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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PatrolInfraPatrol의의 개요개요 및및 소개소개

FMS ( Facility Monitoring System ) for Infrastructure FMS ( Facility Monitoring System ) for Infrastructure 

InfraPatrol 은 기업에서 관리되고 있는 설비 및 자산을 여러 가지 요인의 재난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T센터,연구실,무인공정,물품창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하여 환경감시,

출입보안,영상기록,설비장애 감시 등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통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InfraPatrol 의 주요 감시 기능으로

첫째는 환경감시 기능으로 온/습도의 임계 값 설정 및 화재,누수, 전원의 단락 등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합니다.

둘째는 보안 기능으로 출입문 등의 개폐 및 내부의 동작감지 등을 감시 합니다.

셋째는 설비장애 감시 기능으로 무정지가 보장되어야 하는 각종장비(UPS,공조기,무인설비 등)의 장애를 감시 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실시간 감시 중 어떤 이벤트(장애)가 발생 했을 경우 InfraPatrol 은 즉시 최대 4대의 CCD Camera를 통해

현장의 사진을 촬영 및 기록하고 정해진 통보 방법(메일,전화,SMS/MMS 등)으로 담당자에게 통보 합니다.

기존의 NMS(Network Monitoring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NMS에 Agent로 통합하여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경보를 받은 담당자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현장의 영상정보 와 이벤트 기록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소중한 정보 자산을 각종 위험 요소들에 대하여 초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대형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습니다.



재해의재해의 발생발생 및및 확산확산

돌발상황의 발생

초기대응의 실패

환경 변화에 둔감

한발 늦은 대응

감시 시스템의 미비

재해로 인한 손실

재해의 발생 원인

재해에 대한 대응

재해의 결과

재해의 발생시 가장 큰 피해는 초기 대응이 늦기 때문에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해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생된 재해 대한 신속한 초기 대응의 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 시키게 된다



InfraPatrolInfraPatrol의의 재해에재해에 대한대한 대응대응

돌발상황의 발생

InfraPatrol의
실시간 감시 및 통보

환경 변화에 즉시 반응

신속한 대응

InfraPatrol을 통한
현장 상황 파악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재해의 발생 원인

재해에 대한 대응

재해의 결과

발생되는 재해는 많은 경우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거나 발생 하더라도 발생 즉시 감지 하여

신속한 대응을 함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InfraPatrol(FMS) 장비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감시 및

통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실시간 경보 처리

UPS, 공조시스템
소화설비 및
생산설비 등
장애 감시

온도,습도,연기,전원
누수 등의 발생시

즉시 감지

무단침입 등을
촬영 및 동작감지

식별
및 기록

•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SMS) 및 영상정보(MMS) 전달
• 자동전화 연결 (음성 메시지 전달) 
• e-Mail을 통한 장애 정보 전달
• SNMP Trap으로 기존의 네트웍 관리 서버에 정보 전달
• Web Browser를 통해 실시간 정보 검색 및 제어

InfraPatrolInfraPatrol 의의 주요기능주요기능

전산실(기계실)
및

Data Center

연구소

및

실험실

제품창고

및

물류창고

공정제어

및

무인생산설비



InfraPatrolInfraPatrol 의의 주요주요 감시감시 대상대상

전 기

주요감시 포인트

-UPS 성능감시

-정류기 성능감시

-분전반 전압/정류감시

-분전반 BK on/off 감시

공 조

주요 감시 포인트

-항온항습기 성능감시

-냉방기 동작상태 감시

-온/습도/누수감시

통 합 환 경 감 시

소 방

주요감시 포인트

-하론설비 동작상태 감시

-하론가스 방출여부 감시

-화재경보발신기 동작상태감시

열/연기 감시

보 안

주요감시 포인트

-출입문 개폐감시

-출입문 제어, 진동감시

-CCD 카메라 감시/ 녹화

-동작감시, 유리파손감시

Remote
Monitoring
Mobile

E-mail
Graphic
Server

공 조

소화설비

누수감지

온습도

전원



InfraPatrolInfraPatrol 일반일반 구성도구성도((하드웨어하드웨어))



InfraPatrolInfraPatrol 일반일반 구성도구성도((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RJ-45 Interface

CCD
Camera

Embedded Linux Kernel

내장
Memory

Http Server

4. Alert
Message

외부
저장장치

Event Handler

• 온도 및 습도 가 일정값을 벗어났을 때
• 감시중인 장비의 동작이 멈추었을 때
• 전원이 끊어졌을 때
• 바닥에 누수가 발생했을 때
• 연기가 감지 됐을 때
• 출입문이 열렸을 때
• 내부의 움직임이 포착 됐을 때
• 기타 감지 가능한 모든 환경적인 요소…….

