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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인프라의 모든것! 
IBS TEC이 책임지겠습니다!

SpeedPRO™ Racew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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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 BIZ

SCS(통합배선) 설비 

CATV, PABX

PA & AV

CCTV(IP카메라), 출입통제

객실관리, 주차관제

전기시계(GPS)

Consulting BIZ

데이터센터 통신 인프라 컨설팅 및 구축

지능형 시스템 설계, 컨설팅 구축

공공기관, 대학, 일반, 외국계 기업, 제조

유통분야 통신 인프라 설계 및 구축

해외 프랜트, 공항, 비즈니스

건물 설계 및 컨설팅

CommScope BIZ

SYSTIMAX 솔루션

Uniprise 솔루션

imVision/iPatch 솔루션

Redwood 솔루션

SpeedPRO 솔루션

Solution

Solution
통신 인프라 환경의 가장 기본인

통합배선시스템을 포함한 IBS 건물에

구축되어지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안, 자재 공급, 시공의 모든 과정을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CommScope

CommScope
세계시장 점유율 및 성능 1위인

CommScope사의

SYSTIMAX 솔루션 국내총판

Extension of Business

Extension of Business
설계, 제안,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에 대한 제품공급 및

시공부분까지 업무영역을 확장



IBS TEC 원스톱 서비스

단위시스템분석

단위시스템분석

·기본 도면분석

·기본 설계

설계검증

·기본 설계검토

·최적 솔루션 제안

·예산 산출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

·노후 시스템 리뉴얼

IBS 기획 및 컨설팅 IBS 시스템 구축

IBS 시스템 유지보수

빌딩 자동화 (BA)

보안

·출입관리

·CCTV

·BIO

빌딩운영

·주차관제

·통합관제 (통합 SI)

자동제어

·설비제어 ·조명제어

·공조제어 ·누수감지

·전력제어

CATV

·Head-End 장비

·안테나

·동축케이블

·TV수구

Network 장비

·Backbone S/W

·Workgroup S/W

·PoE S/W

·Wireless LAN (AP)

통합배선시스템 (SCS)

·광케이블, UTP Cable

·FDF, PATCH-PANEL

·Patch-Cord

·Outlet, Rack, Cabinet Rack

·TRAY 설비

교환기 (IP-PBX)

·구내 교환기

·국내내선/팩스/회선

·요금정산시스템

·ARS/VMS

·IP전화기, 일반전화기

전관방송 (PA/AV)

·Main Controller

·소스기기

·비상방송

·AMP

·스피커

데이터센터 구축

·상면 Rack 배치 설계

·배선시스템 적용

·지능형시스템 설계 및 구축

·공조설비, 전원설비

·TRAY 설비

정보통신 (TC)

건물 내 산재하는 여러 시스템들을 건축환경 및 정보통신환경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첨단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최적의 빌딩 관리, 쾌적한 사무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최상의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물주에게 효율적인 빌딩 관리를 통한 경비 절감 및 미래 기술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환경을 컨설팅부터 구축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지능형 빌딩 시스템을 구축하는 

서비스 입니다.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통합 (SI)



Cat.5E 4Pr Cable

Cat.6 4Pr Cable

Cat.6A 4Pr Cable

Cat.3, Cat.5E Cable

F/O Cable

110BLOCK

Patch Panel

Patch Max

Modular Jack

Face Plate

각종 Patch Cord

Rack System

CommScope SYSTIMAX Solution

CommScope SYSTIMAX는 기업부문 통합 배선 분야의 세계 최고의 브랜드이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솔루션 입니다.

제이씨현시스템은 이러한 CommScope SYSTIMAX의 모든 솔루션을 컨설팅 및

공급하는 국내 총판으로써 고객의 요구에 최고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보 통신 배선은 음성 계통, 데이터 계통, 영상 계통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 관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SYSTIMAX의  통합배선

솔루션은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음성, 데이터, 방범, 방재, 냉난방,

공조등 빌딩관리 시스템에  필요한 각종 케이블 구축 비용을 줄이고, 케이블

설계, 설치기간을 최소화하며, 간편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첨단의

통합정보통신 배선시스템을 구축하는 솔루션입니다. 

