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가스
가스누출 문자통보 및 음성알림

폭발의 위험성이 큰 가연성 및 독성 가스 누출 경보시 관련자에게 자동으로 휴대폰 문자

통보 및 전화통보를 하여 중대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벨브잠금 릴레이, 공조기 자동 제어, 경보 음성 방송, 무전기 송신, 중앙 원격상황판 표

시등 다양한 옵션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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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가스 기능

1.  기본 기능 : 휴대폰 문자통보, 벨울림, 정전통보, 유선 불필요(전화선및 인터넷선),

상태 조회, 휴대폰 원격제어(벨브 제어), 공조기 가동 릴레이(ON/OFF 제어)

2. 음성통보 옵션 : 전화기 음성 통보,  음성안내, 경보 방송 , 무전기 송신(생활, 업무용 무전기)

3. 무선 원격제어 : 에어컨 제어, 릴레이 제어( 10A, 20A, 40A, 수동/자동 )

4. 원격 중앙상황판:  경보Annunciator(상황표기판), 음성 알림,  경보 기록 로거

적용 사례 및 구성도 예시 목차

1. 모바일 가스 - 가스누출 센서연결 휴대폰 문자통보기 기본 구성도

2. 가스누출 감시시스템(타입 1)  - 가스누출 감시 통보 시스템 구성도 ( 무선통신 운영 솔루션 )

3. 가스누출 감시시스템(타입 2)  - 넷트웍 가스누출 감시 시스템 구성도 ( PC 서버 관리 솔루션)

1. 도시가스 , 프로판 가스, 메탄( CH4 )

2. 이산화 탄소( CO2),  일산화 탄소( CO )

3. 수소( H2 ) , 산소 ( O2 ) , 오존( O3 )

4. 암모니아(NH3 )

5. 그외의 특수 가스도 지원합니다. ( H2S, SO2, CL2, HCL NO, NO2.... )

감시 대상 가스



1.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 경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조회

4. 제어 기능(  자동차단 및 휴대폰 제어)

- 릴레이 제어 , 에어컨 ON/OFF

A동102 (정상),   
A동309 (정상),    
C동507 (정상),   
가스공급실 OK

실험3실 (정상)

조회 문자

103동 지하 가스
공급실 매탄가스
경보발생

긴급대피 방송

긴급출동 바람

경보 문자

모바일 가스

2. 일반 전화 음성 통보

- 전화통보, 경비실-당직실 긴급통보, 담당자 호출

3. 경보 자동 방송 및 휴대폰 방송

- 전관 방송 및 휴대폰 음성방송

3층 103호 수소
경보발생 긴급점검...

경보발생

긴급출동

경보발생

긴급출동

Mobile & Web Control www.hasom.com     02-701-6490/6496

 모바일 가스 센서연결 기본구성도

가스누출 감시 현장

중앙 감시 센터

가스누출감지기

(도시가스,프로판,메
탄, 수소,암모니아...)

본사 사무실

중앙 설비 경보

모니터링 및 기록

웹(WWW)

앱 (APP)

1. 휴대폰 문자 통보

2. 카카오 알림 통보

전산실 온도
이상 38 C

긴급 비상에
어컨 가동중

e-메일 전송

( 경보, 기록파일 )

원격 중앙관리( 옵션, 맞춤개발 환영)

3G

무선통신
통신사 기지국

CDMACDMA



타입-1  가스누출 감시시스템( 단독시스템-PC 서버 없이 운영)

A동 102호

가스감지기

시험검사동

가스공금실 도시
가스 누출

응소할것.10.8

410 호

암모니아 가스 누출. 
위험하오니 담당자
는 응소 및 긴급 출
동할것

문자 통보

가스 공급업체

경보상황 표시기

음성 방송

전화 통보

실험실 117호
수소가스 누출경보

A동 103호

가스감지기

A동 202호

가스감지기

당직실

방재실

A동 402호

가스감지기

B동 202호

가스감지기

B동 402호

가스감지기

B동 307호

가스감지기

A동 302호

가스감지기

402호

가스감지기

C동 206호

가스감지기

C동 102호

가스감지기

C동 213호

가스감지기

C동 605호

가스감지기

C동 406호

가스감지기

모바일 가스

모바일 가스

무선 CDMA 통신

무선 CDMA 통신 무선 CDMA 통신

모바일 가스

특기사항

1. 가스누출 현장에서 바로 담당자에게 휴대폰 문자 와 전화 통보(정전에 따른 넷트웍 통신장애 와 별도송신)

