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셀로는 내화물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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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BOUT EXCELLO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내화물
산업과 ICT 기술의 접목

ICT 기반 Industry 4.0 선도기업이며 고온에서 내화물의 정확한 

상태(마모, 잔존율)를 실시간 Sensing 가능한 IoT 기술융합시스템 

IRS(Intelligent Refractory System)을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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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 셀 로 는
가능합니다

We improve the industry environment



내화물을 그냥 돌멩이로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그 돌멩이에서
DATA를 뽑아내고,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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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물

침투 위치

쇳물

침투 경로

기존 내화물에서 얻을 수 없었던 상태정보(쇳물의 침투 시간, 위치, 경로)를 

IRS를 통해 얻은 DATA를 분석하여 산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쇳물

침투 시간



아날로그 관리에서 ICT 환경으로, 
내화물 산업은 엑셀로와 함께 
나아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아직도 철강 산업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엑셀로는 철강산업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2 IRS TECHNOLOGY

정확성, 경제성, 안정성을 
겸비한 IRS로 산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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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PP(Purging Plug)뿐만 아니라 모든 내화물에 적용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IRS를 통해 내화물 산업을 개선합니다 

(고온·고압, 쇳물 유/무 모두 적용 가능)

- 글로벌 경쟁력 향상

   1 생산성 향상

   2 내화물 Lifecycle 개선

   3 Process 개선

- 고온 2,500℃  / 고압 2,000t 환경

-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

-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가능

- 유휴설비 감소 (효율적 설비투자)

- 효율적 관리 시스템 (IoT System)

- 정량적 Data 분석 가능

- Big Data / AI 예측 가능한 시스템

- 선대응 / 선조치 가능

- Process & Management System 개선

PRODUCTIVITY

SAFETY

ECONOMIC (COST DOWN)

TECHNOLOGY

RISK MANAGEMENT

PERFORMANCE

* IRS를 통해 내화물의 사용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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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내화물의 잔존율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ACCURACY

SAFETY

ECONOMIC

• 내화물 잔존상태 확인 불가능

• 내화물 이상상태 발생 시 확인 불가능

• 잔존율에 상관없이 사용 후 폐기, 교체 및 폐기 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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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솔루션을 만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ACCURACY

SAFETY

ECONOMIC

• 정확한 잔존상태 확인 가능

• 내화물 이상상태 발생 시 즉시 선조치 가능

• 교체비용(원가) 절감, 생산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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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프로세스를 통해 
필수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HARDWARE SOFTWARE

•IRS Purging Plug

•IRS Communication Module

쇳물 침투 감지 및 Data 추출(높이, 위치)

•IRS Monitoring System(Server)

•Database

실시간 Data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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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유틸리티를 통하는 프로세스로 내화물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정보는 산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UTILITY DATA INFORMATION

•IRS Monitoring System(User)

•Mobile, Tablet PC, Smart Watch

실시간 Data 모니터링(현장에서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확인 및 제어 가능)

•Data Analysis

•Management

실시간 Data 분석을 통한 예측가능한 시스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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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Module

1

1. Temperature: 600˚C

2. Heat / Cooling analysis simulation

3. Heat resistance Anti-emission

4. Wireless multi channel communication

5. Security: PUF Security Chip

- 국제특허(PCT)출원

- 열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Test 완료

- 열전도 및 방열구조 Test 완료

- 무선통신 Tes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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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RS Sensor

IRS Monitoring 
System

1. Temperature: 2,500˚C

2. Pressure: 2,000t

3. Thickness: 0.4 - 1.0 Ø

4. Anti-separation

5. Prevention of Crack

Custom Design UI

고객사 요구에 맞춘 Interface 구성

- 국제특허(PCT)출원 

- 내화물 적용 Test 완료

- 통신 Test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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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프로세스는 모듈, 센서 등의                  첨단 설비로 작동합니다

3 Layer Heat Resistance Anti-Emission Alarm System

Sensing System

Cooling System

Communication System

Low Energy System

Use Info System

Material
High Temperature (≤  600˚C)
High Resistance Against Physical Impact



1 INTRO PAGE SCREEN * 본 이미지는 예시용 이미지로 실제 UI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MAIN PAGE SCREEN

3 INFO PAGE SCREEN

IRS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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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Monitoring System은 내화물의 상태정보 및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DATA 분석을 통해 

정확한 내화물 사용 예측이 가능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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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레들의 위치와 상태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근거리 및 원거리 레들의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 레들의 프로세스 관리 및 공정분석 



Business Network - Paul Wurth Incub

- HDC

- Bluepoint Partners

- TIPS

- Miraeholdings,LTD

- Koita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ICTK holdings

엑셀로는 ICT 기반
INDUSTRY 4.0 
선도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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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PANY OVERVIEW

EXCELLO Co., LTD

BUSINESS AREA

ICT 기반 Industry 4.0 선도기업이며 고온에서 내화물의 정확한 

상태(마모, 잔존율)를 실시간 Sensing 가능한 IoT 기술융합시스템 

IRS(Intelligent Refractory System)를 개발하였습니다

철강산업, 화력/원자력 발전소, 유리산업, 소각로 등 고온·고압의 특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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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물 산업과 ICT 산업의
융합, 엑셀로는 가능합니다

P사 실제 적용 사례



CONTACT US

주소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산단 3길 46 엑셀로(주)

전화       061. 772. 9473 

메일        Info@iexcello.com

웹           www.iexcell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