터Ethernet

EDMC

공 사 중

공 사 중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어. 
소비 전력량을 보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떨어져 있어. 
기존 자영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배수 설비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순회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

4 5 6 7

Hi-Pass 전용

Hi-Pass 전용 Hi-Pass 전용

일 반 Hi-Pass 전용

관수 주의

관수 주의

관수 주의

써머커플

××× 요금소5-5 ×××JCT.  TOLL GATE

x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5  　 1 6

17　 18 　19 　20  　21 　 2 2  　 2 3

24 　25 　26　 27　 28　  2 9  　 3 0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D3 시리즈 D3 시리즈

· 재해 방지 신호· 재해 방지 신호

자영선

단종

모바일 
라우터

두께가 
60mm인 
MAT3

10초

사양서

MDCAT

DLA1

DL8

컴팩트한 
26TS1

일 월 화 수 목 금 토

After

Before

차량용 형광등은 
잘 깨지고 

수명이 짧아서 곤란해.

After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Before

외관이 잘 깨지지 않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인 
LS1200으로 바꿨더니 

수명이 길어졌어.

조명 설비의 낙뢰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국가 규격(*6)을 준수하면서, 
배선반에 들어가는 
피뢰기가 없을까?

MAT3은 
국가 규격을 준수하면서 

두께가 60mm라 
조명용 배전반에 여유롭게 들어가.

아스팔트 피니셔(*2)의 
스크리드(*3) 의온도를 관리하고 싶은데

사용 온도 범위가 넓고 컴팩트한 
온도 변환기가 없을까?

Before

26TS1은 사용 온도 범위가 
-40℃~+85℃이고, 컴팩트해서 
아스팔트 피니셔에 탑재하기에 

안성맞춤인 사양이야!

이상 발생 시의 가스 농도 
데이터를 놓치게 되면 나중에 조사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 

데이터를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

After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After

Before

DL8과 
리모트 I/O R3 시리즈로 
교체했더니 갱신 주기를 

10초로 감시할 수 있게 되었어.
BCD 입력 모듈(*5)로 적설계의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었어.

지진으로 폐선된 철도 터널에 
버스를 통행시키려고 하는데 

안전 확인 신호를 
전송할 장치를 찾고 있어.

가설이라 공사 기간이 짧고 
예산도 적어서 난처해.

Before

산 속에 있는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을 하는 자영선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되어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어서 난감해.

DL8과 모바일 라우터를 
조합해서 교체했더니 통신도 

끊기지 않고 순조로웠어.
무선이라서 케이블이 노후될 

걱정도 없어졌어.

DL8이 관수 경보를 
메일로 보내줘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어.

최근에는 게릴라성 호우때문에 
수많은 언더 패스의 우회 지시와 

인력의 배치가 때늦어져서 곤란해!
관수 정보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존 재해 방지 
다중 전송 장치가 
단종되어 버렸어.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

프로그래밍이 필요 없는 
DLA1이 안성맞춤이야!

게다가 단종되지 않으니까
안심이야.

기존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4)에 
온도 신호 로깅 기능을 추가하여 

사고 분석에 이용하고 싶은데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DL8을 사용했더니 Modbus 
통신으로 온도 데이터를 

수신 로깅할 수 있게 되었어. 
통신 기능도 로깅 기능도 

모두 표준 장비여서 저렴하고 
쉽게 실현할 수 있었어.

형광등을 LS1200으로 
교체하기만 하면 돼.

수명이 길고, 비추는 각도도 
조정할 수 있어서 

휘도도 충분해.

고속도로 요금소 안내판에 
적합한 단시간에 교체할 수 

있는 수명이 긴 조명은 없을까?

IT40SRE를 PC의 
LAN에 연결하면 쉽게 
경보 표시할 수 있어.

Ethernet용 피뢰기로 
실적도 많고, 평가도 
좋은 MDCAT가 있어!

기상 관측 설비용 LAN을 
갱신할 계획 인데 

Ethernet용 중에 낙뢰 대책 
실적이 있는 피뢰기는 없을까?

Before

공사 현장의 전력도 
계약 전력이 있네!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초과 
요금을 내야 하는데 걱정이군...

EDMC를 설치했더니 
공사 현장에서도 태블릿으로 

전력 디맨드를 감시할 수 있으며
전력이 초과될 것 같으면 

경보를 울려 알려줘.

D3 시리즈를 사용했더니 
전원만 켜면 바로 작동하였으며 

예산도 적게 들었어.

