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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규모 상/하수 처리장 

•중소규모 스마트 팩토리

•발전소

•물류(Logistics) 자동화

•농업용수관리

FSgateway

FSEMS (Fieldsolution Energy Management System)

Mobile 010-5163-5138
E-mail kdc@fieldsol.com
Web www.fieldsol.com
Tel 031-893-5139

FAX 031-62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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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FSEMS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FSgateway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FSgateway 이중화

•중요한 공정 포인트에는 이중화된 FSgateway를 설치하여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

•현장의 FSgateway와 클라우드를 동기화하여 유연성, 확장성, 비용 효율성을 제공

클라우드

FSgateway

특허

•장비 및 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시스템

•민원발생 위험 예측 시스템

•수(水)처리 설비의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시스템

•경로가 정해진 이송장치에 대한 이동속도제어 
및 시계열 데이터 수집 시스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석 프로그램을 탑재
한 통신장치 및 이를 이용한 통신방법

적용현장/제안

동기화



PC App, Web App Mobile App

중소규모 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장 모니터링/재사용

H사 공장 - 스마트 팩토리/모니터링, 제어

정수장 :   FSEMS를 이용하여 정수처리 설비의  
실시간 상태점검과 예측 

공항, 지하철, 고속도로 휴게소 스마트 화장실 :  
클라우드 기반 모니터링

FSgateway FSgatewayFSEMS (Fieldsolution Energy Management System)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이슈를 분석하고 PC나 모바일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

•트랜드 분석과 특정 이벤트 예측을 통하여 사고 예방 구현

•설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지 않고도 ERP, CRM, SCM과 같이 기존에 보유한 IT 솔루션에 추가하여 시스템 구축 가능

크기 138.5(W)×35.98(H)×116.4(D) mm

동작 온도 -20 ~ 60 ℃

전원 DC 12V

전력소모량 12V 0.49A (최대 0.88A)

OS Embedded OS

추가 가능 모듈 WIFI 모듈, ZigBee 모듈, GPU accelerator 등

I/O 인터페이스 RS-232, RS-485, USB3.0, USB2.0

주요 사양

적용현장/사례

데이터 수집, 분석, 전송

SAVE

필드 솔루션의 ALL-in-one FSgateway 솔루션으로 기

존의 “Node + Gateway + Server + Cloud”의 4단계로 

구성된 하드웨어를 2단계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기존 기술대비 에너지효율 30%향상, 인력효율 40%향

상, 비용효율 35%향상을 시켜 한 단계 진화된 플랜트 기

술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의 자체 시뮬레이션 데이터

•발열, 높은 기온 등의 조건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쿨링을 

고려한 프로그래밍(CPU, 메모리 최적화)

기존에는 별도의 서버, 클라우드가 있어야 했으나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 구현!

| 용도 |

•산업현장의 설비 및 센서들로부터 생성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수치해석 기반 엔진으로 처리·분석하여 유무 또는  

무선으로 장거리 전송

| 특징 |

•“node + gateway + server + cloud”의 복잡한  

하드웨어 구성을 “node + FSgateway”로 단순화시켜  

초기 투자비 낮추고, 기술도입의 편이성을 높임

•별도의 서버가 없어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거리 또는 장애물이 많은 곳으로부터 유선 또는 무선으로 쌍방향 통신하며, 

처리 분석한 데이터를 전송

•365일 가동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발열에 강한 하드웨어와 프로그램밍으로 구성

Industrial IoT Specialist Smart Energy, Environment & Logistic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