Auto Intelligent Sensor

1. Event 발생 & 감지

2. Event 별 사진 촬영

3. 사진 저장

SNMP Trap

Web Browser를 통해 발생된 Event의
종류 및 현재 상태 및 촬영된 사진 등을
검색하고 필요하다면 제어가 가능

E-Mail

SMS/MMS

Auto Calling

Any NMS를 이용하여 SNMP Agent로서
관리가 가능하며 기존의 네트웍 관리와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 ( Optional )

Text to Speech Convert

발생된 Event 정보를 즉시 전달
사진정보와 같이 전달 됨

SMS (문자메세지)
MMS(멀티미디어 메시지)
자동 전화 ( 음성 메시지 )



InfraPatrolInfraPatrol 적용적용 구성도구성도 II
CP8 Package 적용

8 Intelligent Sensor

1  2  3  4  5  6  7  8

온/습도 복합 센서

전원 감시 센서

기계실 내부의 온도 및 습도가 적정 수준인지 감시

UPS 입력 전원을 감시 ( 주전원 단락 여부 감시)

Air Flow 감시 센서 항온/항습기의 송풍구를 감시 (정상작동여부감시)

누수감지 센서 항온/항습기 하단 배수구 주변의 누수 감시

출입문 감시 센서 전산실 주 출입문의 개폐를 감시(기존센서와 연결 가능)

동작감지 센서 메인 콘솔 주변 및 랙 후면 등에서의 움직임 감지(3 point 적용)

릴레이 콘트롤 센서의 상태에 따른 실내 등 On/Off 제어

Dry Contact 장비의 On/Off 상태 감시용

추가 CCD Camera 연결

메인 카메라(Pan/Tilt 가능)와 함께 각 지점의 실시간
상황 전송 및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보 촬영 및 기록

SMS 등 Notification

WEB Based
Monitoring



InfraPatrolInfraPatrol Monitoring Monitoring 화면화면

현장 실시간 화면 감시

메인 카메라는
원격지(Web)에서
조정(Pan&Tilt)이 가능

각각의 센서들의
현재 상태 및 값을
실시간으로 표시

현재까지 발생된 이벤트(장애발생 및 조치)들의
History log를 표시



Sensor Notification MatrixSensor Notification Matrix
각 센서를 통해 발생한 Event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각각의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통보를 하도록 자유롭게 구성



Web Based InterfaceWeb Based Interface

특정 센서 종류 선택

센서별 임계값 설정
경고 메시지의 제한 설정
- 제한 조건
- 특정 요일 및 시간 설정



Web Based InterfaceWeb Based Interface

Event별 상세정보 특정 Event 발생 시점의 사진 정보



Web Based InterfaceWeb Based Interface

특정 Event의 log History
( Day/Week/Month/Year )



정상 동작 및 상태 감지

입력 전원 단락 여부 신호 감지

• UPS 입력단에서 전원 단락 여부를 감시

• 단락은 물론 단락이후 정상 상태 회복시도
감지하여 통보

• 실제 시스템의 다운 등의 장애가 발생하기 전
에 사전 조치 가능

•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보를 같이 기록

• 통계 그래프 생성(Day,Week,Month,Year)

• Dry Contact(무전압접점)신호를 통해 On/Off 
감지

• 정전,복전,장애 등 접점 정보 제공 모델

• SNMP Agent 기능이 있는 경우 SNMP Trap 신
호를 UUNICON Server에서 직접 감지

AC 전원 감지 접점감지

입력전원
출력
접점

SNMP Trap
Alarm

Notification

NMS
Server

SMS 등

RJ45 I/F

전원( UPS ) 감시

UPS

주전원이 끊어져도 UPS Battery가

완전 소진 되기 이전에는 시스템은

전상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이 다운이 되어야만

장애를 인지하여 조치를 취하게 됨



항온/항습기

정상 동작 여부 누수 감시

송풍구 감시 신호 감지 자체 센서

• 별도의 장비 및 접점 등이
필요 없이 실제 송풍구에서
나오는 바람을 감지 한다.

• 바람의 세기를 0~100% 내
에서 1% 단위로 감지

•각 4개의 단계로 나누어 각
각 임계치를 설정하여 각 단
계별로 다른 Notification을
발생

•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보를
같이 기록

• 통계 그래프 생성
(Day,Week,Month,Year)

