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누수/누유    
누수감지 문자통보 및 음성알림    

모바일 누수 시스템은 누수/누유발생 초기에 누수발생  

장소 와 위치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누수/누유 감지 조기경보 시스템 입니다. 

 

모바일누수 감시 기기는 통신장애(전화선,넷트웍) 상태에서도  

별도의 전원 과 통신망으로 문자메시지 와 음성으로 동시에 통보해주는  

매우 안정적인 최신의 누수감시 시스템입니다. 

 

감지센서: 누수(케이블타입) , 누수(막대타입), 누수(테입 타입, 기기 내부용) 

              누유(원유,가솔린,디젤,중유, 젯트류), 화학약품(산,알칼리,솔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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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누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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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조회, 휴대폰 원격제어(경광등 자동/수동제어 가능) 

2. 음성통보 옵션  : 전화기 음성 통보,  경보 방송 , 무전기 음성 송신 

3. 감시 기록 옵션 : 데이타로거(단독운영) 또는 PC 서버 모니터링(웹 조회)에 엑셀파일로 저장 

4. 원격지 상황판    :  경보Annunciator(상황표기판), 음성 알림,  경보 기록 로거 

1. 누수/누유 발생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고 싶으신가요 ? 

2. 문자메시지로 누수발생 지역이나,  발생 거리 위치를 알고싶으시죠 ? 

3. 누수 발생했을 때, 담당자 나 설비 기사를 버튼 하나로 콜 하고 싶으신가요 ? 

4. 센서노후로 누수발생위치가 자꾸 틀려지는데, 녹슬지 않는 누수센서 없나요 ? 

 

5. 휴대폰 문자통보 , 당직실 전화통보, 무전기 음성송신, 경보 사이렌 발령  

    중앙 경보 상황판(Announciator) 으로 언제든지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가격의 단독 운영 시스템이나,  서버 그래픽 모니터링 까지 

    다양하게 구성하실 수 있으며, 추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누수 감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 경보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조회 

 

모바일 정전 

2. 일반 전화 음성 통보 

       - 전화통보, 경비실-당직실 긴급통보, 담당자 호출 

3. 경보 자동 방송 및 휴대폰 방송(옵션) 

       - 전관 방송 및 휴대폰 음성방송 

위험지역 경보발생 
긴급대피 하십... 

경보발생 

긴급출동 

경보발생 

긴급출동 

  유무선 모바일 누수 구성도 ( 단독운영 , PC감시 별도) 
 

누수 감시 현장 
 

유선 

무선 리모콘 버튼 

(담당자 호출 및 해제) 

5. 중앙/원격지 상황표시판( 옵션) 

     - 경보 상황판(Annunciator) 및 음성알림 

      - 상황표시 종합전광판  

4. 무전기 음성 통보 (옵션 ) 

     - 무전기로 경보상황 음성으로 송신 
 

하솜바 (바 타입) 

하솜릭 (TAPE 타입) 

누수 상황 조회  

전산실 누수상황 

항온항습 1 : 정상 

항온항습 2 : 정상 

항온항습 3 : 누수 

보조에어컨 : 정상 

누수 통보  

전산실 항온항습 

1호기 지역 누수발생 

누수 점검요 

긴급 점검 요망 

▪ 기계실 항온항습기  누수를 감시하는 경우 (지역감시) 

  1. 담당자에게 누수발생 항온항습기이름 과 장소를 문자통보 

  2. 경광등 과 사이렌으로 누수경보 

  3. 전화로 누수 상황 문자메시지 조회 

 

▪  공장의 많은 설비 누수를 감시하는 경우 (거리 감시) 

  1. 담당자에게 누수발생 위치를 기준점에서 거리로 문자통보 

  2. PC의 감시 모니터에 설비 와 정확한 발생위치를 표시 

  3. 경광등 과 사이렌으로 누수경보 발령 

  4. 설비 옆에 담당자 호출 및 경보발령해제 무선 리모컨 버튼  

 

▪  빌딩 냉난방 누수를 감시하는 경우 (지역 ,거리 감시) 

  1. 담당자에게 누수발생 층 , 지역 및 거리로 문자통보 

  2. 기계실의 PC 감시모니터에 누수발생 위치를 표시 

  3. 누수발생 위치, 경보일시 및 해제일시를 엑셀파일로 기록 

누수센서 (케이블) 

산, 알칼리 감지센서 

유류(원유,디젤) 센서 

Solvent류 센서 

6. 원격 관리 앱( 안드로이드 계열) 

     - 설비상태 조회, 전화번호 변경 

     - 비상 릴레이 on/off 제어 및 feedback 문자 



  모바일 누수 구성 사례 
 

 

에 
어 
컨 

항온항습기 1 항온항습기 2 항온항습기 3 
   

 

 

 

   

1호기 누수 통보  

경광등,사이렌 

모바일 누수 본체 

 

누수센서 

전산실 항온항습 

1호기 지역 누수발생 

누수 점검요 

긴급 점검 요망 

전산실 항온항습 

3호기 지역 누수발생 

누수 점검요 

긴급 점검 요망 

3호기 누수 통보  

누수 상황 조회  

전산실 누수상황 

항온항습 1 : 정상 

항온항습 2 : 정상 

항온항습 3 : 누수 

보조에어컨 : 정상 

 

지역별 누수 감시 구성도  
 

 

설비10 

설비 1 설비 2 설비 3 

누수감시 통보  

경광등,사이렌 

모바일 누수 

 

김해 2 공장 생산2과 

생산라인 누수발생 

거리: 86m 

긴급점검 바람 

3공장 생산 3과 

페수처리장 누수발생 

거리: 25 m 

긴급 점검 요망 

당당자 호출버튼  

3공장 조립라인4 

설비10 호기 기계실 

기사 호출콜 입니다. 

