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SMS 시스템 (Short Message Service)

PLC + SMS

I/O Control
아날로그 입출력, 디지털 입출력, RS232, RS485 통신에 의한 제어 및 문자 메시지 송수신 지원

SuperSMS (SMS+SuperPLC)
엠피솔루션㈜에서 최근 개발한 SuperSMS 시스템은 플랜트 관리, 빌딩관리, 각종 설비
의 원격 점검/감시/제어 등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 될 수 있는 PLC와
SMS가 결합된 장비로서 이벤트 발생시 진정한 리얼타임으로 지정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프로그래머블 양방향 자동 문자 통신기 (PROGRAMMABLE AUTO
SMS MESSENGER)이다. SuperSMS 시스템은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며 시스템 구축, 전
용선 임대 등의 비용이 필요치 않아 저렴한 이용요금으로 플랜트의 이벤트를 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리얼타임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으며 SMS 대행업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DB 또는 플랜트의 상태등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보안이 보
장될 뿐만 아니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산업용 리얼타임 SMS 시스템이다.
기존 또는 타사의 SMS 방식은 기업형 SMS 사업자에게 “ 인터넷 (또는 전용선) ” 이나
“의뢰”를 통해 사용자가 내용을 입력 하면 기업형 SMS 사업자가 대행을 하여 이동통신
망 사업자를 통해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송 하는 방식으로서 그 과정이 복잡하고 관리
상 어려움이 많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서 플랜트의 중요한 보안에는 대단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다.

SuperSMS 시스템은 저렴한 비용과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안정적인 망으로 플랜트 자체
의 SMS전송시스템을 매우 간단하게 구축 할 수 있다. SuperSMS 방식은 어떠한 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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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나 회사의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망과 특정한 SMS 서버를 거치지 않고 제어 시
스템 네트워크 상에서 정하여 놓은 이벤트가 발생할 때 즉각적으로 지정하여 놓은 해당
담당자 또는 관리자에게 싱글 또는 다수의 지정된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으로서 시스템의 유지보수가 무척 간단하며 사용 비용 역시 대단히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보안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SuperSMS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의 통신 회사에 부담하는 요금체계는 다음과
같다. (SuperSMS 시스템을 설치한 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 SMS 개통비용 3만원 정
도와 아래 사용 요금 뿐이며 기타 다른 SMS 대행사 또는 SMS 서버 관리 회사에 비용
을 내는 것은 없다.)

[통신회사에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 체계]
요금상품명

기본료(원/월)

기본 제공

SMS 추가 이용료

SMS 기본

15,000

400건 SMS /월

25원/건

SMS 1000

30,000

1000건 SMS /월

20원/건

SMS 2500

100,000

2500건 SMS /월

18원/건

* 상기 요금체계는 실제와 같거나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플랜트의 경우 제어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이 되어 제어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제어
시스템, 기기 및 장치들의 상태 및 이벤트에 따라 설정하여 놓은 메시지를 지정한 사람의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에서 시스템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명령을 보낼 수도 있다. 물론 이때는 보안을 위해서 특정한 암호와 함께 사용하도
록 설정을 할 수 있다.

SMS 시스템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이벤트 및 해당 핸드폰 번호등의 설정과
입력은 SuperPLC를 통해 매우 간단하게 변경하고 추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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