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ducts Overview

EETTOOSS--XX SSeerriieess

EETTOOSS--XX SSeerriieess는는 산산업업현현장장의의 다다양양한한 시시리리얼얼,, 이이더더넷넷,, 필필드드버버스스 기기반반의의 제제어어기기기기 사사이이의의 통통신신을을 위위해해

사사용용자자 정정의의 통통신신이이라라는는 새새로로운운 기기능능을을 통통해해 사사용용자자 편편이이성성 및및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의의 용용이이성성을을 획획기기적적으으로로 향향

상상시시킨킨 IInntteelllliiggeenntt CCoommmmuunniiccaattiioonn SSeerrvveerr입입니니다다..

다다양양한한 통통신신드드라라이이버버 제제공공 및및 편편리리한한 사사용용자자 정정의의 통통신신기기능능,, 강강력력한한 모모니니터터링링//디디버버깅깅 기기능능을을 내내장장하하여여

산산업업 현현장장의의 모모든든 기기기기간간 통통신신을을 가가능능하하게게 하하여여 국국내내외외 다다양양한한 산산업업현현장장에에서서 폭폭넓넓게게 사사용용되되며며 성성능능과과

신신뢰뢰성성을을 인인정정받받았았으으며며,, 다다음음의의 다다양양한한 제제품품군군과과 특특징징을을 가가지지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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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FFOOSS SSeerriieess

ii--FFOOSS는는 IInndduussttrriiaall EEtthheerrnneett 통통신신에에 최최적적의의 성성능능과과 신신뢰뢰성성을을 갖갖춘춘 SSwwiittcchh로로서서,, AACC&&TT의의 독독자자기기

술술과과 경경헌헌을을 바바탕탕으으로로 산산업업현현장장의의 적적용용에에 맞맞는는 기기능능과과 성성능능 및및 신신뢰뢰성성을을 겸겸비비한한 최최적적의의 IInndduussttrriiaall

EEtthheerrnneett 장장비비입입니니다다..

ii--FFOOSS를를 통통해해 더더욱욱 ㅃㅃKK르르고고 안안정정된된 EEtthheerrnneett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이이 가가능능하하며며 강강력력하하고고 편편리리한한 진진단단기기능능을을

이이용용한한 네네트트웍웍 감감시시가가 용용이이합합니니다다..

UUTTOOSS SSeerriieess

UUTTOOSS는는 AACC&&TT의의 산산업업용용 통통신신기기술술에에 UUbbiiqquuiittoouuss 기기술술을을 접접목목한한 유유무무선선 통통합합 솔솔루루션션입입니니다다..

WWiirreelleessss MMooddeemm과과 WWiirreelleessssII//OO SSoolluuttiioonn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유유선선통통신신의의 한한계계를를 극극복복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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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업업용용 네네트트워워크크 디디바바이이스스 서서버버

ETOS-X Series

ETOS-X 시리즈는 산업 현장의 시리얼, 이더넷, 필드버스 기반의 다양한 제어 기기, 측정 장비들

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성능, 고신뢰의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입니다.

유 무선 통신 방식 지원,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을 구현한 내장형 통신 드라이

버 지원, 사용자용 통신 라이브러리 지원 등을 통해 프로그래밍과 통신개통을 용이하게 할수

있습니다.

ETOS X-PD와 ETOS용 OPC Server의 사용은 산업 현장의 거의 모든 기기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TOS-X 시리즈는 유지 보수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높은

생산성, 고 신뢰성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산산업업용용에에 최최적적화화된된 하하드드웨웨어어//OOSS

32Bit RISC CPU를 채택한 고성능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CPU/전원 이중화, 이더넷 이중화/사중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뛰뛰어어난난 성성능능의의 산산업업용용 네네트트워워크크 디디바바이이스스 서서버버

최 64개의 시리얼 포트와 4개의 이더넷 포트의 독립 동작으로 다양한 응용 분야 적용

유선(전용모뎀) 및 무선(CDMA, IEEE 802.15.4, RF모뎀) 통신 지원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GLOFA/XGT, Modbus, Melsec, Ethernet/IP, DNP3.0)

유동 IP 지원(xDSL 통신), 전화 걸기/받기, SMS 통신 지원

편편리리한한 사사용용자자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통신 파라미터의 손쉬운 설정 및 다양한 응용 명령어 지원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 와 사용자용 통신 라이브러리 지원(환경부 전송 규격(TMS)을 포함한 많은 라이브러리 제공)

강강력력한한 진진단단//디디버버깅깅 기기능능

시리얼/이더넷 통신 프레임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상태 진단 및 시스템 로그 메모리 모니터링 기능

경경제제적적인인 통통신신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및및 손손쉬쉬운운 유유지지 보보수수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통합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표준 OPC 통신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수집 및 관리(TAG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관리)

변수를 이용한 간편한 메모리 할당 체계

간간편편한한 네네트트워워크크 유유지지보보수수

시리얼/이더넷 통신 포트의 하드웨어 자가진단 기능

네트워크 서버의 메모리 자가진단 기능

네트워크간의 장비 상태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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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T System Co.,Ltd. 

◆ 고성능의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CPU/전원 이중화,  이더넷 이중화/사중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

◆ Dual 이더넷 포트에 동일 IP 어드레스 사용에 따른 강력한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Teamming 기능)

◆ 4~8채널 단위의 RS232/RS422/RS485의 유연한 확장,  최 64

채널까지 확장.

◆ 유선(전용모뎀)  및 무선(CDMA, IEEE 802.15.4, RF모뎀)  통신 지원

◆ 다양한 명령어 지원 및 변수를 이용한 간편한 메모리 할당(자동,  직접

변수 할당)

◆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손쉬운 통신 개통 및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

◆ 표준 OPC 통신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수집 및 관리(TAG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관리)

Ordering Information

ETOS-1000X는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 지원, 사용자용 통신 라이브러리 지원, 64포트의 시리얼 포트

지원, 이더넷 이중화, 유 무선 통신 지원 등 다양한 기능과 산업용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높은 신뢰가 요구

되는 규모 통합 감시 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품입니다.(TM/TC Master, SCADA 시스템)

고고 신신뢰뢰의의 이이중중화화 시시스스템템 지지원원((전전원원//CCPPUU//이이더더넷넷))

ETOS-1000X 는 전원 및 CPU 이중화, 이더넷 이중화/사중화를 지원하여 통합 시스템의 안정적 운 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존 제품과 달리 CPU 모듈에는 2개의 이더넷 포트를 지원하여 CPU 모듈별로 네트워크

이중화가 가능하며 최 사중화의 이더넷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 포트 4개를 기존 시스템의 이중화로 구성할 경우, CPU 모듈 내 2개의 이더넷 포트에 동일 IP 어드

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더넷 네트워크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Teamming

기능) 하위 이더넷 네트워크 중 한 부분에서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ETOS 제품의 포트 절체에 의해(동일 IP

어드레스 사용) 상위 시스템의 절체, 변경없이 고신뢰의 통신이 유지됩니다.

ETOS-1000-DX-RCP 2 Ports Ethernet, 이이중중화화 CPU 

ETOS-1000-DX-SCP 2 Ports Ethernet, 단단중중화화 CPU

ETOS-1000-X-S40 4 Ports RS-232 옵옵션션카카드드

ETOS-1000-X-S80 8 Ports RS-232 옵옵션션카카드드

ETOS-1000-X-S04 4 Ports RS-422/RS-485 옵옵션션카카드드

8 Ports RS-422/RS-485 옵옵션션카카드드

4 Ports RS-232, 4 Ports RS-422/RS-485 옵옵션션카카드드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AC110V/220V, 50/60Hz)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AC110V/220V, 50/60Hz)

19” Rack Case

널널옵옵션션 카카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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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Overview



9

  

응용도

Dimensions (Unit : mm)

ET
O

S-
1

0
0

0
X

http://www.acnt.co.kr



AC & T System Co.,Ltd. 
10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전원/  이더넷 포트 이중화 통한 안정성 확보

◆ Dual 이더넷 포트에 동일 IP 어드레스 사용에 따른 유연한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Teamming 기능)

◆ 8채널 단위의 RS232/RS422/RS485 통신의 유연한 확장,  최 16채널

지원.

◆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 다양한 명령어 지원 및 변수를 이용한 간편한 메모리 할당(자동,  직접

변수 할당)

◆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손쉬운 개통 및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

◆ 반도체 장비 표준 프로토콜 SECS-I/HSMS 지원

◆ 표준 OPC 통신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수집 및 관리(TAG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관리)   

ETOS-300X는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제어, 감시장비를 시리얼,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입니다.

ETOS-X PD와 ETOS용 OPC Server의 사용은 산업 현장의 부분의 기기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중중 형형 규규모모의의 통통합합 감감시시 시시스스템템 구구축축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 지원, 사용자용 통신 라이브러리 지원, 16포트의 시리얼 포트 지원, 전원/이더넷

네트워크 이중화 지원, 유 무선 통신 지원 등 다양한 기능과 산업용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 중 형 규모의

통합 시스템에 매우 적합합니다.

ETOS-300-DX-F0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0F 2 Ports Ethernet, 16 Ports RS-422/RS-485,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88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8 Ports RS-422/RS485,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80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08 2 Ports Ethernet, 8 Ports RS-422/RS-485,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HSMS-F0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HSMS,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HSMS-80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HSMS,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F0R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0FR 2 Ports Ethernet, 16 Ports RS-422/RS-485,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88R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8 Ports RS-422/RS-485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80R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08R 2 Ports Ethernet, 8 Ports RS-422/RS-485,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HSMS-F0R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HSMS,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DX-HSMS-80R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HSMS,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300X
ET

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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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Information

Features

Overview



11

ET
O

S-
3

0
0

X

Dimensions (Unit : mm)

응용도

http://www.acnt.co.kr



AC & T System Co.,Ltd. 
12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이더넷 포트 이중화 지원

◆ Dual 이더넷 포트에 동일 IP 어드레스 사용에 따른 유연한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Teamming 기능)

◆ 2채널 단위의 RS232/RS422/RS485 통신의 확장,  최 4채널 지원.

◆ 유선(전용모뎀)  및 무선(CDMA, IEEE 802.15.4, RF모뎀)  통신 지원

◆ 각 시리얼/이더넷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 Prof ibus-DP Master 지원(옵션)

◆ 다양한 명령어 지원 및 변수를 이용한 간편한 메모리 할당(자동,  직접

변수 할당)

◆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손쉬운 개통 및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

◆ 반도체 장비 표준 프로토콜SECS-I/HSMS 지원

◆ 표준 OPC 통신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수집 및 관리(TAG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관리)   

ETOS-150-DX-E20 2 Ports Ethernet, 2 Ports RS-232

ETOS-150-DX-E02 2 Ports Ethernet, 2 Ports RS-422/RS-485

ETOS-150-DX-E40 2 Ports Ethernet, 4 Ports RS-232

ETOS-150-DX-E04 2 Ports Ethernet, 4 Ports RS-422/RS-485

ETOS-150-DX-E11 2 Ports Ethernet, 1 Port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50-DX-E22 2 Ports Ethernet, 2 PortsRS-232, 2 Ports RS-422/RS-485

ETOS-150-DX-E13 2 Ports Ethernet, 1 Port RS-232, 3 Ports RS-422/RS-485

ETOS-150-DX-E31 2 Ports Ethernet, 3 Ports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52-DX-HSMS 2 Ports Ethernet, 2 Ports RS-232, HSMS

ETOS-154-DX-HSMS

ETOS-OPT-DPM

2 Ports Ethernet, 4 Ports RS-232, HSMS

Option Module, 1Port Profibus-DP Master

ETOS-150X
ET

O
S-

15
0

X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Features

ETOS-150X는 중 소 규모의 네트워크 시스템 및 로컬 이 기종 기기의 통합에 적합한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입니다. 모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유 무선 통신 기능 지원,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이더넷 이중화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다양양한한 산산업업용용 통통신신 프프로로토토콜콜 지지원원

ETOS-X 시리즈는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신 프로토콜( Modbus, DNP3.0, Ethernet/IP,

IEC60870 일부, 환경 관리공단 표준 규격(TMS), HSMS)과 주요 제어 장비(PLC, DCS, MMI/HMI )의

프로토콜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장비 등의 완벽한 통합 시스

템을 지원합니다.

통통신신 포포트트의의 독독립립적적 동동작작 및및 유유 무무선선 연연동동 기기능능

ETOS-150X의 4개의 시리얼 포트와 2개의 이더넷 포트는 각 포트별 독립적으로 Master, Server역할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위 시스템과의 통신을 유선(전용 모뎀)과 무선(CDMA, RF 모뎀, 802.15.4)

통신을 연동해서 구축할 수 있으며 전화 걸기/받기, SMS를 통해서 리모트 감시 제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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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Real Time OS 채택으로 높은 신뢰성 구현

◆ 1개의 이더넷 포트(옵션)와 최 4개의 시리얼 포트를 지원

◆ 2채널 단위의 RS232/RS422/RS485 통신의 확장,  최 4채널 지원.

