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드로이드, 애플 및 블랙베리 

기기에서 사용 가능

제품 개요

확대 엔진

원하시는 대로 통지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알람 확대 

및/또는 정보 필터를 모든 휴대 기기를 통해 숫자에 

제한 받지 않는 수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통지는 

알람 강도, 알람의 확인 여부, 알람이 발생한 날짜 또는 

시간 및 기타 설정 가능한 여러 알람 관련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작업 일정을 WIN-911에 로드한 뒤 알람 발생 시기에 

누가 “근무 중”인지에 따라 알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근무 일정을 지원합니다.

통지 옵션

스마트폰 앱

알람과 이벤트가 쌍방향 요약 스크린에 표시되며 

사용자는 알람을 접수하거나 추가 내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안드로이트 및 블랙베리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과 호환됩니다.

문자 메시지

안전한 본문 근거 알람 통지를 모든 휴대 전화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합니다. 알람 접수 및 보고서를 

지원합니다.  

WIN-911 ®

자동 산업 관련 가장 널
리 사용되는 알람 통지      
소프트웨어

WIN-911 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알람 통지 소프트웨어입니다. 직접 

귀하의  SCADA, HMI 또는 DCS 시스템과 연결되며 알람과 이벤트를 라우팅, 

필터 및 확대하는 프로그램 가능 논리를 통해 스마트폰 푸시 알림,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전화 통화 (아날로그 또는  VoIP), 웹 브라우저, 영숫자 무선 

호출기, 마르퀴 디스플레이 및 기타 통신 수단을 포함한 모든 통신 수단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
용되는 알람 통지 소프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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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911 는

다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제조업

물 & 폐수

석유 & 가스

제약

건물 관리

발전

자료 센터

연구 실험실

탄광

공항

자연 재해 감시

환경 개선



제품 개요

보고서

리치 또는 일반 텍스트 보고서 견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소요 또는 “규칙 근거” 시스템(예. 알람 상태, 자료 가치에 

근거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모든 기기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주요 서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WIN-911 사본이 다른 

서버에 설치되어 백업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옵션

SCADA, HMI, 또는 DCS 시스템에서 알람을 만들고, 관리 

및 정리하십시오. WIN-911은 모든 OPC-DA-준수 SCADA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또한, WIN-911은 다음과 같은 SCADA 

제품에 대해 “직접적인 자료 연결”을 보유하기 때문에 쉬운 

설정, 성능의 최적화, 접수 밑 기타 자료의 직접적인 SCADA 

시스템으로의 전달이 가능합니다:

 
GE 인텔리전트 플랫폼

•	 iFIX

•	 Cimplicity

 
로크웰 오토메이션

•	 FactoryTalk 알람 & 이벤트

•	 FactoryTalk 보기 SE

•	 FactoryTalk 보기 ME

•	 RSView32

 
 
WONDERWARE

•	 InTouch

• 원더웨어 시스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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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이메일 통지는 일방 또는 쌍방 통지가 가능하며 알람 

접수를 지원합니다. 리치 HTML 또는 일반 텍스트 

견본은 여러 종류의 기기를 지원합니다.  

 
음성

음성 통지는 VoIP (모뎀 불필요) 또는 아날로그 전화

(USB 또는 PCI 카드 모뎀 탑재)를 지원합니다. 통화 

도중에도 알람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음성 옵션은 

모든 주요 언어로 제공됩니다. 알람 태그를 역동적으로 

읽어주는 문자 음성 변환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전 녹음된 .wav 파일도 지원합니다.

웹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의 넓은 스크린을 사용해 알람을 보고 

접수하며 자료 보고서를 보십시오.

영숫자 무선 호출기

TAP 프로토콜을 이용해 무선 호출기로 알람을 

전송하십시오.

알람 일지

원하시는 방식으로 알람 기록을 보고, 분류, 정리 및 

인쇄하십시오. 인사 통지 시도 및 확인, 접수, 이벤트 

및 오류 코드를 포함합니다. 각 줄에는 “메모” 기능을 

사용해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21 CFR 11 준수

감사 수정 도구를 이용해 WIN-911 설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특별한 텍스트 파일로 추적 및 보관하십시오. 이 

텍스트 파일을 암호화 소프트웨어와 병용하는 것으로 

설정의 변경 사항을 감시하는 데 대한 21 CFR 11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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