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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주주) 에이씨앤티시스템에이씨앤티시스템에이씨앤티시스템에이씨앤티시스템

  

1. 새새새새 천년천년천년천년!. 산업용산업용산업용산업용 통신시스템에통신시스템에통신시스템에통신시스템에 ETOS 본격본격본격본격

공급공급공급공급

작년 10월에 출시한 ETOS 시리즈를 국내 및

해외에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옵션 모듈을 추가 개발하여

ETOS의 적용 범위를 넓혀 갈 것입니다.

ETOS는 현재 국내 주요 산업 현장에 적용

중이며 성능 및 안정성이 입증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된 산업 현장은 LG전자 LCD

라인, 대우 자동자 , 아남 인스트루먼트,  영

정도 신공항 , 기아 자동차등의 통합 네트워

크에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수자원공사 및 한

국전력공사 등의 국가 공공 기관에 제품의 품

질을 평가 받아 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

도체 장비 표준 통신 규격인 SECS을 작년에

개발 완료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에 공급할 계획이고 한편으로 해외

에는 ETOS-50을 중심으로 중국 업체와 대만

업체와 현재 수출 상담이 진행 중입니다.

2. 이기종이기종이기종이기종 통신의통신의통신의통신의 신신신신 개념의개념의개념의개념의 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게이트웨이

ETOS 특징특징특징특징.

ETOS는 상위 시스템(Ethernet)과 하위 시스템

(RS232C/RS422/RS485/Fieldbus)사이에 프로토

콜 및 데이터를 변환 및 전달해주는 신 개념

의 게이트웨이 이며 ETOS의  특징은

- 이기종 시리얼(RS232C,RS422,RS485)최대 8

포트지원

- Windows Tool에 의한  프레임  및 프로토콜

시퀀스 편집

- Windows Tool에 의한  프레임 및 프로토콜

모니터 기능

- 다양한 시리얼 라이브러리 지원

- GLOFA Cnet, Modbus,AB,Siemens,Mitsubishi등

- Ethernet(이중화 가능) TCP/IP,UDP 지원

- Open Fieldbus 지원

- DevcieNet/CAN, Profibus-DP,Lonworks,

- 다이얼 업 / 전용 모뎀 통신 (TM/TC) 지원

- SECS-I,II,HSMS,GEM(반도체 장비 표준 프로

토콜) 지원등과 같이 다른 유사제품과 차별화

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 에이씨앤티시스템의에이씨앤티시스템의에이씨앤티시스템의에이씨앤티시스템의 비젼비젼비젼비젼

산업용 통신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최고

라고 자부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첨단 통신 기술로 국내 산업 현장에 향상된

통신 시스템을 보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많은 산업 현장에서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요도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추세에 대

응하기 위해 Ethernet 기술 뿐만 아니라 각 분

야 별로 규격화 되어 있는 Fieldbus 기술을 하

나씩 개발 할 것입니다.이다. 현재 Fieldbus중

개발된 것은 DeviceNet, Profibus-DP, CAN과 반

도체장비 표준인 SECS-I,II,HSMS,GEM을 개

발하였고, 향후 BACnet, Lonworks, SERCOS등

을 갖출 계획입니다. 이런 통신 기술의 결정

체로 ETOS 시리즈를 다양하게 추가 개발하여

2000년의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2000년

의 에이씨앤티시스템은 산업용 통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http://www.acnt-sys.co.kr  (0343-398-7781) ☜



선일테크선일테크선일테크선일테크(주주주주)

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고 세계적으로도 설치

실적이 가장 많은 PROFIBUS를 영업전략 품

목으로 하여 PROFIBUS 협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고객의 이익실현을 위한 관련기술 보급

에 노력하고 있는 당사는 엔지니어링,

Maintenance 환경제공, 트레이닝, 협력업체 소

개, 배선 케이블의 선정, Junction 박스의 위치,

스마트계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최근 당사는 인천 송림동 산업유통센터에 새

로운 사업장을 준비하고 21세기를 맞이한 여

러 사용자께 기존 시스템 또는 신규 소규모

시스템부터 대규모 시스템까지 기존 아날로그

에서 필드계장까지의 통일된 Migration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Fieldbus solution을 가지고 있

습니다.