◆ 유선(전용모뎀)  및 무선(CDMA, IEEE 802.15.4, RF모뎀)  통신 지원

◆ 각 시리얼/이더넷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 Prof ibus-DP Master 지원(옵션)

◆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 변수를 이용한 간편한 메모리 할당(자동,  직접 변수 할당)

◆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손쉬운 개통 및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

◆ 표준 OPC 통신을 통한 손쉬운 데이터 수집 및 관리(TAG 기반의

손쉬운 데이터 관리)  

ETOS-100-NX-S20 2 Ports RS-232

ETOS-100-NX-S02 2 Ports RS-422/RS-485

ETOS-100-NX-S40 4 Ports RS-232

ETOS-100-NX-S04 4 Ports RS-422/RS-485

ETOS-100-NX-S11 1 Port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00-NX-S22 2 Ports RS-232, 2 Ports RS-422/RS-485

ETOS-100-NX-S13 1 Port RS-232, 3 Ports RS-422/RS-485

ETOS-100-NX-S31 3 Ports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00-SX-E20 1 Port Ethernet, 2 Ports RS-232

ETOS-100-SX-E02 1 Port Ethernet, 2 Ports RS-422/RS-485

ETOS-100-SX-E40 1 Port Ethernet, 4 Ports RS-232

ETOS-100-SX-E04 1 Port Ethernet, 4 Ports RS-422/RS-485

ETOS-100-SX-E11 1 Port Ethernet, 1 Port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00-SX-E22 1 Port Ethernet, 2 Ports RS-232, 2 Ports RS-422/RS-485

ETOS-100-SX-E13 1 Port Ethernet, 1 Port RS-232, 3 Ports RS-422/RS-485

ETOS-100-SX-E31 1 Port Ethernet, 3 Ports RS-232, 1 Port RS-422/RS-485

ETOS-100X
ET

O
S-

1
0

0
X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ETOS-OPT-DPM Option Module, 1Port Profibus-DP Master

Features

ETOS-100X는 중 소 규모의 네트워크 통합 및 로컬 이 기종 기기의 통합에 적합한 경제형 디바이스 서버

입니다. 모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유 무선 통신 기능 지원,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경제

적인 이더넷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중 소소 규규모모의의 시시스스템템 통통합합을을 위위한한 경경제제형형 제제품품

상위 시스템과의 통신을 유선(전용 모뎀)과 무선(CDMA, RF 모뎀, IEEE 802.15.4) 통신을 연동해서 구축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단중화 이더넷 시스템을 지원하는 중 소 규모

시스템 통합에 적합한 경제형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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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bit  RISC CPU를 채택한 고성능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Real Time OS 채택으로 높은 신뢰성 구현

◆ 1개의 이더넷 포트와 1개의 시리얼 포트를 지원

◆ 2채널 시리얼 RS232/RS422/RS485 포트를 지원

◆ 유선(전용모뎀)  및 무선(CDMA, IEEE 802.15.4, RF모뎀)  통신 지원

◆ 유동 IP 지원(xDSL 통신), 전화 걸기/받기, SMS 통신 지원

◆ 각 시리얼/이더넷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GLOFA/XGT,Modbus, 

Melsec, Ethernet/IP, DNP3.0)

◆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 변수,  서브루틴,  통신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손쉬운 개통 및 시스템 구축

시간 단축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

ETOS-50-NX-S20 2 Ports RS-232

ETOS-50-NX-S02 2 Ports RS-422/RS-485

ETOS-50-NX-S11 1 Port RS-232, 1 Port RS-422/RS-485

ETOS-50-SX-E10 1 Port Ethernet, 1 Port RS-232

ETOS-50-SX-E01 1 Port Ethernet, 1 Port RS-422/RS-485

ETOS-50X
ET

O
S-

5
0

X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Features

ETOS-50X는 소 규모 장비의 통합 및 이기종 기기의 통합에 적합한 소형 산업용 네트워크 디바이스

서버입니다. 이더넷, 시리얼 포트의 독립/연동 기능, 다양한 산업용 통신 프로토콜 지원을 통해 장비의 통합

및 이기종 기기 통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이 기기종종 기기기기 통통합합 및및 원원거거리리 장장비비 통통합합

소규모 단위 장비 및 이 기종 기기를 통합하거나, 상위 시스템과 하위 원거리 장비의 연동 시스템 구축을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산산업업용용 환환경경에에 적적합합한한 소소형형 제제품품

열악한 환경의 통신과 다양한 이기종 기기와의 통신을 위한 산업용 설계 특성과 고 신뢰성 통신을 지원합니

다. 다양한 통신 프로토콜과 라이브러리, 전용 툴(ETOS X-PD, ETOS OPC Server)을 이용하시면

로컬 및 원격 장비들을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17

ET
O

S-
5

0
X

Dimensions (Unit : mm)

응용도

http://www.acnt.co.kr



IInndduussttrriiaall NNeettwwoorrkk CCoonnttrroolllleerr

ETOS-RTU-Series

유유연연하하고고 강강력력한한 통통신신기기능능

ETOS-X 시리즈의 강력한 통신 기능과 입출력 제어 기능 결합

다양한 통신 드라이버(Modbus, Glofa, Melec등…)제공

환경부 표준 통신방식 제공(TMS)

전력 IT 표준사양인 DNP 3.0 Protocol 지원(슬레이브)

Industrial Ethernet 표준 EtherNET/IP 지원

통신전용 Function Block 제공(홈페이지를 통한 무상 업그레이드)

편리한 사용자 정의 통신기능을 이용한 모든 장비와 통신 가능

OPC Server 기본제공으로 상위PC Interface 편의성 제고

전용모뎀/CDMA 모뎀접속을 통한 유무선 이중화 기능

CDMA Packet통신/M2M통신/SMS 통신용 Library 제공

DHCP (유동IP ) Protocol 지원으로 ADSL/VDSL 공중망에 접속 가능

실시간 이더넷/시리얼 프레임 모니터링 지원(4채널 동시 모니터링 가능)

Packet Logging 기능을 이용한 통신진단 기능 지원

풍부한 시리얼 포트 제공으로 동시에 여러장비 통신가능(2채널 ~ 32채널)

RS-232C/RS-422/RS-485 조합하여 시리얼 포트 구성이 가능

무선통신 모듈 지원(ETOS-RCS /2.4GHz / IEEE 802.15.4 호환)

제제어어감감시시 및및 프프로로그그래래밍밍

32Bit RISC CPU 채택한 고성능 RTU기능 기본구현

최 256 Point의 Digital 입출력 제공(ETOS-RCS기준/ ETOS-DNA : 64 Point)

최 64 Ch.의 Analog 입출력 제공(ETOS-RCS 기준/ ETOS-DNA : 16 ch.)

다양한 Digital 입출력 카드 제공(DC입력 / TR출력/Relay출력/입출력 혼합형)

전압/전류 입출력 카드 지원(Analog 출력은 ETOS-RCS만 지원)

Photo coupler 절연방식 채택하여 Noise 환경에서 신뢰성 보증(2KV)

통신을 이용한 직접 입출력 제어기능(원격 감시/제어)

다양한 입출력 제어 명령 제공하여 제어/감시 프로그래밍 용이

Local/Global 변수지원(메모리 관리 및 프로그래밍 용이)

Library/Subroutine 기능 지원(프로그램 재사용 및 compact화)

외장형 SD Memory(Max. 4G-byte)를 이용한 Data Logging 기능 제공 (ETOS-RCS)

내장 Backup Memory(Max. 4M-byte)를 이용한 Data Logging기능 제공(ETOS-DNA)

Script 기반의 RTU 프로그래밍 Tool 기본 제공(IEC61131-3 Ladder 제공예정/2010년)

산산업업용용 제제어어기기기기의의 신신뢰뢰성성 확확보보

열악한 실외환경에서 동작 가능한 환경/신뢰성을 갖춘 고기능 RTU

Real Time OS 탑재하여 실시간 통신/제어 기능 제공

Watchdog 기능을 제공하여 무정지 운전 가능

IEC 규격에 준거한 시험환경 통해 신뢰성 보장

진진단단 및및 원원격격기기능능

실시간 프레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한 통신진단 기능 제공

LED Display를 통한 입출력/자체동작상태 진단기능

System Log Memory 를 제공하여 동작이력 확인 가능

CDMA 원격접속 기능을 제공하여 원격지 RTU 제어/감시/수정이 가능

Internet 망을 통한 원격접속 기능을 제공하여 원격지 RTU 제어/감시/수정 가능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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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 RTU 시리즈는 ETOS 시리즈의 강력한 통신 기능과 디지털/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유연

하게 조합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RTU(Remote Terminal Unit)입니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응하기 위해 블록형 RTU(ETOS-DNA-X)와 모듈형 RTU(ETOS-

RCS) 를 제공하여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에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ETTOOSS--DDNNAA--XX//EETTOOSS--RRCCSS 선선택택 가가이이드드

ETOS-DNA-X ETOS-RCS

PPrrooggrraamm

기기구구

MMaaxx.. 6644 PPooiinntt

MMaaxx.. 6644 PPooiinntt

MMaaxx.. 1166 CChhaannnneell

NNOONNEE

NNOONNEE

SSiinnggllee LLAANN

MMaaxx.. 44 CChhaannnneell

NNOONNEE

IInntteerrnnaall BBaacckkuupp RRAAMM((44MM bbyyttee))

SSeerriiaall//EEtthheerrnneett 

EETTOOSS--XX--PPDD

SSccrriipptt

BBlloocckk형형((일일체체형형))

224488XX6699XX117711

MMaaxx.. 225566 PPooiinntt

MMaaxx.. 225566 PPooiinntt

MMaaxx.. 6644 CChhaannnneell

MMaaxx.. 6644 CChhaannnneell

MMaaxx.. 3322 CChhaannnneell ((22001100년년))

SSiinnggllee LLAANN ((기기본본형형))

DDuuaall LLAANN ((고고급급형형))

MMaaxx.. 44 CChhaannnneell ((기기본본형형))

MMaaxx.. 3322 CChhaannnneell ((고고급급형형))

22..44GGHHzz IISSMM BBaanndd 

EExxtteerrnnaall SSDD MMeemmoorryy((44GG bbyyttee))

UUSSBB//EEtthheerrnneett 

EETTOOSS--RRDD

SSccrriipptt,, LLaaddddeerr((22001100년년))

MMoodduullee형형((조조합합형형))

443388XX114455XX1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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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신신

구분

II//OO

DD iiggiittaall IInnppuutt

DD iiggiittaall OO uuttppuutt

AA nnaalloogg IInnppuutt

AAnnaalloogg OO uuttppuutt

RRTTUU IInnppuutt

EE tthheerrnneett

WWiirreelleessss

DDaattaa LL ooggggiinngg

CCoonnssoollee PPoorrtt

PP rrooggrraamm TTooooll

LL aanngguuaaggee

PP llaattffoorrmm

DD iimmeennssiioonn[[mmmm]]

SSeerriiaall

http://www.ac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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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DNA-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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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DNA-X 시리즈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며 신뢰성, 유연성을 검증받은

ETOS 시리즈의 플랫폼에 감시제어용 입출력 기능을 추가한 Block형 RTU입니다. 강력한 유무

선 통신기능에 최 64Point Digital 입출력 제어와 최 16Channel의 Analog 입력 기능을

이용하여 최상의 원격 제어감시용 장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산업용 RTU에 최적화된 하드웨어/OS

뛰어난 성능의 산업용 유 무선 네트워크 제어기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강력한 진단/디버깅 기능 및 손쉬운 유지 보수

무인 원격 사이트의 감시 제어 기능

ETOS-DNA-NX20 시시리리얼얼(RS-232C) 2 Port 

ETOS-DNA-NX02 시시리리얼얼(RS-422) 2 Port 

ETOS-DNA-NX40 시시리리얼얼(RS-232C) 4 Port 

ETOS-DNA-NX04 시시리리얼얼(RS-422) 4 Port 

ETOS-DNA-NX22 시시리리얼얼(RS-232 / RS-422)  혼혼합합형형:: RS-232C 2 Port / RS-422 2 Port

ETOS-DNA-SX20 Ethernet 1 Port + RS-232 2 Port 

ETOS-DNA-SX02 Ethernet 1 Port + RS-422 2 Port

ETOS-DNA-SX40 Ethernet 1 Port + RS-232C 4 Port 

ETOS-DNA-SX04 Ethernet 1 Port + RS-422 4 Port

ETOS-DNA-SX22 Ethernet 1 Port + RS-232C/RS-422 각각각각 2 Port

Ordering Information

기기본본형형
((통통신신포포트트구구분분))