긴급 대응 해주세요. 

 

공장 누수감시 구성도 ( 구역 및 거리표시 )  
 

설비11 설비12 

설비 4 

설비 5 설비 6 설비 7 설비 8 

설비9 

설비 13 

 

 

 

 

누수센서(1구역) 

누수센서(2구역) 

무선 콜/해제버튼 

무선 콜/해제버튼 

 누수센서 

누수센서(1구역) 

  
     
  
 

 
    

   

 
       

  

    

 



  지원 센서 종류  
 

개요 : 누수감지 전용 Sensing Cable 

용도 : 물의 감지 

적용지역 : 통신센터, 전산실, 데이터 센터 

                   HVAC장치실, 박물관, 문서보관실 

                   빌딩의 배관 공동구역 

개요: 물을 포함한 산(acidic solution)이나 알칼리 

(basic solution) 용액등을 감지 할 수 있음. 

용도 : 전도성 액체의 감지(물, 산, 알칼리 용액) 

적용지역 : 반도체 공장, 화학공장 

개요: 원유, 가솔린,  디젤, 중유, Jetty Oil등 각종 

유류를 감지 할 수 있음. 

용도 : 탄화수소 연료 (Gasoline, Diesel,  

           Jet Fuel Oil, Xylene etc.)의 감지 

적용지역 : 정유공장, 송유관, 저유소, 

                   주유소 Tank, 각종 연료 Tank) 

개요: 각종 석유화학 제품 및 Solvent류 등을 

감지 할 수 있음. 

용도 : 각종 Solvent류 등을 감지(To-Iuene, 

           TCE, Acetone, MEK IPA etc.) 

적용지역 : 화학공장, 실험실 

 
개요 : 누수감지 및 전도성 물체 감지 Sensing 바 

용도 : 물을 포함한 산(acidic solution)이나 알칼리 

적용지역 : 통신센터, 전산실, 데이터 센터 

                   HVAC장치실, 반도체, 화학공장 

 
 

개요 : 누수감지 및 전도성 물체 감지 Sensing 테입 

           습기가 많은 기기 내부의 누출감시에 적합 

용도 : 물을 포함한 산이나 알칼리, 녹 및 열에 강함 

적용지역 : 통신센터, 전산실, 데이터 센터 

                   HVAC장치실, 반도체, 화학공장 

HL-1000 

HL-3000 

HL-5000 

HL-5001 

HL-100 

HL-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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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무전기 누수경보송신(옵션),음성방송(옵션) 

4. 누수발생시 담당자 호출 및 해제확인 무선리모컨 버튼( 옵션, 밧데리 운영기간 2년 ) 

5. 다양한 누수센서지원 - 누수, 누유, 산-알칼리, 녹방지 누수센서, 경제적인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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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다양한 센서 지원  

   온습도-온도 센서,정전-전압-전류,누수,설비알람,디지털압력계,에어컨 제어,수위,방범,화재,가스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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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쉽다. 

자체개발 제품으로 기능변경및추가 가 쉽다. 

기본적으로 PC사용해야 하므로 설치작업 시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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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수명 길며,유지보수 비용 저렴(13%/년 ) 

자체개발/생산한 누수센서 로 지원이 용이함 

S/W 유지보수로 H/W 제품수리는 별도임 

제품가격에 따라 유지보수비가 고가임 



사례 1  ( 누수센서 - 바 타입 )  
항온항습기의 수도 연결관이 터져 전산실에 누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전산실은 많은 통신 케

이블 과 전기배선이 지나가는 관계상 누수가 발생하면 서버가 정지되는 대형사고가 자주 일

어난다. 각 항온항습기별로 누수를 감시해서 문자 통보해 주는 모바일누수를 설치하였다. 

 모바일 누수  설치 사례    

사례 3 ( 건물 지하 집수정 물넘침 )   

건물 지하에 있는 집수정에 배수펌프가 오작동하면 기계실 설비가 모두 물에 잠기게 된다. 
침수지에 누수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일정 수위를 넘으면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
도록 하여 대형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사례 2  ( 누수센서 - 케이블 타입 )  
빌딩 기계실의 전 지역을 케이블 누수감시 센서로 감시하였다. 누수가 발생되면 거리를 측정

해서 휴대폰 문자로 누수발생 거리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주로 넓은 지역을 감시하거나, 

반도체 설비 나 공장설비의 누수여부를 감시할 때 사용합니다.  



  적용 사례  
 

전화국, 통신실, 교환기계실, 인텔리전트 빌딩 

전화국 및 통신실에 있는 고가의 장비들을 

천정 위 또는 바닥 사이에 시설된 수배관으로 

부터 보호해 준다. 

인텔리전트 빌딩 내에 흐르고 있는 난방용 

연료관이나 수도관등에서 누수 될 경우 사무실 

내에 중요 사무 자료 유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한다. 

박물관등 중요자료 보관소, 반도체공장 클린룸 

박물관이나 자료보관소 건물의 벽이나 천정 

또는 기타 수배관이나 연료관등에서의 누수로 

부터 자료와 유적품을 보호해 준다. 

액체누출 감시 시스템 은 화학물에 의한 

재해와 공장의 Downtime을 줄일 수 있으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 준다. 

화학물 저장소 및 이송배관, 지하매설 이송배관 

산을 포함하고 있는 염산, 액체연료 또는 

유기화학 용매가 흘러나오는 곳을 감지 

한다. 

누출 감시센서(Leak 센서)를 지하 파이프 라인과  

함께 설치하여 지하로 스며드는 유해물질을 초기에 

탐지하여 환경보호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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