• Dry Contact(무전압접점)
신호를 통해 On/Off 감지

• 4_20mAp 또는 DC Volt 신
호를 출력이 가능한 경우 이
를 통한 상태정보 감지

• SNMP Agent 기능이 있는
경우 SNMP Trap 신호를
UUNICON Server에서 직접
감지

• 배수라인 주변에서 누수 감시

• 방수 처리된 센서 사용

• 센서 바닥에서 습기 등에 민감하게
반응

누수감지Airflow감지 접점감지

항온항습기

송풍구
출력
접점

배수관

SNMP Trap
Alarm

Notification

Nms
Server

SMS 등

RJ45 I/F



출입문 감시 조명 제어 내부 동작 감시

•출입문 시간장치 또는
Open/Close 감시

•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
보를 같이 기록

• 시간별 , 요일별 Event 
Filtering 기능

• 기 설치된 보안 시스템
과 연계 가능

•출입문 Open 시 실내전등
자동 켜짐

• 출입문 Close시 실내전등
자동 꺼짐

•최대 10 Point 까지 감시
가능

• Point당 최대 3m , 60도
까지 감지

•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보
를 같이 기록

• Camera 영상정보를 통
한 동작 감지도 가능

동작감지Oen/Close
감지

조명 On/Off

개폐 장치 릴레이
출력

동작 감지

SNMP Trap
Alarm

Notification

NMS
Server

SMS 등

RJ45 I/F

Security( 출입 및 동작 ) 감시

출입문 작업자/침입자

실내 조명



하론 자동 소화 설비 ( 화재감지 및 가스방출 )

• 화재 감지기 A, B 접점 감시

• 가스 방출 감시

• 화재발생 경고 및 소화기 작동 여부 즉시 통보
접점감지

감지기
A

가스
방출

SNMP Trap
Alarm

Notification

NMS
Server

SMS 등

RJ45 I/F

소화 설비

소방시설

감지기
B



온도, 습도 감시

온 도 습 도

• 전산실 적정 유지 온도

16°C ~ 28°C

• InfraPatrol 측정 가능 온도

-40°C ~ 123°C

• 측정 단위 :   1°C 

•전산실 적정 유지 습도

50 % ~ 80 %

• InfraPatrol 측정 가능 습도

0 %  ~ 100 %

측정 단위 :   1 %

• 전산실 또는 시스템내부등 온도 및 습도를 감시

• 한 개의 센서Port로 온도 및 습도를 동시에 감시

• 각 4개의 단계로 각각 임계 치를 설정하여 각 단계별로 다른 Notification을 발생

• 이벤트 발생시 사진정보를 같이 기록

• 통계 그래프 생성(Day,Week,Month,Year)

온/습도 보합 감지

온도

SNMP Trap
Alarm

Notification

NMS
Server

SMS 등

RJ45 I/F

전산실 온/습도

습도

온/습도 감시



CEO CEO 부재중부재중 표시표시 및및 확인확인

( 1 안 ) ( 2 안 )

Switch 1,2,3

외출 재실 회의

대표이사 실 출입문 상단에

표시등 설치 후 카메라를 통해

타부서 등에서 확인

Switch On/Off

On/Off Sensor

실내등 On/Off

OR

대표이사 실 내부전등 On/Off 
또는 별도의 스위치 On/Off를
감지하여 센서 Status를 통해

재실/부재 등으로 표시

예)  On  재실

Off  부재중

CCD Camera



기타기타 적용적용 가능가능 예예
1. 연구소(실험실)

1. 건물 자체의 보안과 별도로 연구소(또는 실험실)에 대한 별도의 출입보안 시스템 구축

( 내부 직원들의 출입제한 및 시간대별 출입자 기록 )
2. 각종 시약 등의 보관을 위한 냉/온장고 등의 적상 작동에 대한 상시 감시

3. 내부의 적정온도 및 습도의 유지에 대한 감시

4. 실험 기기 들의 정상 작동 감시

2. 공장

1. POP 와 병행 하여 공정별 장애 감지 및 즉시 통보

(1) 특정공정에 문제가 발생시 담당자의 이석 시에도 즉시 조치 가능
(2) 공정 장애에 대한 History 작성
(3) SensorPatrolX20 ( 접점 입력 및 기타 센서 )

2. 원료 탱크등의 온습도 유지

(1) 항시 30도 이상 유지가 필요 함
(2) 단계별 임계치를 통해 온도 저하시 즉시 조치
(3) 전원의 항시 체크
(4) SensorPatrol2 ( 온도,전원)

3. 집진 시스템 감시 및 기록

(1) 공정 가동 시간 만큼의 집진 시설이 반드시 가동되어야 하며 기록이 필요 함
(2) 시스템 가동을 실시간 감시 및 가동/미가동 데이터 기록
(3) SensorPatrol2 (전원)

4. 환경 시설

(1) 오폐수 시설 감시 (산소공급여부, 악성 폐수 유입, 배출수의 PH 실시간 감시 등)
(2) 인지하여 못한 상태에서의 폐수 배출시 관계법령이 엄중함
(3) CameraPatrol8 ( 영상보안 및 환경감시, 설비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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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통합형 FMS 조합형 FMS

Web Based Monitoring S/W

Intelligent Sensor Port

Embedded Linux OS

Video/Camera Port Integration

Standard SNMP Agent

Server에서 Sensor까지
One Vendor Solution으로 제공

FMS Server Windows Server
상용 Data Base

User Application

Sensor 접속 장치

메시지 슈터기

일반 센서 및 접점

Camera

Server에서 Sensor까지
Multi Vendor Vendor Solution으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