DNA-OPT-RY16 RREELLAAYY  출출력력 1166점점

DNA-OPT-TR16 TT RR출출력력 1166점점

DNA-OPT-DC16 DDCC2244VV 입입력력 1166점점

DNA-OPT-DT15 TT RR출출력력 77점점 // DDCC2244VV 입입력력 88점점((입입출출력력 겸겸용용))

DNA-OPT-DR16 RREELLAAYY 출출력력 88점점 // DDCC2244VV 입입력력 88점점((입입출출력력 겸겸용용))

DNA-OPT-AD4 아아날날로로그그 입입력력 44CChh ((전전압압//전전류류 입입력력))

옵옵션션형형
((입입출출력력 구구분분))

기기본본형형 모모델델명명 구구분분방방법법 ::  EETTOOSS--DDNNAA-- aaXX,, bb,, cc
aa ::  EEtthheerrnneett//SSeerriiaall구구분분 ::  NN==SSeerriiaall // SS== SSiinnggllee EEtthheerrnneett
bb ::  RRSS223322 PPoorrtt 개개수수
cc ::  RRSS442222 PPoorrtt 개개수수

[[예예]] EETTOOSS--DDNNAA--SSXX2222 ::  EEtthheerrnneett 11ppoorrtt//RRSS--223322CC 22 ppoorrtt//RRSS--442222 22 ppoorr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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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양양

방형파

IEC 1131-2   

Fanless

Flash memory

Bat tery Backup

Fail Safe

사사양양

IEC 802.3

Node-Hub

Logical

통신 사양

SSeeggmmeenntt  LLeennggtthh

SSppeeeedd 10BaseT / 100BaseT

CSMA/CD      

100m

1500 Byte

TCP/IP, UDP/IP, Ethernet-V2.0, DHCP, ARP

ETOS, ModbusTCP, Melsec-PLC,GLOFA,XGT

EtherNET/IP

Library Communicat ion/User-Def ined Protocol

16 channel

7 or 8 Bit

1 or 2 Bit

1 Bit

Even / Odd / None / Space / Mark

비동기(Asynchronous) 방식

MMeeddiiaa AAcccceessss

PPaacckkeett  SSiizzee

PPrroottooccooll

AApppplliiccaatt iioonn PPrroottooccooll

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NNoonn--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CCoonnnneecctt iioonn NNoo..

DDaattaa BBiitt

SSttoopp BBiitt

SSttaarrtt BBiitt

PPaarriittyy BBiitt

SSyynncchhrroonniizzaatt iioonn

200 ~ 115200BPSSSppeeeedd

전용모뎀, CDMA 모뎀, Dial-Up 모뎀,  널모뎀MMooddeemm IInntteerrffaaccee

RS-232C :  15m / RS-422,RS-485 :  500mMMaaxx.. LLeennggtthh

GLOFA Cnet , Modbus Ascii/RTU, MitsubishiAApppplliiccaatt iioonn PPrroottooccooll

DNP3.0 Slave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Library Communicat ion/User-Def ined Protocol NNoonn--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항항목목 항항목목

Ethernet

Serial

하드웨어 사양

IImmppuullssee NNooiissee

TTeemmppeerraattuurree 사용온도 :  -10℃�+60℃ /  보관온도 :  -25℃�+70℃

5�95%RH, 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1,500V 

전압 :  4kV(접촉 방전)

자연 공랭식

Free Voltage (AC110V ~ 220V), 50/60Hz

20 Watt

32 Bit RISC Micro Processor

1M byte

4M byte

256K byte

Yes(4M-byte)

Embedded RTC Funct ion

Yes

HHuummiiddiitt yy

정정전전기기

냉냉각각방방식식

정정격격전전압압

소소비비전전력력

CCPPUU

PPrrooggrraamm MMeemmoorryy

UUsseerr MMeemmoorryy

SSyysstteemm LLoogg MMeemmoorryy

DDaatt aa LLooggggiinngg

CCaalleennddaarr

WWaattcchhddoogg

항항목목 항항목목

Reliability

Power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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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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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DNA-X

Digital 출력 사양

Digital 입출력 사양

Analog 입력 사양

절절연연 방방식식

입입출출력력 사사양양 릴레이 출력 모듈

출력 16점

릴레이 절연

-

DC24V, AC110V/220V

5A/COM

10 mSEC

10 mSEC

8점/1COM

LED 표시

입입출출력력 점점수수

극극성성 타타입입

정정격격부부하하전전압압

정정격격부부하하전전류류

응응답답 지지연연시시간간
OOFFFF →→ OONN   

OONN  →→ OOFFFF   

공공통통 방방식식

동동작작 표표시시

입입력력 사사양양 Analog 전압/전류 입력 모듈

DNA-OPT-AD4

입입력력 채채널널수수

전전류류

전전압압

4채널

DC -10~10V,-5~5V, 0~10V, 1~5V

입입 력력 DC 4~20mA, 0~20mA

전전압압//전전류류 선선택택 단자 선택

디디지지털털 출출력력 -16000 ~`16000

전전압압
분분 해해 능능

0.25mV

전전류류 1uA

정정 도도 ± 0.1%(Full Scale)

절절연연 방방식식 입력단자와 내부 포토커플러 절연(채널간 비절연)

최최 변변환환 속속도도 10 mSEC/1채널

내내부부 처처리리 평균처리(평균값 설정 기능), 샘플링

동동작작 표표시시 LED 표시

절절연연 방방식식

입입출출력력 사사양양 DC입력 모듈 DC입력/TR출력 혼합형

DNA-OPT-DT15

DC입력/RELAY출력 혼합형

DNA-OPT-DR16

입력 8점/출력 8점

포토커플러 절연

입력8점/1COM 출력8점/1COM

LED 표시

입력 16점 입력 8점/출력 7점

포토커플러 절연 포토커플러 절연

소스/싱크타입(무극성)

입력 DC24V/11mA

입력 DC15V/6mA

입력 DC5V/1mA이하

10 mSEC

10 mSEC

8점/1COM 입력8점/1COM  출력7점/1COM

LED 표시 LED 표시

입입출출력력 점점수수

극극성성 타타입입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전전류류

OONN전전압압//전전류류

OOFFFF 전전압압//전전류류

OOFFFF →→ OONN   

OONN  →→ OOFFFF   

공공통통 방방식식

동동작작 표표시시

항항목목
형형명명

항항목목
형형명명

항항목목 형형명명

DNA-OPT-RY16 DNA-OPT-TR16

TR 출력 모듈

출력 16점

포토커플러 절연

싱크 타입 (-COM)

DC12V, DC24V

3A/COM

2 mSEC

2 mSEC

16점/1COM

LED 표시

DNA-OPT-DC16

입력사양 :  DC입력 모듈
사양 동일

출력사양 :  TR출력 모듈
사양 동일

입력사양 :  DC입력 모듈
사양 동일

출력사양 :  RELAY출력
모듈 사양 동일

Specifications

응응답답 지지연연시시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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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듈듈형형 산산업업용용 RRTTUU

ETOS-RCS Series
ETOS-RCS Series는 최 256 Point의 Digital 입출력 모듈과 64chanel Analog 입출력 모

듈을 지원하는 중형 RTU입니다.

모듈형 설계로 입출력 카드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될 수 있으며 ETOS-X 시리즈의

통신기능을 모두 지원하여 원격 RTU로서 최고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AC & T System Co.,Ltd. 

ET
O

S-
R

C
S

Se
ri

es

ETOS-RCS-BAS02 PPoowweerr,, CCPPUU,, 22 II//OO SSlloott

ETOS-RCS-BAS04 PPoowweerr,, CCPPUU,, 44 II//OO SSlloott

ETOS-RCS-BAS08 PPoowweerr,, CCPPUU,, 88 II//OO SSlloott

ETOS-RCS-PWR-A
FFrreeee VVoollttaaggee 110000~~224400VV ((5500~~6600HHzz))AACC 입입력력

DDCC2244VV((00..55AA)),, DDCC 55VV(( 33AA))

ETOS-RCS-PWR-B
AACC 111100//222200VV SSeelleeccttaabbllee

DDCC 55VV ((55AA))

ETOS-RCS-CPU-S40A RRSS--223322 ::  44

ETOS-RCS-CPU-S22A RRSS--223322 ::  22  //  RRSS--442222 ::  22 [[주주22]]

ETOS-RCS-CPU-S04A RRSS--442222 ::  44

CPU Module 제품구성

Input/Output Module 제품구성

BBAASSEE

PPoowweerr

DNA-OPT-CPU-E40A EEtthheerrnneett 11 // RRSS--223322 ::  44

DNA-OPT-CPU-E22A EEtthheerrnneett 11 // RRSS--223322 ::  22 // RRSS--442222 ::  22

DNA-OPT-CPU-E04A EEtthheerrnneett 11 // RRSS--442222 ::  44

DNA-OPT-CPU-E40B EEtthheerrnneett 11 // RRSS--223322 ::  44

DNA-OPT-CPU-E22B EEtthheerrnneett 11 // RRSS--223322 ::  22// RRSS--442222 ::  22

DNA-OPT-CPU-E04B EEtthheerrnneett 11 // RRSS--442222 ::  44

DDuummmmyy 모모듈듈

CCPPUU
[[주주11]]

[[주주11]] CCPPUU AA TTyyppee :: DDNNPP33..00 PPrroottooccooll 지지원원 // CCPPUU--BB TTyyppee :: EEtthheerrnneett--IIPP PPrroottooccooll지지원원
[[주주22]] RRSS--442222//RRSS448855 동동시시지지원원((파파라라미미터터 설설정정//결결선선 방방식식으으로로 결결정정가가능능))

[[주주]] 3322점점 단단자자 //확확장장케케이이블블은은 별별도도구구매매 제제품품입입니니다다..((주주))삼삼원원 AACCTT

DDCC 출출력력

AACC 입입력력

DDCC 출출력력

RRCCSS--DDUUMM

ETOS-RCS-RY-16 DDiiggiitt aall OOuuttppuutt  RReellaayy 1166점점

형형명명 규규 격격

ETOS-RCS-TR-16 DDiiggiitt aall OOuuttppuutt  TTRR 1166점점

ETOS-RCS-TR-32 DDiiggiitt aall OOuuttppuutt  TTRR 3322점점

ETOS-RCS-DI-16 DDiiggiittaall IInnppuutt DDII 1166점점

ETOS-RCS-DI-32 DDiiggiittaall IInnppuutt DDII 3322점점

ETOS-RCS-DT-16 DDiiggiittaall IInnppuutt DDCC 88점점 // OOuuttppuutt TTRR 88점점

II//OO MMoodduullee
((DDiiggiittaall))

구구 분분

OOppttiioonn[[주주]] 

TG-1H 40S 접접점점 단단자자 ((3322점점 IIOO전전용용 단단자자 )) 

C40HH-SM-RCS IIOO CCaabbllee((3322점점 단단자자 전전용용 확확장장 케케이이블블))

ETOS-RCS-AI4 AAnnaalloogg IInnppuutt // 전전류류,,전전압압형형 // 44CChhaanneellss

ETOS-RCS-AI8 AAnnaalloogg IInnppuutt // 전전류류,,전전압압형형 // 88CChhaanneellss 

ETOS-RCS-AO-4I AAnnaalloogg OOuuttppuutt // 전전류류형형 // 44CChhaanneellss

ETOS-RCS-AO-8I AAnnaalloogg OOuuttppuutt // 전전류류형형 // 88CChhaanneellss

ETOS-RCS-RTD 측측온온 저저항항체체 // 44CChhaannnneell

II//OO MMoodduullee
((AAnnaalloo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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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고

IEC 802.3

Node-Hub

Logical

통신 사양

SSeeggmmeenntt  LLeennggtthh

SSppeeeedd 10BaseT / 100BaseT

CSMA/CD

100m

1500 Byte

TCP/IP, UDP/IP, Ethernet-V2.0, DHCP, ARP

ETOS, ModbusTCP, Melsec-PLC,GLOFA,XGT

EtherNET/IP

Library Communicat ion/User-Def ined Protocol

16 channel

7 or 8 Bit

1 or 2 Bit

1 Bit

Even / Odd / None / Space / Mark

비동기(Asynchronous) 방식

MMeeddiiaa AAcccceessss

PPaacckkeett  SSiizzee

PPrroottooccooll

AApppplliiccaatt iioonn PPrroottooccooll

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NNoonn--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CCoonnnneecctt iioonn NNoo..

DDaattaa BBiitt

SSttoopp BBiitt

SSttaarrtt BBiitt

PPaarriittyy BBiitt

SSyynncchhrroonniizzaatt iioonn

200 ~ 115200BPSSSppeeeedd

전용모뎀, CDMA 모뎀, Dial-Up 모뎀,  널모뎀MMooddeemm IInntteerrffaaccee

RS-232C :  15m / RS-422,RS-485 :  500mMMaaxx.. LLeennggtthh

GLOFA Cnet , Modbus Ascii/RTU, MitsubishiAApppplliiccaatt iioonn PPrroottooccooll

DNP3.0 Slave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Library Communicat ion/User-Def ined Protocol NNoonn--ssttaannddaarrdd PPrroottooccooll

IEC 802.15.42.4GHz ISM BandPPrroottooccooll

250KbpsSSppeeeedd

Open space

Logical

200m MMaaxx.. LLeennggtthh

AES-128SSeeccuurriittyyll

16CChhaannnneell NNoo..

