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Snet W1 Panel
사용자 메뉴얼

www.ss22.com

사용 설명서를 읽기 전에
안내
• 본문 내용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따라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트로닉스㈜의 라이센스 허가 없이 다른 목적으로 복사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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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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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개요
• 개요

개요
- 소개
SYSnet W1 Panel은 웹 기반의 각종 설비 모니터링 제품으로 현장의 여러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각종 파라미터 값들
을 수집 및 관리하고, 현장 외부에서도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각종 출력, 경보 상태, 설정값들을 확인할 수 있고, 권한
에 따라 제어도 가능합니다.
HTML5 기반이므로 웹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PC 및 안드로이드, iOS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모두 모니터링이 가
능합니다.

- 계통도

윈도우즈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원격

인터넷
로컬

Ethernet
Serial

SYSnet W1 Panel

RS485

.

.

.

.

.

RS485

...
항온항습기

칠러

유니트쿨러

항온항습기 온습도센서 유니트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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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주요 기능
• 장비 상태 감시
• 경보 상태 표출 및 메시지 발송
• 데이터 제어 내역 로그 관리 및 일보 메일 자동 발송
•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필요없이 웹브라우저만으로 모니터링

- 웹 브라우저 권장 버전
• Internet Explorer 11 이상
• MS Edge 13 이상
• Firefox 44.0 이상
• Chrome 48.0 이상
• Safari 9.0 이상
• Opera 34 이상
• iOS Safari 9.2 이상
• Android Brower 4.4.4 이상
• Chrome for Android 4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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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하드웨어 설정
패널에 485통신이 가능하도록 485컨버터를 연결합니다. 컨버터는 시리얼 또는 USB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
롤러 통신 2포트 단자에 쉴드 케이블로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컨버터는 RS485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체와 통신이 잘 되지 않을 경우 TRX-,TRX+ 를 바꿔서 테스트를 해주시거나 컨트롤러 장비번호를 확인하셔서 각각
다른 장비번호를 부여 받도록 합니다. 485포트 1개당 16대의 컨트롤러는 안정적으로 통신이 가능하나, 그 이상 연결
시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시리얼 포트

USB 포트

이더넷
포트
(인터넷
연결)

2번 점퍼 ON
RS485 Mode

위 제품이 아닌 별도로 구매한 컨버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케이블을 이더넷 포트에 연결하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유기의 DDNS 기능을 이용하여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기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기타 네트
워크 관련 설정은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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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프로그램
• 실행
• 모니터링
• 유저 관리
• SMS
• 푸시 메시지
• 경보

실행
- 시작
패널PC를 켜고 부팅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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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로그인 화면에서 로그인이 성공하면 아래와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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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초기 설정
처음 부팅 후에는 모니터링을 위한 아무런 설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트롤러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설정이 필요합니다. 설정 – 장비 설정 화면으로 이동해서 설정을 잡아줍니다.
아래 설명은 패널PC와 컨트롤러가 물리적으로 모두 연결 완료하고, 장비 번호 모두 올바르게 설정된 상태임을 가정
하고 설명합니다.
1. 시리얼 포트 추가
SYSnet W1은 시리얼 통신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러와의 통신에 사용할 시리얼포트를 지정해줍니다.

① COM Port

사용할 시리얼 포트를 선택합니다.

② Baudrate

통신 속도를 선택합니다.

③ 시리얼 명

임의의 명칭을 입력합니다.

④ DTR / RTS

통신시 흐름 제어용 옵션입니다. 만일 통신이 잘 안될때에는 모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⑤ 비고

임의의 내용을 메모할 때 사용합니다.(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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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2. 컨트롤러 추가
시리얼 포트를 통해 연결된 컨트롤러 정보들을 설정하여 SYSnet W1이 컨트롤러와 올바르게 통신할 수 있도록 합니
다.
앞서 추가된 시리얼포트를 선택 – 컨트롤러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① 컨트롤러 ID

컨트롤러에 설정된 장치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컨트롤러 명

임의의 컨트롤러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컨트롤러 타입

연결된 컨트롤러를 선택합니다.

④ SMS 전송여부

해당 컨트롤러에서 경보발생시 SMS 메시지를 보낼 것인지 선택합니다. 체크시 발송

⑤ 비고

임의의 내용을 메모할 때 사용합니다.(옵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된 컨트롤러에 대해 모두 추가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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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모두 추가한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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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3. 컨트롤러 패널
메인화면에서 각 컨트롤러 정보는 패널에 표현이 됩니다. 이 패널에 장비의 운전상태, 경보상태, 순시값 등을 표시합
니다.
컨트롤러 명
순시값

설정값

현재값 지시자

설정값 지시자

운전중

경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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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정지

모니터링
패널의 값 표시 부분은 게이지 형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게이지로 표시시 하나의 값만 표시됩니다.
패널 설정 버튼을 클릭 후 여러 값들 중 하나만 선택한 다음 그래프 버튼을 클릭하면 게이지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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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4. 리스트 모드
패널은 리스트 형태로도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인 패널로는 작은 패널 스크린에서는 여러 대의 컨트롤러 정보를 동시
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컨트롤러 수가 많은 경우는 리스트 모드로 전환해서 볼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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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5. 그룹 관리
기본적으로 모든 컨트롤러는 하나의 그룹으로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상황에 따라 구역 단위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서 관리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화면 하단에 그룹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기능은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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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그룹 추가
그룹 추가 버튼을 누르면 New Group 이란 이름의 새로운 그룹이 생성됩니다.