2. 신뢰성 있는 휴대폰 무선통신망 사용으로 안정적이고, 구축비용이 저렴함



타입-2  가스누출 감시시스템( PC 서버 운영솔루션 )

A동 102호

가스감지기

시험검사동

가스공금실 도시
가스 누출

응소할것.10.8

410 호

암모니아 가스 누출. 
위험하오니 담당자
는 응소 및 긴급 출
동할것

문자 통보

가스 공급업체

경보상황 표시기

음성 방송

전화 통보

실험실 117호
수소가스 누출경보

A동 103호

가스감지기

A동 202호

가스감지기

당직실

방재실(중앙감시 실)

A동 402호

가스감지기

B동 202호

가스감지기

B동 402호

가스감지기

B동 307호

가스감지기

A동 302호

가스감지기

402호

가스감지기

모바일 가스

3G

무선통신

모바일 가스

데이타 로거 데이타 로거

넷트웍 망

전화 통보 문자 통보

3G 

무선통신

넷트웍

무선 CDMA 통신

특기사항

1. 가스누출 현장에서 넷트웍 망을 통해서 중앙감시 서버로 전송하여 중앙관리 하는 구성임

2. 중앙관리 서버에서 휴대폰 휴대폰 문자통보, 음성안내, 전화통보등 중앙관리 하는 시스템

3. 실시간 그래픽 감시화견 , 발생주기 및 분석가능, PC화면의 구축비용 과 기간이 다소 증가함



 제 품 특 징

1. 설치가 간단 - 센서와 연결하기만 하면 바로 문자메시지로 감시.( 전화선 및 인터넷 불필요)

2. 저렴하고 안전한 CDMA 무선통신 사용

CDMA 무선모뎀 사용으로 설치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별도의 저렴한 통신비

3. 문자메시지 와 전화걸기. 

문자메시지 전송 과 전화로 알려주는 기능. ( 취침중에도 확실하게 전달 )

4. 경보 음성 통보,음성방송,음성 방송, 무전기 음성 통보( 옵션 )

5. 상태조회 및 자동 알림.

설비상태를 휴대폰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주기적인 통보기능(휴일에 유용) 

6. 8 시간 백업전원 내장 – 정전 과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감시 및 통보기능 수행

7.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센서 지원

도시가스,프로판,매탄,수소,산소,암모니아,불소, 온습도,정전-전압-전류,누수,화재, 방범

 타사 제품과의 차이점

기능 자사제품 타사제품( PC로 구성)

제품수명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제품의 수명이 길다. PC를 사용하는 윈도시스템인 관계상 유지보
수를 하지 않으면 않되고, 수명이 잛다.

기 능 꼭 필요한 기능만 지원.( 단순 명확함 )

인터넷 및 자료저장은 추가 옵션으로 지원

음성경보방송, 휴대폰 음성방송 모듈로 지원

필요 없는 장황한 기능도 지원( 무지 복잡함.)

부하가 많이 걸리는 PC용 서버 프로그램임

음성경보방송 및 휴대폰 방송기능 없음

제품설치 설치가 간단하고(1일),사용이 쉽다. PC 와 계전 기기를 조합하여 설치작업 시간
이 길며 (1주일), 사용이 복잡하다

모듈 방식 모듈 방식 분리설계로 설비 확장시 모듈을 추
가하는 방식 으로 업그레이드 가능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수정 및 개발 해야 하
므로 작업시간 및 추가비용 발생

문자알림방식

(옵션)

문자 메시지 와 전화 걸기 를 동시에 지원하
여 장애 상황전달을 확실히함 (최대 9개소)

문자메시지 위주로 전화걸기는 별도의 음성
통보기를 달아서 지원해야함 (4 개소)

제품가격 모듈화 설계 와 자체개발 생산제품인 관계상
기능대비 경제적인 가격 으로 제품 공급

PC 와 S/W로 구성된 제품으로 복잡하고, 가
격이 고가임

기술 지원 제품수명이 길며,중요 소모성 부품교체로 영
구사용. 유지보수 비용 저렴( 13%/년 )

S/W 유지보수로 H/W 제품수리는 별도임

제품가격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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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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설치 주요사이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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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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