항항목목 사사양양

Ethernet

Serial

Wireless

사사양양

방형파

IEC 1131-2   

Fanless

Flash memory

Bat tery Backup

Battery Backup

Fail Safe

하드웨어 사양

IImmppuullssee NNooiissee

TTeemmppeerraattuurree 사용온도 :  -10℃�+60℃ /  보관온도 :  -25℃�+70℃

5�95%RH, 단,  이슬이 맺히지 않을 것

±1,500V 

전압 :  4kV(접촉 방전)

자연 공랭식

Free Voltage (AC110V ~ 220V), 50/60Hz

50~60 Watt

32 Bit RISC Micro Processor

1M byte

512Kbyte

512Kbyte

External SD Memory(4G-byte)

Embedded RTC Funct ion

Yes

HHuummiiddiitt yy

정정전전기기

냉냉각각방방식식

정정격격전전압압

소소비비전전력력

CCPPUU

PPrrooggrraamm MMeemmoorryy

UUsseerr MMeemmoorryy

SSyysstteemm LLoogg MMeemmoorryy

DDaatt aa LLooggggiinngg

CCaalleennddaarr

WWaattcchhddoogg

항항목목 항항목목

Reliability

Power

Hardware

Specifications

CCoonnssoollee USB, Ethernet

EEtthheerrnneett 10/100Base-Tx 1 Channel

SSeerriiaall PPoorrtt RS-232/422/485 최 4 Channel

http://www.ac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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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RCS

EETTOOSS--RRCCSS--DDII1166

DC Input 16 Point

16점

DC 24V

20mA / ch

DC19V 이상 / 3mA 이상

DC11V 이하 / 1.7mA 이하

형형명명

입입력력 사사양양

DDiiggiitt aall IInnppuutt사사양양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류류

OONN  전전압압 // 전전류류

OOFFFF 전전압압 // 전전류류

응응답답시시간간

입입력력 점점수수

30ms

30ms

4점 / 1COM

EETTOOSS--RRCCSS--DDII3322

DC Input 32 Point

32점

DC 24V

4mA / ch

DC19V 이상 / 3mA 이상

DC11V 이하 / 1.7mA 이하

30ms

30ms

32점 / 1COM공공통통((CCOOMM))방방식식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절절연연방방식식

소스 /  싱크타입(무극성) 소스 /  싱크타입(무극성)극극성성타타입입

LED LED동동작작표표시시

OOFFFF � OONN

OONN � OOFFFF

8점

포토커플러

DC24V`

약 4mA

DC20.4 ~ 28.8

30ms

30ms

4점/ 1COM

입입출출력력 사사양양 TTRR OOuuttppuutt  88ppooiinntt  // DDCC IInnppuutt  88ppooiinntt  혼혼합합형형

DDCC입입력력사사양양 TTRR출출력력사사양양

EETTOOSS--RRCCSS--DDTT1166

HHyybbrriidd IInnppuutt // OOuuttppuutt사사양양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

절절연연방방식식

입입력력 점점수수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류류

사사용용전전압압범범위위

OOnn전전압압//OOnn전전류류

OOff ff전전압압//OOff ff전전류류

입입력력저저항항

OOFFFF � OONN

OONN � OOFFFF

소스/싱크타입(무극성)극극성성 타타입입

LED동동작작표표시시

DC19V 이상/ 3mA 이상

DC11V/ 이하/ 1.7mA 이하

약 5.6KΩ

8점

포토커플러

DC12/24V`

DC10.2 ~ 26.4

3A/COM

30ms

30ms

8점/ 1COM

싱크타입(-COM)

LED

0.7A/10ms 이하

제너 다이오드

DC 0.2V 이하

공공통통((CCOOMM)) 방방식식

정정격격부부하하전전압압

절절연연방방식식

출출력력 점점수수

사사용용부부하하전전압압범범위위

최최 부부하하전전류류

최최 돌돌입입 전전류류

서서지지 킬킬러러

OOnn시시 최최 전전압압강강하하

OOFFFF � OONN

OONN � OOFFFF

동동작작표표시시

공공통통((CCOOMM)) 방방식식

Relay Output 16 point

EETTOOSS--RRCCSS--RRYY1166 EETTOOSS--RRCCSS--TTRR1166 EETTOOSS--RRCCSS--TTRR3322

16점

DC24V, AC110/ 220V

5A/ COM

입입력력 사사양양

DDiiggiitt aall OOuuttppuutt사사양양

정정격격부부하하전전류류

정정격격부부하하전전압압

입입력력 점점수수

TR Output 16 point TR Output 32 point

16점 32점

입력DC12/ 24V 입력DC12/ 24V

3A/ COM 3A/ COM

소스/  싱크타입(무극성)극극성성타타입입

LED

싱크타입(-COM) 싱크타입(-COM)

LED LED소소비비 전전류류((mmAA))

4점/ 1COM

릴레이절절연연 방방식식

8점/ 1COM 32점/ 1COM

포토커플러 포토커플러

공공통통((CCOOMM)) 방방식식

30ms

30ms

OOFFFF � OONN

OONN � OOFFFF

30ms 30ms

30ms 30ms

I/O Modul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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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항항목목

형형명명항항목목

형형명명항항목목

응응답답시시간간

응응답답시시간간 응응답답시시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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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V/0.5A

5V/3A

3.3V/3A

형형 명명

ETOS-RCS-PWR-A AACC 110000 ~~ 224400VV 5500WW

입입력력 전전원원 전전원원 용용량량 소소비비 전전력력

[[주주]] B-TY PE 은 DC24V 출력을 지원않음

Power Module

5V/5A

3.3V/5A
ETOS-RCS-PWR-B [[주주]]

AACC 111100 // 222200VV
선선택택가가능능((단단자자 ))

6600WW

Specifications

EETTOOSS--RRCCSS--BBAASS

35mm DinRail

2, 4, 8

Wall Mount Type

8 Slot의 경우 19인치 Rack 취부가능

취취부부형형태태

II//OO SSlloott  개개수수

Analog 전류출력 4ch

4채널

0~20mA/4~20mA

0~16000

1.25uA(0~20mA일 경우)

1.0uA(4~20mA일 경우)

출출력력 사사양양

AAnnaalloogg OOuuttppuutt사사양양

디디지지털털출출력력

정정격격출력전전류류

출출력력 점점수수

전전류류분분해해능능

포토커플러(채널간 비절연)

정정 도도

LED동동작작표표시시

Analog 전류출력 8ch

EETTOOSS--RRCCSS--AAOO44 II EETTOOSS--RRCCSS--AAOO88II

8채널

±0.2%(25、C)

절절연연방방식식

4CH/ 1COM 8CH/ 1COM공공통통((CCOOMM)) 방방식식

EETTOOSS--RRCCSS--AAII44

Analog Input 4 Channel

단자선택

-16000~16000

0~20mA

AAnnaalloogg IInnppuutt사사양양

입입력력전전압압//전전류류 선선택택

입입력력 점점수수

입입력력 사사양양

전전압압입입력력

전전류류입입력력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

분분해해능능전전압압

디디지지털털출출력력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

분분해해능능전전압압

정정격격입입력력전전압압 0~16000

±0.2%(25、C)정정 도도

포토커플러(채널간 비절연)

EETTOOSS--RRCCSS--AAII88

Analog Input 8 Channel

4  채널 8 채널

0~16000

4~20mA

1.25uA 1.0uA

절절연연방방식식

평균처리(평균값 설정기능), 샘플링내내부부처처리리

LED동동작작표표시시

Backpanel Module

Analog Module

-10V~+10V -5V~+5V 0~10V 0~5V 1~5V

0.625mV 0.3125mV 0.625mV 0.312mV 0.25mV

형형명명항항목목

형형명명항항목목

http://www.acnt.co.kr



ET
O

S-
R

C
S

28

응용도

AC & T System Co.,Ltd. 

ETOS-R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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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Unit : mm)

ETOS-RCS

88MMoodduullee

22MMoodduullee

44MMoodduullee
[BackPanel]

[BackPanel]

[BackPanel]

[Top View]

[Front View] [Side View]

http://www.acnt.co.kr



필필드드버버스스용용 디디바바이이스스 서서버버

ETOS-DPS
ETOS-CCS

ETOS-DPS, ETOS-CCS는 산업 현장의 범용 시리얼과 이더넷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

한 제어, 측정 장비를 오픈 필드버스인 Profibus-DP, CC-Link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필드버스

용 고성능 디바이스 서버 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을 구현한 내장형 통신 드라이버 지원, 사용자 정의 프

로토콜 기능 지원 등을 통해 시리얼/이더넷 통신 기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필드버스 제품은 시리얼, 이더넷, 필드 버스의 이기종 통신 기기 통합을 지원하며, 유지 보수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고 신뢰성의 통합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

니다.

산산업업용용에에 최최적적화화된된 하하드드웨웨어어//OOSS

32Bit RISC CPU를 채택한 필드버스용 고성능 디바이스 서버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뛰뛰어어난난 성성능능의의 산산업업용용 네네트트워워크크 디디바바이이스스 서서버버

시리얼 2포트, 이더넷 1포트와 필드버스 슬레이브 1 포트 지원

각 시리얼/이더넷/필드버스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다양한 시리얼/이더넷 통신 드라이버 지원(GLOFA/XGT, Modbus, Melsec)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프레임 편집 기능

편편리리한한 사사용용자자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필드버스 통신 파라미터의 손쉬운 설정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강강력력한한 진진단단//디디버버깅깅 기기능능

시리얼 통신 프레임 실시간 모니터링

통신 상태 진단 및 시스템 로그 메모리 모니터링 기능

오오픈픈 필필드드버버스스 PPrrooffiibbuuss--DDPP,, CCCC--LLiinnkk 지지원원

오픈 필드버스로 다양한 제작사의 디바이스와 통신 가능

최소한의 H/W로 쉽고 빠르게 구성함으로써 설치비용 최소화

쉬운 구성과 손쉬운 유지 보수로 쉽고 빠르게 시스템 가동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단자료를 통해 생산공정에 커다란 유연성 제공

장비의 인텔리전트화로 고속응답과 용량 데이터 통신 구현

네트워크 장애 발생시 신속한 응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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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SS--223322//RRSS--442222//RRSS--448855 

ETOS-DPS ETOS-CCS

PPrrooffiibbuuss--DDPP SSllaavvee,,   EENN 5500117700//DDIINN

119922445599660000bbppss~~1122MMbbppss//AAuuttoo BBaauuddrraattee

110000mm~~11..22KKmm//BBaauuddrraattee에에 따따라라 조조정정

3322 SSttaattiioonn//SSeeggmmeenntt

IInnppuutt 224444 BByytteess// OOuuttppuutt 224444BByytteess

PPrroottooccoollss

CCoonnffiigguurraattiioonn

UUsseerr MMeemmoorryy

PPrrooggrraamm MMeemmoorryy

DDiimmeennssiioonnss((WW**HH**DD))

DDiinn--RRaaiill//WWaallll MMoouunntt

PPoowweerr IInnppuutt

EMC

OO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SSttoorraaggee TTeemmppeerraattuurree

PPaarriittyy

DDaattaa bbiittss

SSttoopp bbiittss

FFllooww ccoonnttrrooll

SSppeeeedd

CCoonnssoollee PPoorrtt

PPrroottooccooll

SSppeeeedd

DDiissttaannccee

SSttaattiioonn

DDaattaa SSiizzee 

NNoonnee

--

00//11

RRJJ4455

NNoonnee,, EEvveenn,, OOdddd,, SSppaaccee,, MMaarrkk

77,,88

11,, 22

하하드드웨웨어어

220000bbppss ttoo 111155..22kkbbppss

RRJJ4455

MMooddbbuuss,, GGLLOOFFAA//CCnneett,, MMeellsseecc,, 사사용용자자 정정의의 프프로로토토콜콜

EETTOOSS--PPDD ffoorr WWiinnddoowwss

DDCC 2244VV

--1100~~6600°cc

--2255~~7700°cc

EEMMII :: EENN5555002222

EEMMSS :: EENN6611000000--44

SSaaffeettyy :: EENN6600995500

111166..66XX3344..55XX110055..55

22 11//22

RRJJ4455 RRJJ4455

지지원원 지지원원

11MMBB 11MMBB

6644KKBB 6644KKBB

LLAANN

1100//110000MM EE tthheerrnneett

SSeerriiaall

FF iieellddbbuuss

SSooffttwwaarree FF eeaattuurreess

MMeemmoorryy

PP oowweerr RReeqquuiirreemmeennttss

MMeecchhaanniiccaall  ((mmmm))