그룹명을 변경하려면 그룹명 앞에

이미지를 클릭한 후 그룹명을 변경합니다.

새로운 그룹을 추가한 후 임의의 패널을 끌어다 새 그룹 위에 놓아주어 이동시켜 줍니다.

드래그 & 드롭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설정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8

모니터링
6. 상세화면
패널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컨트롤러에 대해 자세히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컨트롤러 선택

다른 컨트롤러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② 제어 버튼

운전 시작/정지, 제상 시작/정지 버튼입니다.

③ 주요 순시값

온도, 습도 등의 주요 순시값 및 설정값을 표시합니다.

④ 실시간 차트 및 이력 조회

주요 순시값에 대한 실시간 차트와 각종 이력 조회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⑤ 시스템 상태

출력, 경보 및 부가 정보등을 표시합니다.

⑥ 설정

설정값 변경 버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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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7. 설정값 변경
위 상세화면에서 각종 설정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값 변경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설정값 변경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값을 설정하고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 토글

한글자씩 지우기

모두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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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8. 이력 조회
상세화면을 통해 해당 컨트롤러에 대한 주요값 트렌드, 제어 이력, 경보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트렌드 조회
화면 오른쪽에 조회할 항목, 조회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결과가 나타납니다. 조회 옵션에서 차
트가 아닌 그리드를 선택하면 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고, 전체가 아닌 시간, 일간으로 조회하면 시간별 또는 일별 평
균을 산출하여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리드로 조회시 조회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보고 싶은 경우 차트 좌측 중간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며 좌우로 더 넓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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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제어 이력
컨트롤러의 설정값이 변경되었을 경우 제어 이력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컨트롤러측에서 직접 값을 변경해도
이력으로 남게 되며, 운전 및 제상 상태가 변경되었을때에도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조회 결과는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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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경보 이력
컨트롤러 운전 중 발생되는 모든 경보들은 이력으로 저장됩니다.

조회 결과는 엑셀로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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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관리
관리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는 여러 유저들에게 부여할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가급적 한 개
이상 생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리자 권한은 시스템의 여러 부분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오
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 – 사용자 설정으로 이동하여 계정을 편집합니다.
1. 유저 추가

① ID

시스템에 로그인시 사용하게 될 ID입니다.

② 이름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③ 비밀번호 / 확인

비밀번호는 8자 이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④ E-Mail

일보 메일을 받기 위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⑤ 전화번호

경보 발생시 SMS를 수신받기 위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단, 푸시 메시지로 수신받길
원할 경우 입력하지 않습니다.

⑥ 수신 방법

경보 메시지 수신 방법으로 SMS와 푸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SMS로 메시지를 받으려면
SMS 서비스 회사에 가입한 후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푸시 메시지는 안드로이드만 지원되며 플레이 스토어에서 SYSnet W 메시지 수신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⑦ 권한

일반사용자 : 단순 모니터링 권한으로 어떠한 설정값도 변경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관리자 : 시스템의 대부분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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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 관리
2. 유저 수정
정보 수정을 원하는 유저를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보를 수정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25

유저 관리
3. 유저 삭제
삭제를 원하는 유저를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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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SMS는 경보 이벤트 발생시 사용자에게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유료로 SMS 메시지를 발송 서
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SYSnet W는 엔포럼(http://www.n-forum.com)이라는 업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곳에 가입 및 결제가 이루어 져야 하며 고객사의 보안 및 네트워크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SMS 발송 시 7296 Port를 사용합니다. )
아울러 경보를 수신하고자 하는 모든 유저들이 SMS 대신 푸시 메시지로 받길 원한다면 굳이 SMS 업체 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푸시 메시지는 무료입니다만 SYSnet W에서 메시지 발송시 100% 메시지 수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 엔포럼 설정
1. 엔포럼 계정 생성
http://www.n-forum.co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및 원하는 요금을 결제합니다.

