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형 센서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

라디오노드365 SaaS  



QR코드를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열람

실시간 대시보드

일탈사건의
체계적 관리

실시간 데이터 열람
국가기관 전송 서비스

(환경부,농림부)

사내서버연동
개발자

OPEN API를 제공하여
고객사 서버와 데이터 연동

OPEN API를 사용한
현장 디스플레이

• 빅데이터 저장소 • IoT 통신 관리 시스템
• 데이터 분석 시스템

WiFi

[온도센서]

LTE

[환경센서]

• Ai 알람 시스템
•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 정보 보안 시스템

다양한 보고서의
이메일 발송

FDA 21 CFR
Part11 지원

데이터 다운로드

TTS 음성 전화를 이용한
상세한 상황설명

SMS 긴급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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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노드365의
다양한 서비스



라디오노드365는
오늘도 고객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노드365는 고객의 자산을 

총 43억번 이상 측정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간 62만 건의 위험을 감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3,100개 이상의 고객사의 시설을

온도, 습도, 가스 등 26,700개의 센서로 원격 모니터링을 하면서

8,300명의 시설담당자에게 위험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설을 모니터링 해드리겠습니다. 

[ 2023년 2월 28일 기준 ]

Application 소개 

환경안전 백신관리 설비관리

콜드체인 전자산업 스마트팜

다양한 곳에서
라디오노드365가 활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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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ode365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 목록입니다.

품질관리

대기환경 관리

산업안전

독성가스

밀폐공간 관리법

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질소

염화수소

에틸렌

온습도

PM10

대기압

이산화황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PM0.5

휘발성유기화합물

수소

황화수소

산소

일산화탄소

환경 모니터링
Environment01

냉장온도
[ 5 ℃ ]

냉동온도
[ -20 ℃ ]

초저온
[ -80 ℃ ]

극저온
[ -196 ℃ ]

온도 관리
Temperature02

① 식중독지수
④ 적산온도

② 부패지수
⑤ MKT 온도

③ 이슬점
알고리즘 기반의
가상채널

algorithm04

① 스마트 건설 솔루션
② 스마트 콜드체인 솔루션
③ 스마트 보존환경 솔루션

산업군별
맞춤 데이터 제공

predictive05

모니터링

모든 데이터는
RADIONODE® 제품으로

수집됩니다.

시그널 통합 관리
4-20mA, 0-1V, Pulse03 차압

소음

유속

조도

PH 농도

압력

전력량

토양수분

유량

문열림

접점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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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화면에서 한눈에
다양한 센서의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위젯 대시보드

사용량 위젯
순간 순간 측정되는 데이터를
오늘(이번달) 누적 사용량으로 집계하여
어제(지난달) 누적 사용량과 비교/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배출한 폐수량, 이번달 배출한 이산화탄소량

전체 화면
최대화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화면 기능이 실행됩니다.
• 대시보드 이름 설정 가능
• 사용자 로고 반영 가능

텍스트 위젯
센서 값의 구간을 설정하면,
센서 값에 따라 현재 상황의 
위험정도를 알려줍니다.

가동시간 위젯
순간 순간 측정되는 데이터를
오늘(이번달) 누적 가동시간으로 집계하여
어제(지난달) 누적 가동시간과 
비교/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적정 온도 초과 시간, 
     출입 통제지역 누적 월간 문열림 시간

위젯 수정
위젯의 이름, 종류 (숫자, 텍스트, 
사용량, 가동시간) 그리고 데이터를 
표시할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퀵 리포트
사용자가 지정한 위젯의 값을 주
기적으로 문자로 알려줍니다.
- 전송주기: 1시간, 6시간, 12시간

숫자 위젯
현재 센서 값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파란색 : 정상
     빨간색 : 정상범위 이탈
     회색 : 네트워크 연결 끊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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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상태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지뷰 대시보드

뷰 리스트

2층 연구실
지하 탱크실

1층 연구실

EO 

여러개의 이미지 뷰 등록 가능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위젯 색상 변경 및 깜빡임으로
사용자에게 즉시 통보