EE nnvviirroonnmmeennttaall

RReegguullaattoorryy AApppprroovvaal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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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thheerrnneett 포포트트수수

CCoonnnneeccttoorr

포포트트수수

IInntteerrffaaccee

CCoonnnneeccttoorr

CCCC--LLiinnkk SSllaavvee VV11..00 // VV22..00

115566KK//662255KK//22..55MM//55MM//1100MMbbppss

110000mm~~11..22KKmm//BBaauuddrraattee에에 따따라라 조조정정

3322 SSttaattiioonn//SSeeggmmeenntt

88119922점점//44009966WWoorrdd((VV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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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32Bit  RISC CPU를 채택한 필드버스용 고성능 디바이스 서버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Real Time OS 채택으로 높은 신뢰성 구현

◆ Prof ibus-DP Slave 완벽 지원

◆ Prof ibus 1 포트와 시리얼 2 포트를 지원

◆ 시리얼, Prof ibus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 다양한 시리얼 통신 드라이버 지원(GLOFA/XGT, Modbus,Melsec)

◆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프레임 편집 기능

◆ 필드버스 통신 파라미터의 손쉬운 설정

◆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 손쉬운 설정 및 다양한 기능으로 빠른 통신 개통 및 유지 보수 용이

ETOS-DPS-S20 Profibus-DP Slave, 2 Ports RS-232

ETOS-DPS-S02 Profibus-DP Slave, 2 Ports RS-422/RS-485

ETOS-DPS는 산업 현장내에서 범용 시리얼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제어, 감시 장비를 오픈 필드

버스인 Profibus-DP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필드버스용 디바이스 서버입

니다. 산업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비에 한 통신 드라이버와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산업업용용 환환경경에에 적적합합한한 설설계계

ETOS-DPS는 다양한 산업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용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도, 노이

즈, 진동등 다양한 환경 테스트를 거쳐 무결점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해 드립니다.

오오픈픈 필필드드버버스스 PPrrooffiibbuuss DDPP SSllaavvee 지지원원

ETOS-DPS는 다양한 Profibus DP 장비들과 호환성을 갖고 있으며, 오픈 필드버스인 Profibus DP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범용 시리얼(RS-232, RS-422, RS-485) 네트

워크와 Profibus DP와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최상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빠빠른른 유유지지보보수수

ETOS-PD의 강력한 진단기능과 함께, Profibus의 강력한 지원들을 이용하여 손쉽게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툴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장애를 확인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ETOS-DPS
ET

O
S-

D
P

S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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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roottooccooll Profibus-DP Slave, EN 50170/DIN 19245

IInntteerrffaaccee RS-485(Electrically Isolated)

통통신신 속속도도 9600bps~12Mbps/Auto Baudrate

통통신신 거거리리 100m~1.2Km/Baudrate에 따라 조정

최최 국국 32 station/Segment

II//OO DDaattaa SSiizzee Input 244Bytes/Output 244 Bytes, Total 432 Bytes

PPlluugg CCoonnnneeccttoorr 9 Pin D-sub

통통신신 케케이이블블 Two Wire shielded twisted pair cable

종종단단 저저항항 220Ω 1/2W(A-B Line에 접속)

Fieldbus

ET
O

S-
D

P
S

Dimensions (Unit : mm)

응용도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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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Bit RISC CPU를 채택한 필드버스용 고성능 디바이스 서버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Real Time OS 채택으로 높은 신뢰성 구현

◆ CC-Link Slave V2.0 지원

◆ CC-Link 1 포트와 시리얼 2 포트/이더넷 1포트 지원

◆ 각 시리얼, CC-Link 통신 포트의 독립적 동작 지원

◆ 다양한 시리얼 통신 드라이버(GLOFA/XGT, Modbus,

Melsec)와 이더넷 드라이버(ModbusTcp) 지원

◆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 통신을 위한 프레임 편집 기능

◆ 필드버스 통신 파라미터의 손쉬운 설정

◆ 다양한 명령어를 통한 데이터 복사/저장/연산/변환/백업 기능

ETOS-CCS-E00 CC-Link Slave V2.0, 1 Port Ethernet

ETOS-CCS-S20 CC-Link Slave V2.0, 2 Ports RS-232

ETOS-CCS-S02 CC-Link Slave V2.0, 2 Ports RS-422/RS-485

ETOS-CCS
ET

O
S-

C
C

S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ETOS-CCS는 산업 현장내에서 범용 시리얼/이더넷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제어, 감시 장비를

CC-Link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산업용 네트워크 서버입니다. 산업 현장

에서 널리 사용되는 장비에 한 통신 드라이버와 사용자 정의 프로토콜을 통하여 사용자가 쉽게 네트워크

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산산업업용용 환환경경에에 적적합합한한 디디자자인인

ETOS-CCS 시리즈는 다양한 산업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산업용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온

도, 노이즈, 진동등 다양한 환경 테스트를 거쳐 무결점의 제품을 고객에게 전해드립니다.

CCCC--LLiinnkk ssllaavvee지지원원

ETOS-CCS는 다양한 CC-Link장비들과 호환성을 갖고 있으며, CC-Link가 제공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

션에서 우수성을 보여줍니다. 범용 시리얼(RS-232, RS-422, RS-485)네트워크, 이더넷 네트워크와

CC-Link와 연결을 하고자 할 때 확장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빠빠른른 유유지지보보수수

ETOS-PD의 강력한 진단기능과 함께, CC-Link의 강력한 지원툴을 이용하여 손쉽게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된 툴을 이용하여 쉽게 빠르고 장애를 확인하고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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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rroottooccooll CC-Link Slave V2.0 호환

IInntteerrffaaccee RS-485(Electric)/Bus Topology

통통신신 속속도도 156K/625K/2.5M/5M/10Mbps

통통신신 방방식식 브로드캐스트 폴링 방식

확확장장 사사이이클클릭릭 설설정정((VV22..00)) x1/x2/x4/x8 

최최 점점유유국국수수 4국 (국번 1~64국)

접접속속 수수 리모트디바이스국 수 최 42

통통신신 케케이이블블 CC-Link 전용 케이블(실드 부착 3심 트위스트 케이블)

종종단단 저저항항 110Ω 1/2W(DA-DB Line간에 접속)

Fieldbus

ET
O

S-
C

C
S

Dimensions (Unit : mm)

응용도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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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OS-TS 시리즈는 간단한 파라미터 설정으로 시리얼 장비를 Dual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고기능 산업용 터미널 서버입니다.

상위 PC(HMI/MMI)에서 하위의 다양한 시리얼 장비를 시리얼 통신이 아닌 이더넷 네트워크로

통합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PC용 시리얼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시리얼 장비를

바로 이더넷으로 통합 할 수 있도록 전용툴(TS-VCOM)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S-VCOM, TS-WIN사용은 통신 개통에 소용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스템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ETOS-TS 시리즈 사용은 유지 보수를 포함한 시스템 구축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고 신뢰성의 이더넷 통합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산산업업용용 RRTTUU에에 최최적적화화된된 하하드드웨웨어어//OOSS

32Bit RISC CPU를 채택한 고성능의 산업용 터미널 서버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Real Time OS 채택으로 높은 신뢰성 구현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전원/이더넷 이중화 지원

뛰뛰어어난난 성성능능의의 산산업업용용 터터미미널널 서서버버

다양한 TCP/UDP 응용 프로그램 지원

Real Time OS 채택하여 빠른 응답 속도 지원

이더넷 네트워크 이중화 통신 지원

1개의 시리얼 포트에 최 4개의 이더넷 다중 접속 지원

시리얼 포트 2개를 Pair로 이중화 포트 지원

보안을 위한 사용자 파라미터 암호 설정

멀티 포트의 프레임 모니터 지원

편편리리한한 사사용용자자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시리얼/이더넷 통신 파라미터의 손쉬운 설정

기존 시리얼 장비의 통신 프로그램의 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가상 COM포트 프로그램 지원(TS-VCOM)

강강력력한한 진진단단//디디버버깅깅 기기능능 및및 손손쉬쉬운운 유유지지 보보수수

최 4채널의 다중 프레임 모니터링을 통한 진단 기능

이더넷 네트워크상의 장비 상태 모니터링(스캔 기능)

각 장비별 시리얼/이더넷 통신 상태 모니터링

산산업업용용 터터미미널널 서서버버

ETOS-T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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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rreeee 8855 ttoo 226644 VVAACC ((5500//6600HHzz))

옵옵션션

443377XX4422XX222288

WWaallll MMoouunntt((1199””))

지지원원 ((개개별별 장장비비별별 상상태태,, 송송수수신신 데데이이터터 사사이이즈즈,, 고고급급 상상태태 정정보보 ))

지지원원 ((개개별별 장장비비별별 상상태태,, 송송수수신신 데데이이터터 사사이이즈즈))

시시리리얼얼 포포트트별별,, 이이더더넷넷 채채널널별별 송송수수신신 프프레레임임

ETOS-TS-F0 ETOS-TS-80 ETOS-TS-0F ETOS-TS-08 ETOS-TS-88

RRSS--223322

RRSS--442222//RRSS--448855

IInntteerrffaaccee

PPrroottooccoollss

UU ttiilliittiieess

CCoonnffiigguurraattiioonn

최최 이이더더넷넷 커커넥넥션션

PPoowweerr IInnppuutt

이이중중화화

DDiimmeennssiioonnss((WW**HH**DD))

스스캔캔 모모니니터터

상상태태 모모니니터터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

EMC

OO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SSttoorraaggee TTeemmppeerraattuurree

PP aarriittyy

DDaattaa bbiittss

SSttoopp bbiittss

FF llooww ccoonnttrrooll

SSppeeeedd

NNoonnee,, EEvveenn,, OOdddd,, SSppaaccee,, MMaarrkk

77,,88

11,, 22

하하드드웨웨어어

220000bbppss ttoo 111155..22KKbbppss

TTCCPP//IIPP,, UUDDPP//IIPP,, AARRPP,, IICCMMPP,, DDHHCCPP

TTSS--WWIINN,, TTSS--VVCCOOMM

RRSS--223322,, EEtthheerrnneett

--1100~~6600°cc

--2255~~7700°cc

EEMMII :: EENN5555002222

EEMMSS :: EENN6611000000--44

SSaaffeettyy :: EENN6600995500

LLAANN

SSeerriiaall

SSeerriiaall CCoommmmuunniiccaattiioonn PP aarraammeetteerrss

SSooffttwwaarree FF eeaattuurreess

PP oowweerr RReeqquuiirreemmeennttss

MMeecchhaanniiccaall ((mmmm))

DD iiaaggnnoossiiss

EE nnvviirroonnmmeennttaall

RReegguullaattoorryy AA pppprroovvaal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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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tthheerrnneett 포포트트수수

SSppeeeedd

CCoonnnneeccttoorr

이이중중화화

EE SSDD PPrrootteeccttiioonn

SSeerriiaall LL iinnee IIssoollaattiioonn

22

1100//110000MMbbppss

RRJJ4455

지지원원

22

1100//110000MMbbppss

RRJJ4455

지지원원

22

1100//110000MMbbppss

RRJJ4455

지지원원

22

1100//110000MMbbppss

RRJJ4455

지지원원

22

1100//110000MMbbppss

RRJJ4455

지지원원

RRJJ4455

±±44KKVV ±±44KKVV ±±44KKVV ±±44KKVV ±±44KKVV

6600VV((DDeeffaauulltt))//22kkVV((RRSS--442222//448855 OOppttii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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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Bit RISC CPU를 채택한 고성능의 산업용 터미널 서버

◆ 산업용 환경(온도, 진동, 충격, 노이즈 등)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

◆ 전원/이더넷 포트 이중화 지원

◆ 시리얼 통신 라인 이중화 기능 (Pairing 기능)

◆ 범용 시리얼 통신(RS232/RS422/RS485)의 장비별 최 115.2Kbps

속도 지원

◆ Real Time OS 기반의 빠른 통신 속도 지원

◆ 가상 COM 포트 기능 프로그램 제공(TS-VCOM)

◆ 최 4채널의 이더넷/시리얼 프레임 모니터링 지원

ETOS-TS는 최 8/16개의 시리얼 포트와 2개의 이더넷 포트를 제공하고, 다양한 기능과 유연한 구성을

통해 시리얼 장비를 Dual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고성능 산업용 터미널 서버입니다.

