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dict the Future

• Multi-sensing: vibration, magnetic field, temperature and sound sensors.

• On edge artificial intelligent for machine learning and predictive maintenance.

• From Sensor to Cloud – supporting all cloud providers per API.

• End-to-End Solution – discover iCOMOX™ with Augmented/Virtual Reality.

Your Fast Track to Industry 4.0

Shiratech’s Intelligent Condition Monitoring Box – iCOMOX™ – offers an Industry 4.0 

ready End-to-End solution for condition-based monitoring, predictive maintenance and 

predictive maintenance of industrial equipment, assets and structures. Designed as 

Plug & Play solution for quick 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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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

시라텍의 지능적 상태모니터링 시스템인 iCOMOXTM는 산업설비와 장비의 상태 모니터링과 

예지 관리(predictive maintenance)를 위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iCOMOXTM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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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옵션

정유/화학 제조/가공 건설/토목 시설 인프라 식품/음료

진동, 자기장, 온도, 음향, 가속도를 측정하여 설비의 가동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iCOMOX 센서에서 측정된 자료는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으로 고정원인을 분석하고 고장시기를 예측합니다.

적용분야

미래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예지관리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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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 모듈 제공

PoE 방식 iCOMOX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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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옵션 제공

iCOMOXTM

네트워크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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