상황판에 센서별 정상 범위,
담당자 표시 가능

산소 20.69 %

온도 20.33℃

일산화탄소 30ppm넘버 위젯
위젯 이름 + 센서 데이터 값

차트 위젯
위젯 이름 + 센서 데이터 값
+ 변동추이를 알 수 있는 그래프

포인트 위젯
위젯 이름 + 상태 정보 색깔
(정상/비정상에 따라 색깔 변경)

여러개의 위젯(채널 정보) 등록 가능
위젯 별 이름, 색상 설정 가능
위젯 종류 선택 가능

대형 모니터에 띄울 수 있도록
전체화면 기능 제공

Widget 
Name

Channel 
Name Normal range Person receiving Alarm

산소 Oxygen 18~23% 김민준

온도 Temp 18~21℃ 이지우

EO Ethylene 
Oxide 0~5ppm 박도윤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0~10ppm 최서연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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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관리

라디오노드365 사용,
장치 등록부터 시작해 주세요. 

장치 정보 조회 등록된 모든 라디오노드 장치의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고유번호, 이름,
IP 주소 데이터 전송 주기, 채널수, 설치 장소의 사진 등을 보여줍니다.

채널 정보 조회 라디오노드 장치의 채널 정보를 한 곳에서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다. 채널 명칭, 채널 속성, 채널이 
파생된 장치, 장치의 모델명, 전송 주기, 측정 주기 등을 조회/수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과 장치 개념 라디오노드365는 IoT 센서의 정보를 채널과 장치로 구분하고 모든 데이터는 방대한 저장소에 기록
합니다. 즉 채널 하나하나가 저장소의 의미를 가진 소중한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 무선 온습도계가 
한 대 있다면 장치는 1개, 채널은 2개 (온도 채널, 습도 채널) 존재하는 것입니다.

Channel (채널)Device (장치) 빅데이터 저장소

가상 채널은 사용자가 작성한 수학 함수에, 실시간으로 측정된 채널 값을 입력하고 연산된 결과를 저장
하는 채널입니다. 즉 장치는 없지만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상의 채널입니다. 
이것 역시 채널로써 제공된 채널수 1개를 소모합니다. 사용하는 언어는 Lua 언어이며 사용자가 직접 
Lua로 다양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생성된 가상 채널에 알람을 설정하면 다양한 
조건으로 실시간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상 채널 기능

Channel
(채널)

가상 채널 빅데이터 저장소가상채널 엔진
함수 알고리즘

문자 알람 설정 결로 현상
예방 문자 발송

라디오노드 장치의 화면에 보이는 I-Code를 장치 추가 화면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장치 정보가 계정에 
반영됩니다. 라디오노드365에 장치와 채널을 쉽고 빠르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장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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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데이터를 보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데이터뷰

기본 차트
센서 데이터를 원본 형태로 보여 드립니다.
24시간, 1주일, 1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누적량 차트
유속, 순간 전력에 대한 데이터를 유량, 전력량으로
변환하여 막대그래프 형태로 보여드립니다.
일간, 월간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비교 차트
2개 이상의 센서 데이터를
평균 형태의 추이로 보여드립니다. 

일탈 시간 차트
특정 센서가 기준 조건을
벗어나 있는 시간을 차트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매일 적정 습도를 벗어난 시간의 합계를
차트로 보여드립니다. 

가동 시간 차트
특정 장치의 가동 시간을 보여드립니다.
막대그래프로 단위 시간당
가동 시간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일일 펌프의 가동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센서 정보 확인이 필요한 장소에 QR CODE를 출력하여 붙이세요.
Scan 하면 바로 연결된 데이터 값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수처리실 문, 보일러실 문앞, 박물관 수장고, 냉장고 외벽에 붙여보세요.
지금 밀폐공간 작업을 허가해도 되는지 바로 알려드립니다.

QR코드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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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예외 조건,
꼭 필요한 알람만을 보내드립니다.

긴급 알림 서비스

•   TTS 음성 생성 엔진으로 다국어 음성을 지원합니다.
•   전화(통신사와 별도 계약 없음)를 걸어 위험을 알려줍니다.
•   위험 알림 전화의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메시지, 이메일로도 현재의 위험을 안내해 드립니다. 
•   모든 검출된 위험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계치 설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외 조건으로 건강한 알람을 발송합니다.