상위 PC에서 하위의 다양한 시리얼 장비를 고속의 이더넷 네트워크로 통합 할 수 있으며, 상위 PC 프로그

램의 추가, 수정 없이 시리얼 장비를 바로 이더넷으로 접속 할 수 있습니다.(TS-VCOM) 

다다양양한한 이이중중화화 구구성성에에 따따른른 시시스스템템 안안정정화화

ETOS-TS는 전원 이중화를 지원하고, 2개의 이더넷 포트와 최 16개의 시리얼 포트가 독립적/연동적으로

동작함으로써 다양한 이중화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고 고 신뢰의 통합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더넷 네트워크 이중화 통신 지원

1개의 시리얼 포트에 최 4개의 이더넷 다중 접속 지원

시리얼 통신 이중화 기능 지원(Pairing 기능)

간간편편한한 파파라라미미터터 설설정정과과 강강력력한한 진진단단 기기능능

TS-WIN을 이용한 통신 속도, IP, Channel 설정만으로 간단하게 통신 기능을 설정할 수 있으며, 최 4

채널의 다중 프레임 모니터링, 시리얼/이더넷 포트별 상태 모니터링, 장비 상태 모니터링 등 강력한 진단

기능을 통해 통합 이더넷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에 최적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ETOS-TS-F0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0F 2 Ports Ethernet, 16 Ports RS-422/RS-485,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80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08 2 Ports Ethernet, 8 Ports RS-422/RS-485, 단단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F0R 2 Ports Ethernet, 16 Ports RS-232,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0FR 2 Ports Ethernet, 16 Ports RS-422/RS-485,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80R 2 Ports Ethernet, 8 Ports RS-232,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TOS-TS-08R 2 Ports Ethernet, 8 Ports RS-422/RS-485, 이이중중화화 전전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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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업업용용 이이더더넷넷 스스위위치치

i-FOS Series

i-FOS 시리즈는 산업현장에 최적화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다양

한 산업환경에 걸맞는 기능과 성능, 신뢰성을 구현한 i-FOS 시리즈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이더

넷 네트워크를 구축 할 수 있으며, i-FOS Manager가 제공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감

시/진단기능을 이용,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 할 수 있습니다.

높높은은 신신뢰뢰성성과과 검검증증받받은은 안안정정성성의의 산산업업용용 MMaannaaggeedd 이이더더넷넷 스스위위치치

빠른 고속 절체 기능 구현 - SmartRing

SmartRing/RSTP/STP를 이용한 고 신뢰성의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전원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향상 (DC 24V)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합한 내구성(내노이즈/내환경)을 반 한 HW 설계

편편리리한한 사사용용자자 인인터터페페이이스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강화된 i-FOS Manager를 통한 손쉬운 설정, 네트워크 감시/관리 기능

웹 브라우저, 콘솔, 전용툴(i-FOS-NM)을 이용한 다양한 시스템 설정

한눈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Traffic Monitoring, Automatic Fault Detect를 통한 네트워크 감시

최최적적의의 산산업업용용 이이더더넷넷 네네트트워워크크를를 위위한한 지지원원 기기능능

유연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0M/100M/1Gbps포트 지원(광/전기) 

업링크 및 다중 네트워브 연결을 위한 이중화 지원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리지 지원 (스타, 트리, 링,  메쉬)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 가능

다양한 이벤트 알람 기능(E-mail, DIO, Syslog, 전용툴)

VLAN, Port Trunking, IGMP Snooping, QoS, CoS, ToS, Rate Limiting, SNMP, RMON, 

Port Mirroring 기능지원

IIGGMMPP((IInntteerrnneett GGrroouupp MMaannaaggeemmeenntt PPrroottooccooll))

멀티캐스트 그룹을 관리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멀티캐스팅은 이더넷상의 통신 장비가 미리 지정된 다수의 다른

통신 장비들에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정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의 부하를 원활하게 조절

합니다.(Ethernet/IP 사용) 

SSmmaarrttRRiinngg RReedduunnddaanntt EEtthheerrnneett NNeettwwoorrkk TTeecchhnnoollooggyy

i-FOS 시리즈는 SmartRing을 지원합니다. SmartR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된 통신 장비간의 무장애

실시간 통신을 보장합니다. 통신 데이터 루프를 방지하는 표준 프로토콜에 비해 빠른 네트워크 복구 시간을 보장합니다.

RRSSTTPP//SSTTPP((RRaappiidd SSppaannnniinngg TTrreeee PPrroottooccooll//SSppaannnniinngg TTrreeee PPrroottooccooll))

네트워크 시스템의 루프 방지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며 네트워크 이중화 구성을 위해 사용합니다. 링크 연결 장애발생시

RSTP/STP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패스를 절체하며 데이타 통신을 지속합니다.

VVLLAANN((IIEEEEEE880022..11QQ))

i-FOS 시리즈는 VLAN을 지원합니다. VLAN을 통하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VLAN을 통해 네트워크간의 부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Profinet 사용)

QQooSS((QQuuaalliittyy ooff SSeerrvviiccee))

QoS는 사용자나 어플리케이션의 중요도에 따라 서비스 수준에 차이를 두어서 한정된 네트워크 역폭에서 트래픽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입니다. i-FOS 시리즈는 특정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 합

니다.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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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S 55(B/D)
i-FOS 58

(B/D)-(E/F) i-FOS 108-(E/F) i-FOS 208-(E/F) i-FOS 208-G i-FOS 210-G

HHuubbss//DDuummmmyy SSwwiittcchh

UUnnmmaannggeedd SSwwiittcchheess

MMaannaaggeedd SSwwttiicchheess

GGiiggaabbiitt EE tthheerrnneett MMoodduullee

FFaasstt EE tthheerrnneett MMoodduullee

TToottaall NNoo.. ooff PPoorrttss

OO 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PPrrootteeccttiioonn CCllaassss

SSmmaarrttRRiinngg 

SSTTPP//RRSSTTPP

RReellaayy WWaarrnniinngg

EE--mmaaiill WWaarrnniinngg

SSyysslloogg

PPoorrtt MMiirrrroorr

AAuuttooSSccaann ((ii--FFOOSS--NNMM))

TTrraaffffiicc MMoonniittoorriinngg ((ii--FFOOSS--NNMM))

EE vveenntt MMoonniittoorriinngg ((ii--FFOOSS--NNMM))

BBrrooaaddccaasstt SSttoorrmm PPrrootteecctt..

DDuummmmyy

IIGGMMPP SSnnooooppiinngg

RRaatteeLL iimmiitt

VVLLAANN

PPoorrtt TTrruunnkkiinngg

SSNNMMPP,, RRMMOONN

QQooSS

SSttaattiicc MMAACC FF iilltteerr

RReedduunnddaannccyy PPaatthh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55 88 88 88 88 1100

--2200 ttoo 7700°CC   

IIPP3300 

WWeebb,, CCoonnssoollee,, TTeellnneett,, ii--FFOOSS MMaannaaggeerr ffoorr WWiinnddoowwss

LLAANN

NN oo.. ooff PPoorrttss

DDiinn--RRaaiill MMoouunnttiinngg OO OO OO OO OO OO

WWaallll MMoouunnttiinngg

UUttiilliittiieess

EEMMCC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IInnssttaallllaattiioonn

PPoowweerr IInnppuutt 2244VVDDCC((88 ttoo 4400VVDDCC)) 2244VVDDCC ((±±55%%)),,  FFaaiill SSaaffee OOppeerraattiioonn((전전원원 이이중중화화))

PPoowweerr SSuuppppllyy

EE nnvviirroonnmmeennttaall

NN eettwwoorrkk MMaannaaggeemmeenntt aanndd CCoonnttrrooll

SSooffttwwaarree FF eeaattuurreess

DD iiaaggnnoossiiss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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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eedduunnddaannccyy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MMoodduullaarr DDeessiiggnn

EEMMII :: EENN5555002222

EEMMSS :: EENN6611000000--44

SShhoocckk :: IIEECC 6600006688--22--2277

FFrreeeeffaallll :: IIEECC 6600006688--22--3322

VViibbrraattiioonn :: IIEECC 6600006688--22--66   

RReegguullaattoorryy AAppppoovvaallss 

OO OO OO OO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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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S-208-EE 8 ports UTP, -20~70°C

i-FOS-208-FM-SC 2 ports Multi type Optic/SC connector, 6 ports UTP, -20~70°C

i-FOS-208-FS-SC 2 ports Single type Optic/SC connector, 6 ports UTP, -20~70°C

i-FOS-208-FM-LC-G 2 ports Multi type Optic/LC connector/Giga bit, 6 ports UTP, -20~70°C

i-FOS-208-FS-LC-G

i-FOS-210-FM-LC-G 3 ports Multi type Optic/LC connector/Giga bit, 7 ports UTP, -20~70°C

i-FOS-210-FS-LC-G

2 ports Single type Optic/LC connector/Giga bit, 6 ports UTP, -20~70°C

i-FOS-208-EE-T 8 ports UTP, -40~85 ��C

Features
◆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적의 Managed 이더넷

스위치

◆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산업용 레벨의 인증취득)

◆ 유연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0M/100M/1Gbps포트 지원(광/전기)

◆ 업링크 및 다중 네트워브 연결을 위한 이중화 지원

◆ 다양한 네트워크 토폴리지 지원 (스타, 트리, 링,  메쉬) 

◆ SmartRing/RSTP/STP를 이용한 고 신뢰성의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

◆ 전원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향상(DC24V)

◆ 전용툴을 통한 손쉬운 설정, 네트워크 감시/관리 기능

◆ 온도 특성을 위한 알루미늄 외관 설계

◆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 기능

◆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를 위한 기능 제공

◆ 다양한 이벤트 알람 기능(E-mail, DIO, Syslog, 전용툴)

3 ports Single type Optic/LC connector/Giga bit, 7 ports UTP, -20~70°C

i-FOS 200 Series
i-

FO
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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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i-FOS 200 시리즈는 산업용 이더넷 통신에 최적의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다

양한 산업환경에 걸맞는 기능과 성능, 신뢰성을 구현한 i-FOS 200시리즈를 통하여 보다 빠르게 안정된 이

더넷 네트워크의 구축 할 수 있으며, i-FOS Manager에서 제공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감시/진단

기능을 이용, 언제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산산업업용용 이이더더넷넷 네네트트워워크크를를 위위한한 관관리리 기기능능 지지원원

i-FOS 100/200 시리즈는 무 장애 실시간 통신을 위한 링 이중화 기능을 제공하며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

크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특히 Ethernet/IP, Profinet, FIP 등의 FA용 이더넷 네

트워크에 사용하고 있는 기능(IGMP Snooping, VLAN 등)도 제공함으로써 최적의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

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업업 링링크크 및및 다다중중 네네크크워워크크 이이중중화화 지지원원

i-FOS 200은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의 신뢰성 높은 연결을 위해서 서로 다른 링 네트워크의 상호연결과

업링크 포트를 이중화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시스템 운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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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taannddaarrddss IEEE 802.3 for 10BaseT

IEEE 802.3u for 100BaseT(X) and 100Base FX

IEEE 802.3ab for 1000Base(X)

IEEE 802.3z for 1000Base SX/LX/LHX/ZX

IEEE 802.1D for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W for Rapid STP

IEEE 802.1Q for VLAN Tagging

IEEE 802.1p for Class of Service

PPrriioorriittyy QQuueeuueess

NNeettwwoorrkk CCoonnttrrooll

4

Rate Limitting

MMaaxx.. NNoo.. ooff AAvvaaiillaabbllee VVLLAANNss 16

IIGGMMPP GGrroouuppss 512 / 2048

MMaaxx NNoo.. ooff AAvvaaiillaabbllee MMAACC 2048 / 8192

RRJJ4455 PPoorrtt Twisted Pair(TP), 0~100m

FFiibbeerr PPoorrtt((110000MM BBaassee--FFxx))

FFiibbeerr PPoorrtt((11000000MM BBaassee--FFxx))

Multimode fiber(MM)     50/125um,   0~5Km

Multimode fiber(MM)     62.5/125um, 0~4Km

Singlemode filber(SM)   9/125um,     20Km, 40Km

Multimode fiber(MM)     50/125um,   0~550m

Multimode fiber(MM)     62.5/125um, 0~220m

Singlemode filber(SM)   9/125um,     10Km, 40Km, 60Km

CCoonnffiigguurraattiioonn Console, Web Server, Telnet, i-FOS Manager for Windows

DDiiaaggnnoossttiiccss LEDs, LogFile, Syslog, i-FOS Manager for Windows

RReedduunnddaannccyy FFuunnccttiioonnss SmartRing, RSTP(802.1W) STP(802.1D), Dual-Homing

FFiilltteerr QoS, CoS(802.1p), ToS(DiffServ), VLAN(802.1Q), IGMP Snooping

SSNNMMPP V1,V2,V3

PPoowweerr IInnppuutt 24 VDC, Redundant Dual Inputs

OO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20~70�c (-4~158�F), 5 to 95% RH