터널 안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의 데이터 로깅 도로 유지보수

사례

4교량 거더 건설 측량의 경보 표시

사례

3

아스팔트 피니셔의 
온도 관리

사례

2

터널의 가스 농도 기록

사례

8

터널의 방재 설비

사례

9 관수 경보를 메일로 통보

사례

10 급수 설비의 
원격 감시 및 조작 도로 설비 관리

사례

13 조명용 배전반의 
낙뢰 대책

사례

14

도로의 적설 감시

사례

11 기상 관측 설비의 
낙뢰 대책

사례

12터널의 통행 관리

사례

7

전력 디맨드 감시

사례

1 요금소 안내표지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5 차량용 자체 발광 
게시판의 LED화 도로 유지보수

사례

6

(*6)IEC 61643-11 Class II compliant

· 일본 시장 한정· 일본 시장 한정(*5)특수 사양인 R3 시리즈 BCD 입력 모듈을 사용합니다.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 일본 시장 한정

스크리드(*3)

(*4)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케이블 구조로 화재를 온도로 검지하는 장치.

(*2)아스팔트 피니셔: 도로 등의 아스팔트 포장에 사용하는 건설 기계.
(*3)스크리드: 아스팔트를 가열하여 까는 기구.

· 일본 시장 한정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공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방재

도로 설비 관리

도로 기상도로 기상

TR30-G라면 
SD 카드에 데이터가 

남아 있으며,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이상 발생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어.

기존 적설 감시 시스템은 데이터의 
갱신 주기가 길어서 대응이 늦어지니까 
1시간인 갱신 주기를 더 짧게 하고 싶어.

게다가 기존 적설계의 신호는 BCD 신호야.

After

레이저 거리 측정계의 측정값을 
PC에서 판단하고, 

이상을 LAN에 출력하여 
경보 표시를 하고 싶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관수 경보 장치

××× 요금소5-5 ×××JCT.  TOLL GATE

관리사무실제설차

적설계

관리사무실 고속도로 휴게소

배수 탱크

아스팔트 피니셔(*2)

실드 굴진기

유도 차량

LS1200

인터넷인터넷

태블릿

관리사무실관리사무실

제어실

관리실

배전반

DLA1DLA1
통보 
메일

스마트폰인터넷인터넷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 관수 이상
· 레벨 스위치 신호

모바일 
라우터Modbus/TCP

통보 
메일

스마트폰

· BCD 신호· BCD 신호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 온도　· 습도
· 풍향　· 풍속

모바일 
라우터

PC

인터넷인터넷

MAT3

LANLAN Ethernet
리모트 I/O 
R3 시리즈

Modbus/TCP 리모트 I/O 
R7E 시리즈 MDCAT

SCADA
MDCAT

DL8

· 가스 농도· 가스 농도

TR30-G

전용 케이블

레이저 거리 측정계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 배수 탱크 수위
· 설비 경보

모바일 
라우터

센서
센서

태블릿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
Modbus/TCP

Ethernet

Ethernet

인터넷인터넷
모바일 
라우터

무선 LAN

자영선자영선

센서

관리사무실

· 거리 신호· 거리 신호

LAN

IT40SRE

PC

DL8  
DL8  

DL8

모바일 
라우터

통보 
메일

스마트폰PC

인터넷인터넷Modbus/TCP Ethernet

· 온도
· 위치
· 온도
· 위치

DL8

GR8-EM

발화점 위치 
검출 장치

Modbus-RTU

PC
모바일 
라우터

· 스크리드 온도· 스크리드 온도

26TS1

(*4)

고속도로 휴게소의 
배수 관리

사례

16 도로 설비 관리

Before

D3 시리즈는
 자영선으로 10km까지 

전송할 수 있어서 이걸로 정했어.
앞으로 전력 낭비를 

다 찾아 낼거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력 감시

사례

15 도로 설비 관리

After

PLC

PC Ethernet

After

Before

배수량과 pH를 
920MHz대 멀티홉 무선 기기로 

무선 전송하여 DL30에 수신했더니 
일일 보고와 월례 보고를 

PC와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
덕분에 순회 작업에서 

해방되었어.

관리사무실

Modbus/TCP

PC

DL30
(문의해 주십시오.)

920MHz대 
멀티 홉 
무선 기기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 전력 펄스· 전력 펄스

자영선자영선 자영선자영선
D3 시리즈 D3 시리즈

떨어져 있음떨어져 있음

고속 도로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고속 도로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상행선 고속도로 휴게소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 pH
· 배수 유량 펄스

관리사무실

· 입력 신호· 입력 신호· 출력 신호· 출력 신호· 입력 신호· 입력 신호 · 출력 신호· 출력 신호

LS1200

· 전력 펄스 신호· 전력 펄스 신호

모바일 
라우터Ethernet

EDMC

공 사 중

공 사 중

마스터

슬레이브

슬레이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어. 
소비 전력량을 보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가 떨어져 있어. 
기존 자영선을 이용하고 싶은데…

상하행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배수 설비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순회 
체크하는 게 너무 힘들어.

4 5 6 7

Hi-Pass 전용

Hi-Pass 전용 Hi-Pass 전용

일 반 Hi-Pass 전용

관수 주의

관수 주의

관수 주의

써머커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