[라디오노드365 알람 설정 화면]

Radionode365 서비스는 당신과 직원들에게 건강한 알람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긴급 알림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언제 알람이 오나요?

측정 데이터가
정상 범위 이탈일 때

배터리가 
부족할 때

센서의 정보가
수집이 안될 때

현장에 정전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알려주나요? 

전화를 걸어
음성으로 안내

문자로
간단 명료하게 발송

이메일로
안내문을 발송

이력관리에
기록 함

예외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특정 요일은 알려주지 마세요. 조건 1 교대 근무 일정을 반영하여 휴무일에 알림 방지!

동일 알람은 최초 알림 후 2시간마다 보내주세요. 조건 3 복구 작업 중 중복 알림 방지!

특정 시간은 피해주세요.조건 2 정상 출고 작업 시 알림 방지!

최초 이탈 발생 후 30분 동안은 무시해 주세요.조건 4 냉장고에서 백신 꺼낼 때 알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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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단축! 원하는 센서의 데이터를
이메일로 매일 발송해 드립니다.

보고서

다양한 보고서 양식 지원(일간, 주간, 월간, MKT, 일탈관리), 보고서 위변조 방지 
기능, 이메일 발송 시간/기간 예약

* MKT(Mean Kinetic Temperature)란?
평균 운동 온도(MKT)는 부패하기 쉬운 상품의 저장 또는 운송 중 온도 변동의 전반적인 
영향을 표현하는 단순화된 방법입니다. MKT는 제약 산업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약전 정의
에 따르면 MKT는 "특정 기간 동안의 총 분해량이 다양한 온도에서 발생할개별 분해의 
합계와 동일한 단일 계산된 온도"로 정의됩니다. 
-ECA Academy 발췌

유재민 민종근

회사 로고

보고서 제목
위변조 방지
QR 코드

운영기준

통계

결재란

알람발송내역

설치 장소

관리자MKT보고서 양식

보고서 이름

담당자

상한선

하한선

일별 평균 데이터
(최고값, 최소값
 별도 표시)

관리자
채널2 정보채널1 정보

(채널명, 단위)

월간보고서 양식

•   일일보고서, 주간보고서도 제공합니다.
•   꺽은선형, 영역형, 세로막대형 차트를 제공합니다.
•   이메일 발송 예약 설정시, 해당 일시에 메일로 보고서를 발송해드립니다.

보고서 조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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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서 척척척! 
라디오노드365의 맞춤형 사후관리 서비스

일탈관리

온도 혹은 가스농도  위험을 감지하는 특정 레벨을 넘어가는 것을 일탈이라고 합니다. 
백신 온도 관리에서 온도가 너무 높으면 온도 일탈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탈 발생 시 알람만 받으면 될까요? 산업안전과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일탈은 매우 큰 사건입니다.  
라디오노드365의 일탈 보고서로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언제 사건이 발생했는가?

얼마나 크게 일탈이 발생했는가? (평균, 최대, 최소)

얼마나 오래 일탈이 지속되었나?

알람은 누구에게 통보되었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  일탈 관리 서비스는  ECO 플랜 이상의 회원에게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정보

2022년 7월 12일 15:13 

2022년 7월 12일 15:33 

2022년 7월 12일 15:13 01

2022년 7월 12일 15:5503

2022년 7월 12일 15:33 02

2022년 7월 12일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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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탈 알람, 보고서, 장치 알림
모두 크레딧으로 발송됩니다.

크레딧

Open API, SDK, 국가 기관으로 데이터 전송
모두 가능합니다.