SSttoorraaggee TTeemmppeerraattuurree -40~85�c (-40~185�F), 5 to 95% RH

PPrrootteeccttiioonn CCllaassss IP30

Technology

Interface

Switch Properties

Software Specification

Power requirements

Environmenta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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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S-108-EE 8 ports UTP, -20~70°c

i-FOS-108-FM-SC 2 ports Multi Mode Optic/SC connector, 6 ports UTP, -20~70°c

i-FOS-108-FS-SC 2 ports Single Mode Optic/SC connector, 6 ports UTP, -20~70°c

i-FOS-108-FS-LC-G 2 ports Single Mode Optic/LC connector/Giga bit, 6 Ports UTP, -20~70°c

Features
◆ 산업용 환경에서 복잡한 설정이 필요없는 Plug & Play 이더넷

네트워크 솔루션

◆ SmartRing/RSTP/STP를 이용한 고 신뢰성의 네트워크 이중화구축

◆ 전원 이중화를 통한 안정성 향상(DC24V)

◆ 다양한 산업 환경에 강한 내구성(내노이즈/내환경)을 반 한 HW 설계

◆ i-FOS manager를 통한 손쉬운 설정, 네트워크 감시/관리 기능

◆ 한눈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 Authentication 기능을 통한 보안

◆ Traffic Monitoring, Automatic Fault Detect을 통한 네트워크 감시

◆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 가능

◆ 다양한 이벤트 알람 기능(E-mail, DIO, Syslog, 전용툴)

◆ Broadcast Storm Protection 지원

i-FOS100 시리즈는 산업용 환경에서 복잡한 설정이 필요 없는 경제형의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링

이중화 기능과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하는 경제적인 i-FOS100 시리즈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게 이더넷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으며 i-FOS Manager에서 제공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네트워크 감시/진단기능을

이용, 언제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최최소소한한의의 기기능능을을 제제공공하하는는 경경제제형형 MMaannaaggeedd 이이더더넷넷 스스위위치치

i-FOS100 은 산업용 이더넷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HW 요소, 무 장애 실시간 통신을 위한 이중화 기능

(SmartRing, RSTP/STP), 최소한의 기본 기능(VALN, 이메일, IO 등)만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사

용하지 않는 산업용 이더넷 링 네트워크를 저비용으로 구축하는데 매우 적합합니다.

간간편편한한 네네트트워워크크 진진단단 및및 관관리리 기기능능

IFOS 100/200 시리즈는 i-FOS Manager툴을 이용해서 이더넷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제품별 동작 상태, 로그 현황, 이더넷 네트워크 상태, 링 토폴로지 변경, 전원 장애 등 많은 정보를 파

악하고 진단할 수 있으며 언제나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유지 보수할 수 있습니다.

i-FOS 100 Seri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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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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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taannddaarrddss IEEE 802.3 for 10BaseT

IEEE 802.3u for 100BaseT(X) and 100Base FX

IEEE 802.1D for Spanning Tree Protocol

IEEE 802.1W for Rapid STP 

MMaaxx.. NNoo.. ooff AAvvaaiillaabbllee MMAACC

NNeettwwoorrkk CCoonnttrrooll

2048

Broadcast Storm Protection

RRJJ4455 PPoorrtt Twisted Pair(TP), 0~100m

FFiibbeerr PPoorrtt Multimode fiber(MM)    50/125um,   0~5Km

Multimode fiber(MM)    62.5/125um, 0~4Km

Singlemode filber(SM)  9/125um,     20Km, 40Km

CCoonnffiigguurraattiioonn Console, Web Server, Telnet, i-FOS Manager for Windows

DDiiaaggnnoossttiiccss LEDs, LogFile, Syslog, i-FOS Manager for Windows

RReedduunnddaannccyy FFuunnccttiioonnss SmartRing, RSTP(802.1W) STP(802.1D)

FFiilltteerr Broadcast Storm Protection

Technology

Interface

Switch Properties

Software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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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도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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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한 디자인의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

◆ 별도의 설정이 필요없는 손쉬운 설치

◆ -20~70�c의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높은 신뢰성

◆ Broadcast Storm Protection/Dummy 기능 지원

◆ IP30등급의 외장 설계

◆ DC 전원 입력 : 8~40V

◆ 다양한 산업 환경에 적합한 내구성(내노이즈/내환경)을 반 한 HW 

◆ 광케이블을 이용한 장거리 통신 가능

◆ 다양한 제품 라인으로 경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 전기/광 혼합모듈로 전기/광 경로간의 체인지 오버 구현

◆ LED(전원, 링크상태, 데이터 통신)를 이용한 진단기능

◆ 전원입력만으로 Plug&Play 동작

◆ 산업용에 적합한 Din-Rail 취부

1 port Multi Mode Optic/SC connector, 7 Ports UTP, HUB, -20~70°C

1 port Single Mode Optic/SC connector, 7 Ports UTP, HUB, -20~70°C

8 ports UTP, HUB, -20~70°C

1 port Multi Mode Optic/SC connector, 4 Ports UTP, HUB, -20~70°C

1 port Single Mode Optic/SC connector, 4 Ports UTP, HUB, -20~70°C

1 port Multi Mode Optic/SC connector, 7 Ports UTP, BroadCast Storm Protecion, -20~70°C

1 port Single Mode Optic/SC connector, 7 Ports UTP, BroadCast Storm Protecion, -20~70°C   

8 ports UTP, BroadCast Storm Protecion, -20~70 ��C

1 port Multi Mode Optic/SC connector, 4 Ports UTP, BroadCast Storm Protecion, -20~70 ��C

i-FOS-58D-FS-SC

i-FOS-58D-FM-SC

i-FOS-58D-EE

i-FOS-55D-FM-SC

i-FOS-55D-FS-SC

i-FOS-58B-FM-SC

i-FOS-58B-FS-SC

i-FOS-58B-EE

i-FOS-55B-FM-SC

i-FOS-55B-FS-SC 1 port Single Mode Optic/SC connector, 4 Ports UTP, BroadCast Storm Protecion, -20~70 ��C

i-FOS 50 Series

D:Dummy Hub 기능
B:Broadcast Storm Protection 기능

i-
FO

S
5

0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Features

i-FOS 50 시리즈는 다양한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고 신뢰성의 산업용 Unmanaged 이더넷 스위치 입니다.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경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컴컴팩팩트트한한 디디자자인인의의 경경제제형형 산산업업용용 이이더더넷넷 스스위위치치

i-FOS 50 시리즈는 컴팩트한 사이즈에 Din-Rail 취부 방식을 채택한 경제형 산업용 이더넷 스위치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판넬안 취부에 어려움이 없으며 Din-Rail을 이용하여 손쉽게 취부할수 있습니다.

BBrrooaaddccaasstt SSttoorrmm PPrrootteeccttiioonn // DDuummmmyy 기기능능

i-FOS-50B 시리즈는 스위치에 연결된 통신 장비를 오류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Broadcast storm

Packet으로부터 네트웍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며, i-FOS-50D 시리즈는 모든 포트가 동시에 통

신 패킷을 공유하는 Dummy Hub 기능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Unmanaged 스위치들은 오류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Broadcast storm Packet을 제어할 수

없지만, i-FOS 50 시리즈는 설정된 값에 따라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제어함으로써 스위치 장비에 연결된 통

신 장비를 보호합니다. 또한 이더넷 장비를 개발할 때나 이더넷 패킷을 분석하고자 할 경우에 고가의 스위

치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더넷 프레임을 분석할 수 있는 Dummy Hub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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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taannddaarrddss IEEE 802.3 for 10BaseT

IEEE 802.3u for 100BaseT(X) and 100Base FX

NNeettwwoorrkk CCoonnttrrooll Broadcast Storm Protection

RRJJ4455 PPoorrtt Twisted Pair(TP), 0~100m

FFiibbeerr PPoorrtt Multimode fiber(MM)    50/125um,   0~5Km

Multimode fiber(MM)    62.5/125um, 0~4Km

Singlemode filber(SM)  9/125um,     20Km, 40Km

PPoowweerr IInnppuutt 8~40 VDC

OO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20~70�c (-4~158�F), 5 to 95% RH

SSttoorraaggee TTeemmppeerraattuurree -40~85�c (-40~185�F), 5 to 95% RH

PPrrootteeccttiioonn CCllaassss IP30

Technology

Interface

Power requirements

Environmental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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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Unit : mm)

응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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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업업용용 무무선선 통통신신

UTOS Series

UTOS 시리즈는 범용 시리얼(RS232/RS422/RS485) 유선 네트워크와 이더넷 네트워크에 유비

쿼터스 기술을 적용하여 유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산업용 무선 통신 제품입니다.

제어, 계측 기기 사이에 거리나 이동성, 설치 환경 등의 원인으로 유선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힘들 경우에 유무선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UTOS 시리즈는 유선 시리얼 통신을 무선 통신으로 변경하는 무선 통신 모뎀과 무선 통신과

디지털 I/O가 결합된 제어 모듈을 제공합니다.

산산업업용용 RRTTUU에에 최최적적화화된된 하하드드웨웨어어//OOSS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국내 MIC 규격 인증 취득)

2.4GHz ISM 밴드 역 무선망 활용

IEEE802.15.4 호환, 16개의 다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채널 확장성

AES-128 암호화를 이용한 보안 안정성 추구

산산업업용용 특특성성에에 맞맞는는 기기능능 제제공공

다양한 제어 기기와 범용 기기와의 무선 시리얼 통신 제공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무선 통신 제어 지원(UTOS-IOM/S) 

절연 타입의 시리얼 통신 포트(±60V)

최 1500 바이트 데이터 처리 지원(UTOS-RFM)

1200~115200 bps의 다양한 시리얼 통신 속도 지원

DC5V/24V, USB를 통한 다양한 전원 공급

DIN Rail을 이용한 편리한 장비 장착 지원

SMA 커넥터 채용으로 다양한 안테나 선택에 따른 무선 통신 거리 확장 가능

유유연연한한 시시스스템템 구구성성

UTOS 시리즈를 이용하여 1:1, 1:N, N:N 등 유연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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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OS-RFM UTOS-IOM UTOS-IOS ETOS-OPT-UTOS

포포트트수수

IInntteerrffaaccee

CCoonnnneeccttoorr

EE SSDD PPrrootteeccttiioonn

PPrroottooccoollss

NNoo.. ooff CChhaannnneellss

DDiissttaannccee

SSppeeeedd

SSeeccuurriittyy

HH//WW

SS//WW

OO ppeerraattiinngg TTeemmppeerraattuurree

SSttoorraaggee TTeemmppeerraattuurree

LLEEDD

PPaarriittyy

DDaattaa bbiittss

SSttoopp bbiittss

SSppeeeedd

IInnppuutt

OOuuttppuutt

NNoonnee,, EEvveenn,, OOdddd

77,,88

11,, 22

220000bbppss ttoo 111155..22KKbbppss

22..44GGHHzz IISSMM BBaanndd,, IIEEEEEE 880022..1155..44.. 호호환환

1166

220000mm((OOppeenn SSppaaccee))

225500KKbbppss

AAEESS--112288 암암호호화화

DDiipp--SSwwiittcchh CCoonnffiigguurraattiioonn

UUTTOOSS--WWiinn ffoorr WWiinnddoowwss
EETTOOSS XX--PPDD 

무무선선 통통신신 수수신신 감감도도,, CCoolllliissiioonn,, 송송수수신신 상상태태,, 동동작작상상태태

지지원원 지지원원 지지원원 지지원원

--1100 ttoo 6600°CC

--4400 ttoo 7700°CC

11

RRSS--223322,, RRSS--442222,, RRSS--448855

FFeemmaallee DDBB99  

±4KV

DDiiggiittaall 88점점

TTRR 88점점

SSeerriiaall

SSeerriiaall CCoommmmuunniiccaattiioonn PP aarraammeetteerrss

DDiiggiittaall II//OO

RRFF  IInntteerrffaaccee

CC oonnffiigguurraattiioonn

DD iiaaggnnoossiiss

EE nnvviirroonnmmeennttaall

RReegguullaattoorryy AApppprroovvaallss

PPoowweerr IInnppuutt

DDiinn--RRaaiill//WWaallll MMoouunntt

55VV//2244VV DDCC,, UUSSBB

MMeecchhaanniiccaall ((mmmm))

PP oowweerr RReeqquuiirreemmeenntt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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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s

◆ 산업용 환경에 적합한 하드웨어 설계(국내 MIC 규격 취득)

◆ 2.4GHz ISM 밴드 역 무선망 활용

◆ IEEE802.15.4 호환, 16개의 다중 채널을 선택할수 있는 채널 확장성

◆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이용한 무선 통신 제어 지원(UTOS-IOM/S) 

◆ 절연 타입의 시리얼 통신 포트 제공

◆ 최 1500 바이트 데이터 처리 지원(UTOS-RFM)