SYSTIMAX 통합배선 시스템 개요

SYSTIMAX 제품군



CommScope imVision/iPatch Solution

안정성과 신뢰성이 가장 요구되는 데이터센터와 오피스 환경에서의 다양한 구축 경험과 성능이 검증된 경쟁력 있고 

분야의 표준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제품으로 실시간 정보통신 인프라 관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CMS 솔루션을 도입하여 얻게 되는 이익

업무 환경의 고효율화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운영 환경의 고효율화

통신 인프라의 고효율화

사용자

운영 프로세스

다양한 정보

CMS 솔루션이 제공하는 편리한 운용 요소

구성 관리 사고 관리 변경 관리

VISION KNOWLEDGE

자동 문서화

네트웍 장비 검색

물리적 위치 확인

도면 관리

실시간 보고서 작성

변경 내용의 실시간 감시

스위치 포트 상태 감시

무단 접근 보고

이벤트 통보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

전자 작업 지시서

향상된 작업 가이드

지능형 서비스 공급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CONTROL

※CMS (Cable Management System) : 지능형 케이블 인프라 관리 솔루션



VISION KNOWLEDGE CONTROL

지능형 인프라 관리 시스템(CMS)의 필요성

·표준 패치 코드 검색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의 실시간 갱신

·스위치부터 PC 까지의 모든 연결 경로 확인

·네트웍과 연결된 장비의 물리적 위치 추적

·무단 작업 및 예정시간 외 작업 시 경고

·자동 사고 이력 관리

·업무 프로세서 자동화 시스템과의 연동

지능형 인프라 관리 시스템의 편의성

전자 작업 지시서를 통한 사고 관리

네트웍 장비 자동 검색을 통한 구성 관리

·장비 물리적 위치 확인

·장비 정보 획득

·장비의 위치 정보는 NMS,
   WEB BROWSER, 외부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 가능

·변경 관리

·LINK-UP SNMP 트렙 수집

·연결 경로 확인

·콘트롤러가 이벤트를 인식

·통신실에서 경고음 및 LED

·서버로 이벤트 전송

·예정되지 않은 이벤트 기록

·경고 발생

·전자 작업 지시서 생성

·작업 지시서  컨트롤러로 전송

·시청각적 작업 지시

·서킷 복구

·콘트롤러가 이벤트를 인식

·데이터베이스 갱신

·감사 절차 완료

·코드 단락 인식

CMS 란?
케이블 경로를 찾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 제공



새로운 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아웃렛이나 장비 선택

서비스 공급 기능을 통한 변경관리

·위치  선택

공급할 서비스 선택

LAN, VOICE, ETC.

·서비스 선택

공급 가능한 서비스 포트가 자동 선택 되고

경로가 설정되며 전자 작업 지시서 생성

·서비스 공급 예약

·자동 확인

구축후 구축후 구축후구축전

구축전 구축후 구축후 구축후



일반적인 LED 조명 제어 시스템과 배선 구조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 사용 비율

기타
27%

난방 설비
20%

에어컨 공조 설비
21%

빌딩
에너지
사용률

조명 설비
32%

조명과 냉방 및 난방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이
전체 전원 사용량의 75%

01

조명은 HVAC의 부하에
영향을 줄 만큼
발생열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큼.

02

냉난방은 아직도 시간에 따라
관리 하거나 위치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음.

03

지역에 따른 인구 밀집도에 따라
냉난방을 조절 할 수있다면
많은 에너지를 절약 가능.

04

Redwood LED 조명 제어 시스템

LED 조명용 DC 전원을 100% UTP Cable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세계 유일한 솔루션

·설계 및 설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많은 구성품이 필요하여 구조가 복잡함

·제한된 관리만 가능 -

  ZONE 또는 방을 기준으로한 관리

·지능화의 한계

·확장, 업그레이드, 재설치가 어려움

·전원, 제어, 계측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성

·설계 및 설치 비용 및 시간 절감

·조명별 제어 가능

·고밀도 센서 네트워크 구축 가능

·지능형 시스템

·손쉬운 재설치 가능



사무실의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 기존의 조명 시스템은  조명 시스템의 전체적인 재 시공을 필요로 하나

Redwood는 마치 LAN 과 같이 RJ45 패치코드의 변경 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 중 주변 시설의 전원을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Redwood Systems 시공의 효율성

실질적인 전력량 감소 사례

PLUG AND

PLAY

FAST

COMMISIIONING

RE-PROVISIONING

ROOMS

데이터 센터 시공 사례

사무실/회의실 시공 사례

75% 감소 78% 감소 75% 감소

91% 감소 80% 감소 75% 감소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NMS (X)

·FMS (X)

·CMS (X)

·ALL for DC (O)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

  ·자산  ·전력  ·연결  ·공간  ·냉방 등

·자산 관리와 각 자산의 연관 관리

·IT, 시설, 사업 (현업), 재무, 및 부동산 관리, 부서간의 유기적 협조 유도



SpeedPRO™ Raceway System

SpeedPRO™ Raceway System

- Fiber Routing Solution 보유

- UL94-V-0의 최고 난연 등급의 Routing System (화재 시 10초 이내 연소 중지)

- Fiber 및 각종 통신용 케이블을 손쉽게 포설 할 수 있으며 케이블의 안정적 성능유지를 위해 곡률 반경 및 화재,

  전기적 특성 등을 완전히 보호되도록 설계됨

- 간편한 설치, 인건비 절감

Fiber Ru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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