데이터 통합 관리

발송 크레딧
사용량 분석

크레딧 사용 현황을 보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년 중 언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크레딧 충전 예산을 수립하세요. 크레딧을 충전한 지출 증빙 자료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구분 크레딧 사용 부문

문자 임계치 이탈 알림, 장치 관리 알림

전화 임계치 이탈 알림

이메일 임계치 이탈 알림, 장치 관리 알림, 보고서

지급된 발송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 언제라도 신용카드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자산의 현재 상태 정보를 알려주는 중요한 알림을 놓치지 마세요.
발송 크레딧
충전

Open API 장치, 채널과 관련된 데이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자를 위한 라디오노드365 인터페이스
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서비스에 IoT 센서를 연결해 보세요 

인증키 사용
•   Radionode365 OpenAPI의 출력 형식은 JSON/XML을 지원합니다.
•   최대 24시간 이내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IP 별 분당 호출 횟수 제한: 최대 10회 
   (동일 IP에서 1분에 10회 이상 호출 시 1분간 접속 차단)

사용 방법
ECO 플랜 이상을 결제하시면 계정 정보에서 Open API의 KEY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데이터 연동

국가 기관 정보화 시스템과의 자동 연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기관 정보화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축산 환경 관리원, EPIS 농림 수산 식품교육 문화 정보원 
등에서 진행하는 ICT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용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시면 데이터 연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주 돈사 축산환경관리원
홈페이지

data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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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도, 카드 결제도 지원!
최적의 플랜을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서비스 요금

 » 라디오노드365 플랜 (연단위)
원격 통합 관리를 위한 라디오노드365에 로그인만 하세요. 언제, 어디에 계시든 여러분이 계신 곳이 곧 현장입니다.

* 직접 카드 결제 또는 바우처를 통한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첫 결제 시, 자동연장을 선택하시면 해당 결제수단이 유효한 기간 동안 매년 자동 갱신됩니다.

FREE WHITE ECO SILVER GOLD

데이터 저장 15일 20채널 (3년) 40채널 (3년) 80채널 (3년) 160채널 (3년)

채널관리 ◎ ◎ ◎ ◎ ◎

실시간 대시보드 - ◎ ◎ ◎ ◎

데이터 차트 24시간 데이터 모든 기간 모든 기간 모든 기간 모든 기간

데이터 다운로드 ◎ ◎ ◎ ◎ ◎

일일보고서 - ◎ ◎ ◎ ◎

주간보고서 - ◎ ◎ ◎ ◎

월간보고서 - ◎ ◎ ◎ ◎

MKT보고서 - ◎ ◎ ◎ ◎

일탈관리 - - ◎ ◎ ◎

문자알람 충전가능 1000건/년 2000건/년 4000건/년 5000건/년

전화알람 충전가능 500건/년 500건/년 1000건/년 1500건/년

이메일알람 충전가능 500건/년 2000건/년 4000건/년 10000건/년

사용이력 1일만 제공 ◎ ◎ ◎ ◎

권한구분 - 관리자1,
사용자1

관리자1,
사용자2

관리자1,
사용자5

관리자1,
사용자20

동시접속 - ◎ ◎ ◎ ◎

정전알림 - ◎ ◎ ◎ ◎

가상채널 - ◎ ◎ ◎ ◎

OPEN API - - ◎ ◎ ◎

 » 라디오노드365 LTE 라우터 플랜
인터넷 사용 불가 지역 혹은 보안으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다면, 월 8,000원 정도의 LTE 라우터 플랜만 추가하세요. 

* 본 상품은 최초 가입 시 서비스 2년 약정/선불으로 계약됩니다.
*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장 결제만 가능합니다. 
* 서비스 요금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상품명 용량 (5Min 측정주기)

LTE Router L1 Radionode 약 2대 사용

LTE Router L2 Radionode 약 10대 미만
사용 가능

LTE Router L3 Radionode 약 10대 이상
사용 가능

 » 라디오노드365 커스텀 플랜
고객사의 니즈에 맞도록 새롭게 요금제를 설계해 드립니다. 예들 들어 전화나 문자 알람은 필요 없고 
모든 알람은 이메일로만 1만 건 사용할 수 있도록, 혹은 모든 알람 크레딧 없이 채널 수만 확장해서 
200채널 이상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요금제를 맞춤 설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노드 LTE 서비스 상품 활용 예

인터넷 사용 불가능 지역

LTE 4G

LTE 라우터

WiFi 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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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node

Add-on 솔루션

별도문의 

Smart Construction
IoT Solution
콘크리트 양생 초기 강도 추정 및 유해가스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