◆ DC5V/24V, USB를 통한 다양한 전원 공급

◆ SMA 커넥터 채용으로 다양한 안테나 선택에 따른 무선 통신 거리

확장 가능

◆ DIP 스위치 설정만으로 시리얼 및 무선 통신 파라미터 설정 가능

◆ LED를 통한 동작, 무선 상태 확인

◆ UTOS-Win을 이용한 무선 통신 상태, 통신 채널 상태, 장비 상태 등

다양한 정보 확인

◆ 무선 통신과 디지털 입출력 기능 결합(UTOS-IOM/S)

UTOS-RFM-COM-DC5 1 Port RS-232/RS-422/RS-485, DC 5V, RF Modem Module

UTOS-RFM-COM-DC24 1 Port RS-232/RS-422/RS-485, DC 24V, RF Modem Module

UTOS-RFM-USB 1 Port RS-232/RS-422/RS-485, USB, RF Modem Module

UTOS-IOM-COM-DC5 1 Port RS-232/RS-422/RS-485, DC 5V, IO Master Module

UTOS-IOM-COM-DC24 1 Port RS-232/RS-422/RS-485, DC 24V, IO Master Module

UTOS-IOM-USB 1 Port RS-232/RS-422/RS-485, USB, IO Master Module

UTOS-IOS-DI8-DC5 Digital Input 8 Points, DC 5V, IO Slave Module

UTOS-IOS-DI8-DC24 Digital Input 8 Points, DC 24V, IO Slave Module

UTOS-IOS-DI8-USB Digital Input 8 Points, USB, IO Slave Module

UTOS-IOS-OTR8-DC5 TR Output 8 Points, DC 5V, IO Slave Module

UTOS-IOS-OTR8-DC24 TR Output 8 Points, DC 24V, IO Slave Module

UTOS-IOS-OTR8-USB TR Output 8 Points, USB, IO Slave Module

ETOS-OPT-UTOS RF Modem Module for ETOS-X Series

UTOS Series
U

TO
S

Ordering Information

Overview

UTOS 시리즈는 유선의 범용 시리얼(RS232/RS422/RS485) 통신과 이더넷 통신을 무선 통신으로 변환하

여 유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용 무선 통신 제품입니다. 제어, 계측 기기 사이에 거리나 이동성, 

설치 환경 등의 원인으로 유선 통신이 불가능하거나 힘들 경우에 유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지원합니다.

또한 UTOS-Win을 통해 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고, 무선 환경 진단등 효율적인 무선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무선선 통통신신 기기능능의의 소소형형 제제어어기기

UTOS 시리즈는 유선 시리얼 통신을 무선 통신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무선 통신 모뎀(UTOS-

RFM)과 무선 통신 기능에 디지털 I/O를 결합해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한 제어 모듈(UTOS-IOM/S)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드버스 프로토콜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설비나 프로그램을 변경하지 않고 쉽게 무선

통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UTOS-I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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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TOOSS XX--PPDD는는 EETTOOSS--XX 시시리리즈즈를를 프프로로그그램램,, 편편집집,, 디디버버깅깅,, 모모니니터터링링하하기기 위위한한 윈윈도도우우용용 프프로로그그램램

입입니니다다.. 사사용용자자는는 EETTOOSS XX--PPDD를를 이이용용하하여여 범범용용 시시리리얼얼((RRSS--223322CC//442222//448855)) 기기기기와와 개개방방형형 통통신신기기

기기,, 상상위위 이이더더넷넷 기기기기와와의의 통통신신을을 위위한한 파파라라미미터터와와 통통신신방방식식,, 프프로로세세스스를를 편편집집합합니니다다..

편편집집 내내용용을을 EETTOOSS--XX 시시리리즈즈에에 다다운운로로드드하하여여 다다양양한한 프프로로토토콜콜로로 작작동동시시킬킬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또또한한 변변수수 모모니니터터,, 메메모모리리 모모니니터터,, 디디버버깅깅 모모니니터터,,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 등등의의 다다양양한한 진진단단 기기능능을을 이이용용하하여여

프프로로그그램램의의 오오류류를를 쉽쉽게게 찾찾아아내내고고 시시스스템템의의 동동작작 상상태태를를 모모니니터터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EETTOOSS XX--PPDD 특특징징

ETOS-X 시리즈 프로그램/디버깅 소프트웨어

윈도우 표준 인터페이스를 적용한 사용자 편의성 제공

송수신. 프레임 편집 기능

파라미터/프로그램 다운로드/업로드 기능

통신 아이템 편집 기능

다양한 명령어 지원(데이터 송수.과 데이터 변환, 저장 기능)

ETOS-X 시리즈 메모리 모니터링 기능

실시간 송수신 프레임 모니터링(Time Stamp 기능)

ETOS-X O/S 업그레이드 기능

이더넷 원격 접속 기능을 통한 원격지 다운로드/업로드/모니터링 기능

통통신신 파파라라미미터터 설설정정 기기능능

이더넷/시리얼 통신 포트별 파라미터/드라이버 설정 기능

시리얼 포트 종류/통신 방법 설정

모뎀 제어/하드웨어 흐름제어 설정

시리얼 통신 고급 항목 설정

TCP/IP 설정

백업 메모리 역 설정

이중화 파라미터 설정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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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양양한한 통통신신 라라이이브브러러리리를를 이이용용한한 손손쉬쉬운운 장장비비간간 통통신신 개개통통
실실시시간간 통통신신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링링을을 통통한한 네네트트워워크크 진진단단

프프레레임임 편편집집 기기능능

시리얼/이더넷 프레임 사용자 정의 기능으로 모든 통신

기기와의 통신 가능

시리얼과 이더넷 포트/채널별 다양한 프레임 설정 가능

ASCII/HEX 변환 가능

2/4/8 Bytes 단위로 데이터 SWAP 기능

30여가지의 다양한 BCC 체크 기능 지원

프프로로세세스스 편편집집 기기능능

설정된 프레임/파라미터에 따른 ETOS-X 동작 설정

로벌/로컬/시스템 변수를 이용한 프로세스 편집

2 진수, 10 진수, 16 진수, 문자열의 다양한 데이터 표현

최 1024개의 프로세스 정의 기능

다중 프로세스는 정해진 조건에 따라 동작하여 멀티 태스킹

가능

개별 프로세스는 용도에 맞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

프로세스 시작/종료, 송수신, 연산, 변환, 조건분기, 루프 등,

각각 용도에 따른 100여가지 다양한 아이템 제공

프로세스 복사/삭제/편집 기능

서브루틴과 라이브러리 사용가능

송송수수신신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 기기능능

최 4채널 이더넷, 시리얼 통신 프레임의 실시간 모니

터링 기능

통신시간과 데이터를 동시에 표시하여 진단/분석에 용이

모니터링 프레임 복사/편집/저장/ASCII-HEX 변환 기능
진진단단//디디버버깅깅 기기능능

사용자 메모리 읽기/쓰기를 통한 송수신 데이터 상태 확인

로벌/로컬/시스템 변수 읽기/쓰기 기능

프로그램 런타임 디버깅 기능(Step Into, Step Over, 

Break Point, Pause)

시스템 로그 메모리 모니터 기능

http://www.ac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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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TTOOSS--RRDD는는 EETTOOSS--RRCCSS시시리리즈즈를를 프프로로그그램램,, 편편집집,, 모모니니터터링링 작작업업을을 하하기기 위위한한 WWiinnddooww용용 프프로로그그

램램이이며며 사사용용자자는는 EETTOOSS--RRDD를를 이이용용하하여여 EETTOOSS--RRCCSS의의 통통신신및및 입입출출력력 파파라라미미터터,, 프프로로그그램램을을 작작성성

할할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통통신신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 변변수수모모니니터터,, II//OO 모모니니터터,, 등등의의 다다양양한한 진진단단 기기능능을을 제제공공하하여여 사사용용자자는는 쉽쉽게게 시시

스스템템 구구축축을을 할할 수수 있있으으며며 다다음음과과 같같은은 특특징징을을 가가지지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EETTOOSS--RRDD 특특징징

시리얼 통신방식, 속도, 통신 파라미터 설정

이더넷 통신 파라미터, IP Address, 통신 방식 설정

ETOS-RCS 입출력 파라미터 설정

범용 시리얼 기기의 프레임 정의, 통신 프로세스 작성

이더넷 프로토콜 프레임정의, 통신 프로세스 작성

ETOS-RCS 사용자 메모리 읽기/쓰기

IO 모니터링 기능

실시간 송수신 프레임 모니터링(Time Stamp 기능)

ETOS-RCS Program 다운로드/업로드

이더넷을 통한 원격지 ETOS-RCS 감시제어 기능

AC & T System Co.,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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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양양한한 통통신신 라라이이브브러러리리를를 이이용용한한 손손쉬쉬운운 장장비비간간 통통신신 개개통통
실실시시간간 통통신신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링링 및및 II//OO 모모니니터터링링

송송수수신신 프프레레임임 모모니니터터링링 기기능능

이더넷/시리얼 통신프레임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Time Stamp 기능을 통해 진단/분석이 용이

모니터링 프레임 복사/편집/저장을 통한 분석기능 제공

II//OO모모니니터터링링 기기능능

Digital 입출력 상태 모니터링 화면 제공

강제 I/O 설정을 통한 디버깅 기능

http://www.ac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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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T System Co.,Ltd. 

ii--FFOOSS MMaannaaggeerr

i-FOS 시리즈를 설정/관리/진단하기 위한 네트워크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i-FOS Manager의 강력한 통합

관리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통합 관리와 감시/진단이 가능합니다.

i-FOS Manager의 Network Monitoring 기능은 네트워크 자동 인식의 AutoScan 기능과 상태 감시기능이

통합되어 Ring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합감시할 수 있으며 감시창을 통해 개별 스위치 정보, 알림상태 및 네트워크

부하량 및 통신두절 상태등을 통합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진단, 감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규모 통신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설치된 다수의 스위치에 해 공정 및 설치위치에 맞게 사

용자가 개별 이름 및 네트워크 이름을 별도로 부여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논리적인 여러 그룹으로 분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개별 스위치에 한 설정 메뉴는 설정단계에 따라 Basic/Advanced로 레벨을 분리하여 설정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이성을 극 화 하 습니다.

네트워크 Traffic을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여 네트워크 상태 진단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Auto Scan기능

Easy to Setup

On-Line Setup

File 저장 기능

강력한 진단 기능

이력 관리 기능

그룹관리 기능

알랍 모니터링

편리한 GUI



EETTOOSS--OOPPCC 

OPC 표준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 ETOS-X Series의 다양
한 데이터를 쉽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OPC Client를 지원하는 Window 프로그램에서 쉽게 ETOS
의 Data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변수와 시스템 플래그, 직접 어드레스 입력에 의한 태그 지정
이 가능합니다.
트리 구조를 이용한 빠른 검색을 통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
합니다.
통신 모니터링을 통한 막강한 진단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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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SS--WWIINN

ETOS-TS 시리즈는 강력한 자기 진단과 통신진단 기능을
갖춘 산업용 멀티포트 서버입니다. TS-Win의 편리한 사용
자 인터페이스, 간편한 통신 파라미터 설정기능, 이더넷과
시리얼 다중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통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 4채널의 시리얼/이더넷 다중 프레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감시할수 있습니다. TS-Win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ETOS-TS를 상태감시, 상태이력등 진
단, 관리할 수 있습니다.

TTSS--VVCCOOMM

가상(Virtual) COM 포트를 사용하여 시리얼 통신포트를 이
더넷 포트로 Redirect하여 주는 Windos 소프트웨어 입니
다.
PC에 가상 COM 포트를 추가/삭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공하여, ETOS-TS의 시리얼 포트를 PC의 COM포트처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TS-VCOM을 이용하여 PC의 시리얼 포트를 통신프로그램
변경없이 이더넷을 통해 ETOS-TS로 사용가능합니다.

UUTTOOSS--WWiinn

UTOS-Win은 UTOS 시리즈를 관리/진단하기 위한 통합 소프트웨어입니다.
UTOS-Win을 이용하여 UTOS 시리즈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무선 환경 진단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쉽게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Local 모듈에 한 설정 값 확인/변경
Remote 모듈 Scan, 해당 모듈의 설정 값 확인/변경
RF Channel 상태 Scan, 사용 채널 선택 지원

사사용용자자 편편이이성성을을 최최 한한 고고려려한한 UUttiilliittyy S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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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씨앤티시스템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한 최신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빠르게 제공합니다.

Solutions Zones

제품군, 산업분야별 솔루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군별 솔루션 안내

산업분야별 솔루션 안내

각 솔루션별 기 효과 안내

Product Information

제품 특징/사양

사용자 매뉴얼

데이터 시트

적용 분야

Support & Service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카달로그, 데이터시트, 매뉴얼, 통신 드라이버, 인증서

샘플 프로그램, 제품별 사양서, 응용자료

FAQs

고객문의

News

에이씨앤티시스템의 다양한 뉴스와 신제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자료

E-newletter

최신 제품 정보

Remote Support

실시간 원격지원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ducations

에이씨앤티시스템의 숙련된 전문가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고

객 여러분의 솔루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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