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iro 온도관리 시스템  

하솜 온도관리는 고객의 사용환경, 통신방식, 원하 시는것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1.   1) 온도 문자 통보기         2) PC 온도관리       3) 온도 레코더서버 
         4) 웹 온도 클라우드 관리   5) 냉동차량 온도 웹관리  
     
    2.  온도센서로 유선, 넷트웍, 무선Wi-Fi, 완전무선LTE, 장거리 LoraWan무선 

2.  온도 웹 관리 ( 클라우드 온도 )  
PC 및 소프트웨어 설치없이 온도를 웹으로 관리합니다. 
온도 기록  자료 와 그래프를 이메일 로 받고, 이탈시 문자  와 전화 받으세요. 
  
1) 완전무선 온도 와 모바일온도 기기로 설정필요없이 직접설치도 가능. 
2) 온도 및 온습도 이탈시 문자통보, 카카오톡 통보, 전화통보, 이메일 통보 

제품 소개  

1. 온도 문자통보기 [링크-제품소개-모바일온도] 
   온도 및 온습도를 직접 감시해서 경보 문자 및 전화 통보하는 기기. 
 
1) 전화선 및 인터넷 연결없이 온도를 감시해서 경보 문자 와 전화로 알림 
2) 정전 및 복전감시 및 8시간 백업전원으로 온도감시, 기록 및 웹관리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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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문의 : 하솜정보기술,  www.hasom.com,  02-701-6490, 6496~8  a1@hasom.com 

http://www.hasom.com/


3.  PC 온도 관리 
PC로 온도/온습도 기록 및 관리,  웹관리 및 온도이탈 문자, 전화 통보 
 
 1) 유선 및 무선 온도센서 와 500m 장거리 LoraWan 온도센서 연계 
 2) 외부 클라우드 옵션지원 ( 사내 인터넷관리 – 외부인터넷 관리) 

4.  온도 레코더 서버 
수량 제한없이 온도센서연결이 가능하며, 유선/무선 온도계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PC없이도 모니터관리 및 웹관리가 가능한 온도전문 서버입니다. 
          
 1) 유선 및 WiFi 온도센서 와 장거리 LoraWan 넷트웍 센서 사용 
 2) 웹서버  내장으로 웹관리 가능하며 모니터 연결가능, 문자 및 전화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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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냉동차량 온도 웹관리 
이동하는 식약품 운송차의 저장고 온도를 LTE 이동통신으로 클라우드 웹관리합니다. 
          
1.  무선 LTE 온도 기기(12v 공급)로 통신하며, 설정이 필요없어 직접 설치 가능 
2.  온도 이탈시 문자통보 및 전화통보, 기록은 웹에서 엑셀파일 다운로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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