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밀 실내 위치 측위 시스템
RTLS｜Real-time Indoor Location SystemeTRAC



RTLS

eTRAC
정밀 실내 위치 측위 시스템

이트랙은 IPAS 차량 태그(VT), 보행자 태그(PT) 
제품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버/클라이언트 모드
· 내장/외장 안테나
· PoE 전원
· 원격 펌웨어 업그레이드

앵커 자산 태그작업자 태그
· 자산 객체 추적
· 장주기 위치 갱신
· CR2032×1

· 작업자 객체 추적
· 중/단주기 위치 갱신
· CR2032×2
· 비상 패닉 버튼 

IPAS

스튜디오

지능형 접근 경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트랙은 초광대역 통신인 UWB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밀 위치 측위 시스템입니다.

GPS 신호가 사용 불가한 실내에서 자산과 장비의 위치를 찾고, 특정 위치로의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Real-time Indoor Location System

6.5GHz UWB
초광대역통신

운용 범위 400㎡ 
(4 앵커)

측위주기
100ms~1시간 

배터리 사용
5년 이상

산업용
신뢰성 스펙

IPAS 제품
운용 호환



운용 모드  ｜  Operation Mode

스튜디오  ｜  Software

eTRAC

객체의 태그가 발생시키는 단순한 추적 신호를 여러 앵커에서 
수집 후 서버로 전송, 서버가 태그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eTRAC 스튜디오는 앵커의 배치와 운용부터 태그의 정보 수집, 저장, 위치 계산, 시각화 관제 등 실내 위치 측위를 위한 풀 스택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또한 태그의 위치 정보와 시각화 정보, 통계 자료 등을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쉽게 연동 가능하도록 eTRAC API를 제공합니다. 

서버 사이드 모드
앵커가 GPS의 위성과 같이 기준 좌표 정보와 함께 거리 정보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객체의 태그가 직접 위치를 
계산합니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모드

서버 사이드 클라이언트 사이드

Digital Transformation with Safety 4.0

태그

앵커 앵커 앵커

PoE

스튜디오

태그

앵커 앵커 앵커

WiFi 블루투스 LTE

스튜디오

스튜디오

위치 측위 엔진

맵핑 서버 데이터 베이스

하드웨어 작업자 태그 자산 태그 차량 태그앵커

연결성 이더넷 · WiFi · 셀룰러

시각화 엔진 설정 관리eTRAC API 업데이트 (F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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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물류창고 ▶ 광산 ▶ 항만▶ 공장

실내 자산 추적과 네비게이션

위험 상황 요구조자 수색

운용 사례  ｜  Use Ca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