2. 서브 계정 생성
상단 탭중 My 엔포럼 – 계정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SM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Master계정 외 새 계정을 생성하여야 합니다. 하단의 계정추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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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의 연동 방식을 “DLL연동”으로 선택 후 모든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기”를 눌러 신규 아이디를 생성해줍니다.
등록 후 SYSnet과의 연동을 위해 n-biz@i-heart.co.kr 로 아래 내용과 같은 E-Mail을 전송하여야 합니다.
제목 : IP미등록 처리 요청
내용 : <<신규 생성한 계정 ID >>
<<담당자 이름, 연락처 >>
IP 미등록 처리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메일 전송 후 회신 받으면 계정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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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신번호 등록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에 의거하여 2015년 10월 16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대해
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가 시행됨으로 발송 번호를 등록하여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신번호 등록을 위해 상단 메뉴 중 My 엔포럼 – 발신번호등록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발신번호 등록 버튼을 눌러 원하는 번호를 등록해줍니다.
- 가입 시 입력된 핸드폰 인증 또는 ARS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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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등록 완료 후 다시 My엔포럼 – 발신번호등록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그림2-35>

페이지 하단에서 신규 추가한 서브 계정과, 상단의 발신번호를 체크 후 “발신번호 추가” 버튼을 눌러 번호를 추가해
줍니다.
( 해당 계정으로는 위와 같이 발신번호 등록이 된 번호로만 SMS발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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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net W 설정
엔포럼 설정이 완료되고 난 후 SYSnet W에도 설정해야 합니다. 총 3군데를 설정해야 유저가 SMS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설정 – 일반 설정 – Alarm Message 탭으로 이동하여 경보 메시지 발송 사용을 체크하시고, SMS 사용 여부도 체크
한 후, 엔포럼에 등록한 ID와 비밀번호, 발송자명, 발송자 번호 등을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송자 번호도 마찬가지로 엔포럼에 등록하신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중복전송 필터링 시간은 어떤 경보가 임계치를 넘나들기를 반복하여 같은 SMS 경보 메시지가가 짧은 시간에 반복적
으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동일한 경보에 대해서 설정한 시간안에서는 1번만
SMS가 발송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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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저가 SMS를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유저 홍길동과 같이 Alarm 항목이 SMS 또
는 Android로 되어 있어야 경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안함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유저 수정을 통해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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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트롤러에서 경보 발생시 경보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발송하지 않도록 되
어 있다면 컨트롤러 수정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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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시 메시지
스마트 폰 유저들은 푸시 메시지로 경보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푸시 메시지는 현재 안드로이드 폰만 지원합
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SYSnet W 메시지 수신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후 아래의 절차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1. 화면 상단의 타이틀을 터치 후
설정 메뉴를 터치하여 설정화면
으로 들어갑니다.

2. 서버 주소,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푸시 메시지 사용 체크, 수
신 알림 방식(진동, 알림음)을 체
크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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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부
터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경보
컨트롤러 측에서 경보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SYSnet W에서 감지하여 화면에 표출함과 동시에 유저들에게 통보합니
다. 경보 발생시 표출되는 화면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경보창이 화면에 나타나게 되면 다른 화면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경보창을 닫아야만 메인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경보창을 닫지 않고 계속 떠 있는 상태로 두면 경보창이 떠 있는 동안의 경보들은 모두 누적되어 표시됩니다.
차후 경보 발생 내역을 다시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력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

경보
현재 모니터링 중인 모든 컨트롤러에서 발생 중인 경보는 화면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경보 리스트가
표출되고, 붉은색 바탕의 숫자는 전체 경보 건수를 의미합니다. 경보 리스트에서 임의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컨트롤
러의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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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ouble Shooting
• Trouble Shooting

Trouble Shooting
- 통신이 전체 장비에 대해 불통인 경우
1) Serial Port 접촉불량인 경우
서버 PC의 Serial Port에 컨버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서버 프로그램측에서 에러 메시지를 표출하거나, 불시
에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2) 시리얼 포트가 인식되지 않은 경우

설정 – 장비설정에서 시리얼 포트 추가 화면으로 이동하여 시리얼 포트가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3) 원격으로 접속되지 않는 경우
패널에 랜선이 정상적으로 꽂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외부에서 접속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
의 바랍니다.
4) COM Port Open 옵션이 맞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상의 컨버터 설정 옵션 중 DTR, RTS 옵션을 하나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통신이 일부 장비에 대해 불통인 경우
1) 통신선 결선 불량인 경우
특정 장비 이후로 통신이 안될 수 있습니다.
2) 장비번호가 PC측 설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컨트롤러는 설정된 장비번호에 대한 요청이 아니면 응답하지 않으므로 장비번호가 올바르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 경보가 발생하는 데 SMS로 통보되지 않는 경우
1) 서버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정보에 SMS 수신번호를 올바르게 설정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에서 SMS 사용여부, 유저 – SMS 수신여부, 컨트롤러 – SMS 전송여부 등 이 3가지 항목이 모두
체크되어야만 사용자에게 SMS가 발송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네트워크 보안으로 인해 통신포트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네트워크 보안 담당자에게 TCP 7296번 포트를 오픈 요청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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