  

1990년대 초에는 4-20mA신호에 디지탈 신호

를 중첩한 통신 방식을 가진 인텔리전트 필드

기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스마트 필드기기라

고 불리는 이러한 기기는 신뢰성이 높고 높은

효용성 및 가용성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개보

수나 Plant 확장에 당연히 적용될정도로  중

요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것입니

다. 이에 당사와 Profibus는 HART ,필드기기

제품의 공존과  필드기기부터 기본차원까지의

total 방법론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http://www.profibus.pe.kr  (032-589-3311) ☜

중앙전자산업중앙전자산업중앙전자산업중앙전자산업(주주주주)

당사는 컬러 브라운관의 특성검사 및 Test 설

비, 그리고 각종 Power Supplies, Hybrid ICs 등

을 생산 공급하는 자동검사설비 전문 업체로

써 1978년 회사 출범 이후 20여년 동안, 사

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솔루션 개발을 통하여

복잡한 공장자동화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

으며 시스템 제어관리를 위한 ID 시스템을

비롯하여 Power Supplies, Meter 등을 공급함으

로써 완벽한 시스템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

다. 또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 다

양한 제품 외에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브라운관 시장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업부

시스템 사업부는 컬러 브라운관 자동검사설비

제조부문으로, 브라운관의 각종 특성검사 및

Test 설비 등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동화 라인

을 구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검

사설비를 비롯하여 전자관 Mount부의 공정설

비, Emission Aging부의 정전류 Power Unit, ITC

부의 Raster Aging Set, 수명시험대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검사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Remote I/O, Optical Multiplexer 등의 통신 인터

페이스 모듈 및 각종 HV Power supplies,

Digital Panel Meters, Data Carrier System, ID

Controller, 기타 단품 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는 Hybrid ICs 제조부문으로, 고

정밀 고 신뢰성의 최신 생산설비를 구축하여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품질 보증체계의 확립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동화시스템 분야,

텔레 커뮤니케이션 분야, 컴퓨터, 군사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http://www.zefa.co.kr  (02-862-9300) ☜



(주주주주) 명성산전명성산전명성산전명성산전

당사는 금속.공작기계를 비롯한 모든 산업기

계 및 자동화설비, ROBOT 장비에 이르기 까

지 다양한 ELECTRIC Control Box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86년 9월에 창립하여 고객 만족의

극대화. 인간중심의 경영, 품질경영의 세계화,

경제적인 기업, 지속적인 품질개선 이라는 품

질목표를 세우고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인 납기

준수, 품질우선, 인화단결을 모든 임직원이 숙

지하여 풍부한 개발경험과 축적된 기술로써

현재는 동업계에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자랑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되었습니

다.

ISO9001의 엄격한 품질시스템을 바탕으로 동

업계의 국내 최고생산설비를 보유하고 그동안

의 풍부한 개발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

로 99년 4월에 교육용 CNC선반, 밀링, PIPE

BENDING MACHINE등의 공작기계를 개발

완료하여 양산화 체계로 생산 및 판매가 활성

화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저희 모든 임직원들은 앞으로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연구개발로서 고객이 만

족하는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의 노

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http://www.mstool.co.kr  (062-954-0167~8) ☜

SIEMENS Korea

고객우선주의를고객우선주의를고객우선주의를고객우선주의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방향수립방향수립방향수립방향수립

당사는 "고객 우선주의" 채택해 고객봉사 이

미지를 더 한층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를 시도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사는 고객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최대한의

고객서비스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오랜 전통과 튼튼한 기반을 가진 당사의 산업

설비 자동화 사업부는 2000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품의 우수성 위주의 홍보를 통한 영업

전략을 탈피하고 고객 우선주의 위주의 적극

적인 영업전개 및 단위 기기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 만

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

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던 제

어기기 시장은 이제 강력한 네트워킹 솔루션

을 중심으로 그 흐름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판매해온

SIMATIC은 PLC로서 잘 알려져 있지만 앞으

로 단순 PLC 기능을 넘어선 Totally Integrated

Solution으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

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리레벨의 산업용 Ethernet, 필드레벨의

Profibus 및 액츄레이터 센서 인터페이스(ASI)

등 모든제품의 영업활동을 확대하여 SIMATIC

NET으로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이룰 예정

입니다. 이것은 고객들이 소형디바이스 보다

는 솔루션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는 추세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개최될 KOFA 전시회에서는

이상의 관련제품을 전시 및 한국프로피버스협

회와 공동참가하여 어떻게 솔루션을 창출해

내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http://www.siemens.co.kr/  (02-3420-48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