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데이타 로거

와이파이 무선 또는 무선 이동통신으로 온도, 습도, 설비경보, 운전상태, 온도, 습도, 

정전, 고수위,누수, 침수, 출입, 가스, 압력 (고압-저압), 펌프 및 펜 감시,  화재 연기감지등

설비 상태 와 경보를 중앙관리 기록하는 모니터가 있는 무선 로거 시스템 입니다.

1. 무선 데이타 로거 ( 서버없이 기록 및 웹감시, 맞춤개발가능 )

최대 64개소의 온도를 120 G 저장공간에 엑셀파일 및 DB로 기록하고, USB 메모리에 다운로드가능하며
23” HD 대화면 모니터로 중앙관리합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면 웹 브라우저로 감시도 가능합니다. 
휴대폰 문자통보 및 카카오톡 알림 기능은 옵션으로 제공합니다.

2. 무선 모바일 데이타 로거 ( 모바일 3G 통신 데이타 수집, 웹 감시 )

다양한 센서를 3G 이동 통신망을 통해 중앙 관리하는 로거 시스템으로 넷트웍 연결이 어렵거나, 
이동중에 온도를 수집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설치가 간단하고 사용하기 쉽다.
설비접점, 온도,열, 습도, 수위, 아날로그 4-20mA 센서를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데이타를 수집하여 구축

하고, 기본 제공하는 모니터 와 키보드로 설정 관리 하므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현장에 따라 유무선 센서사용으로, 공사비 와 설치비가 대폭 절감되고 구성 및 설계가 간단합니다.

2. 휴대폰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보 지원

경보 발생시 휴대폰 문자통보 기능을 옵션으로 지원하며, 시간에 따른 상태통보도 가능합니다.

3. 어떠한 설치환경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무선센서 또는 3G 이동통신 사용

Zigbee 무선의 10배 출겨인 와이파이 무선 센서로 최단 시일 구축 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3G 이동통신망을 사용하는 센서를 사용해서 구축.

4. 고해상도 모니터 및 무선 마우스 키보드 지원
사용의 편리성 과 쉬운 설정 및 관리를 위해서 모니터 와 마우스를 제공하며, 모니터로
임계값 설정 및 과거 데이타 조회, 기록파일 그래픽 출력을 제공합니다.

5. 웹 및 모바일-웹 감시 맞춤 지원

꼭 필요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웹 과 모바일-웹 페이지를 귀사에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해 드립니다. 

6. 전원 또는 밧데리 타입 선택가능

외부전원으로 운영되는 무선 센서 와 밧데리로 운영되는 무선센서가 있습니다.

7.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옵션센서 개발지원

꾸준한 제품 및 센서개발로 업그레이드 가능(온도, 온습도, 조도,정전,누수,압력,먼지,모터가동,4-20mA)

 3. 제품 특징



설비 알람

가스,압력

수위,레벨

누수,침수

온도,습도

화재,연기

방범,출입

설비 감시 현장

 4. 무선 데이타 로거 ( Wi-Fi 무선 넷트웍, 맞춤 개발 가능 )

무선 와이파이 넷트웍으로 로거가 수집하여 데이타를 기록하고 경보시 휴대폰 문자로 전송하는

시스템 입니다. 120G 용량의 플레쉬 디스크에 텍스트 데이타 와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는 밧

데리 백업 전원을 갖는 산업용 IOT 설비 감시데이타 로거 입니다. 맞춤 개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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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바일 데이타 로거( 이동 통신사 망 이용, 설비 중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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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탑차 사일로 정유 탱크

넷트웍 연결이 어려운 독립된 설비나 냉동차 와 같이 이동하는 설비의 운영상태를 중앙관리하고
경보 발생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합니다. 통신사 통신망을 사용합니다.

중앙관리
통신사 기지국

CDMA



무선 온도
Wi-Fi 무선온도 센서 (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사용 )

와이파이 무선 온습도 및 입력 센서

2. 무선 온습도센서: HS-WTH2 ( DC5 ~ 12V )

온도 : -55 ~ 80 C ,  습도 : 0~100 %

벽부착, 사무실 및 창고형

1. 무선 온도센서 : HS-WT3  ( DC5~12V )

온도 : -55 ~ 99 C 

벽부착 및 창고형, 백업전원 옵션

무선 온습도 Wi-Fi 무선 온습도 센서 (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사용 )

와이파이 무선 센서는 별도의 인터넷과 연결해주는 장비 도움 없이 인터넷 무선망에
직접 연결되어 이를 통해 중앙관리 서버에서 온도를 감시 및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전원 공급 방식의 센서와 전원공급이 없는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초절전 밧데리 무선 온도센서도 준비되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표준화된 통신 기기 또는
기 구축된 무선랜 활용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초절전 밧데리

무선 온도
4.  무선 온도센서 : HS-WTB1 ( 밧데리 운영, 4.5 ~ 3.4V )

온도 : -55 ~ 99 C 

벽부형 , 마그네틱 접착형

Wi-Fi 무선 밧데리 온도 센서 (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사용 )

초절전 밧데리

디지털 입력

Wi-Fi 무선 밧데리 디지털 입력 센서 ( 와이파이 무선 공유기 사용 )

5.  무선 입력센서 : HS-WTDIB1 ( 밧데리 운영, 4.5 ~ 3.4V )

설비경보 4 채널 ( 경보시 넷트웍 전송 )

벽부착 또는 설비에 자석 부착 방식

초절전 와이파이 무선 온도 센서는 저전력 CPU 설계 와 무선공유기(AP)를 통해 인터넷과 연결하는
부품의 전력관리를 최적화하고, 무선공유기 연결을 관리하여 비표준 업체규격인 Zigbee 무선과 달리

고사양 고성능의 국제표준인 와이파이 무선센서를 밧데리로도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IOT 센서입니다

3. 무선 입력 센서: HS-WTDI ( DC5 ~ 12V )

디지털 입력채널 4 ( 설비경보, 카운터. 3G 진동 ) 

벽부착 또는 설비에 자석 부착 방식

디지털 입력



서울시청,동두천시청,포천시청,진해시청(구청),의정부시청,하남시청,통영시청,문경시청,서귀포시청,과천시청,
거제시청,삼척시청,영주시청,남양주시청,사천시청,나주시청,정읍시청,오산시청,경주시청,여주군청,영암군청,영
동군청,청원군청,가평군청,서천군청,강화군청,해남군청,고흥군청,함양군청,청양군청,고성군청,양천구청,강북구
청,도봉구청,은평구청,강동구청,용산구청,부평구청,부산북구청,부산 수영구청,부산동래구청,부산서구청,부산진
구청,부산사상구청,

용인교육지원청,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포항교육지원청,부천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구리남양주교육지
원청,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사천교육지원청,포천교육지원청,강서교육지원청,남해교육지원청,창원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창녕교육지원청,경주교육지원청,시흥교육지원청,양산교육지원청,김포교육지원청,성남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문경교육지원청,안산교육지원청,고양교육지원청,여수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정보원,오산교육지원
청,안양교육지원청,청도교육지원청,진주교육지원청,하동교육지원청,광명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지원청,경기도교
육연수원,여주교육지원청,거제교육지원청,경상남도교육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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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문화예술위원회,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한국금융연구원,대한전문건설협
회,정보통신공제조합,한국표준협회,원자력연구소,강원경찰청,항공우주연구원,해운항만협회,금융감독원,국방홍
보원,광주정보문화진흥원,한국통신사연합,KIST,법무연수원,전기안전공사,버스공제조합,한국형사정책연구원,생
산기술연구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항공우주산업,개발연구원,서울교통정보센타,저작권협의회,인천시설관리공
단,법무부,사학연금관리공단,전국시도지사협회,산업연구원,강남도시관리공단,시흥시설관리공단,한국수출포장,
창원도서관,생물산업실용화센터,시흥청소년수련관,체육과학연구원,가평농업기술센터,태안보건소,노인복지회관,
과천도서관,해양연구원,강원우정청,인제우정청,춘천우정청,원주우정청,영월우정청,속초우정청,강릉우정청,삼척
우정청,경정장,서울보호관찰소,원주의료기기,농촌경제연구소,지식경제부이동우체국,발안도서관,서천경찰서,한
전KPS,가속기연구소,인천공항공사,황해자유무역구역청,한국국제교류제단,인천서구국민체육센타,금융투자협회,
도로교통공단,계양도서관,국토지리연구원,제주농어촌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한국석유관리원, 공군군수사령부,
동화사,

보령제약,일양약품,셀트리온,한국유나이티드제약,중외제약,일동제약,명문제약,씨믹씨엠오코리아,웨펜메디칼,한
국에보트,원주의료기기,바이넥스,생물산업기술연구소,피엔씨써지텍,미샤,대한적십자사,CTC바이오,로레알,SK
케미칼,한메딕스,바이넥스,한국존슨,일양바이오팜,유한양행,사이넥스,경잉양행,J&J,한국얀센,

고등과학원, KAIST, 부산대학교,홍익대학교,경희대학교,동국대학교,성서대학교,가톨릭대학교,평택대학교,경남
대학교,울산대학교,인하공업전문대학교,동아대학교,단국대학교,장안대학교,전주교육대학교,금강대학교,건국대
학교,한림성심대학교,건국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항공대학교,

현대엔지니어링,빙그레,동국제강,지멘스,포스콘,포스코에너지,존슨콘트롤,주식회사 동서,경남에너지,부산도시
가스,한화S&C,농심겔로그,한국후지쯔,두산중공업,세아제강,현대삼호중공업,현대산업개발,TV조선,동서식품,중
앙일보C&C,중앙일보,BNG스틸,서희건설,SC텔레콤,리바이스,(주)만도,에스떼로더,BM글로벌,금비,YBM시사영
어사,울산현대백화점,한국전자인증,한세실업,TNT,KT데이타,포스코강판,대구은행,골프존,대한제당,서울문고,도
쿄일렉트론코리아,경인양행,플러스엔지니어링,우미건설,한미글로벌,세아정보기술,국제일렉트로닉스,삼양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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