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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MART CONTROL
ICT 스마트 컨트롤

(주) 근옥

ICT Smart Control

정보 운영 시스템 관리도-돈사용

환기

온도

음수량

습도
급이량

KO-S8501
1차 가변형

KO-S8801
2차 가변형

KO-S9001
3차 가변형

PC 및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
서버 DB와 연동
경보 발생시 SMS 알림 발송
엑셀 다운로드 및 데이터 그래프 분석
수집자료 6개월 저장 (다운로드 가능)
문자/전화 경보 가능

1단계

2단계

농장관리사

근옥서버

정보 수집

수집 자료 저장
(저장 기간 6개월)
일반사업
ICT 지원사업

2p

KO-C215
사양관리기

알림 / 사육 / 사료 / 습도
온도 / 음수 / 체중 / 정체
모든 데이터 컨트롤
언제어디서나 실시간 모니터링

1단계 → 2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농정원 보고)

3단계
농정원 스마트팜
ICT 서버

수집 자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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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영 시스템 관리도-계사용

환기

온도

음수량

급이량

KO-S8801
2차 가변형

MC-550M-□

PC 및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
서버 DB와 연동
경보 발생시 SMS 알림 발송
엑셀 다운로드 및 데이터 그래프 분석
수집자료 6개월 저장 (다운로드 가능)
문자/전화 경보 가능

1~12단계 제어기능
온도편차 설정 기능
온도에 따라 순차제어기능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 적용
1~12단계 작동 표시램프 적용

1단계

2단계

농장관리사

근옥서버

정보 수집

수집 자료 저장
(저장 기간 6개월)
일반사업
ICT 지원사업

체중

습도

KO-C215
사양관리기

알림 / 사육 / 사료 / 습도
온도 / 음수 / 체중 / 정체
모든 데이터 컨트롤
언제어디서나 실시간 모니터링

3단계
농정원 스마트팜
ICT 서버

수집 자료 전송

1단계 → 2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농정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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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mart Control

정보 운영 시스템 관리도-우사용

환기

온도

음수량

습도
급이량

KO-S8501
1차 가변형

KO-S8801
2차 가변형

KO-C215
사양관리기

PC 및 스마트폰으로 원격제어
서버 DB와 연동
경보 발생시 SMS 알림 발송
엑셀 다운로드 및 데이터 그래프 분석
수집자료 6개월 저장 (다운로드 가능)
문자/전화 경보 가능

1단계

2단계

농장관리사

근옥서버

정보 수집

수집 자료 저장
(저장 기간 6개월)
일반사업
ICT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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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사육 / 사료 / 습도
온도 / 음수 / 체중 / 정체
모든 데이터 컨트롤
언제어디서나 실시간 모니터링

1단계 → 2단계
1단계 → 2단계 → 3단계(농정원 보고)

3단계
농정원 스마트팜
ICT 서버

수집 자료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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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8501 (1단계 팬 출력)
전원 : 220V / 60Hz, 1Ø
용량 : 2.6kw / 12A
사용사례 : 기본형 제품으로 널리 공용화하여 사용

특성 · 스마트 인터넷 제어 관리 컨트롤
· PC/모바일 설정 및 데이터 확인
· 온도에 따른 팬 무단변속 제어기능
· 입기팬, 배기팬 제어 및 설정기능
· 고 휘도 디스플레이, 손쉬운 조작
· 온도설정 5~40, 온도편차 1~15
· 최저·최고 환기량 임의설정 0~99%
· on/off 타이머기능(분/초) 설정가능 1초~99분
· 온도 보정기능, 온도센서 1개
· 속도 제어출력 1개, 보조출력(on/off) 3개
· 경보출력(on/off) 1개 고온/저온, 센서 단선/합선 정전 검출

KO-S8801 (2단계 팬 출력)
전원 : 220V / 60Hz, 1Ø
용량 : 2.6kw×2ch / 12A×2ch

특성 · 스마트 인터넷 제어 관리 컨트롤
· PC/모바일 설정 및 데이터 확인
· 온도에 따른 팬 무단변속 제어기능
· 입기팬, 배기팬 제어 및 설정 기능
· 고 휘도 디스플레이, 손쉬운 조작
· 온도 설정 5~40, 온도 편차 1~15
· 최저 최고 환기량 임의 설정 0~99%
· on/off 타이머기능(분/초) 설정 가능 1초~99분
· 온도 보정 기능, 온도센서 1~2개 연결 각각제어 / 평균 제어 가능
· 속도 제어 출력 2개
· 2차팬 각각 설정.1, 2, 3차 팬 편의 개별 작동
· 보조 출력(on/off) 3개
· 경보 출력(on/off) 1개 고온/저온, 센서 단선/합선 정전 검출

KO-S9001 (3단계 팬 출력)
전원 : 220V / 60Hz, 1Ø
용량 : 2.6kw×3ch / 12A×3ch

특성 · 스마트 인터넷 제어 관리 컨트롤
· PC/모바일 설정 및 데이터 확인
· 온도에 따른 팬 무단변속 제어기능
· 입기팬, 배기팬 제어 및 설정 기능
· 고 휘도 디스플레이, 손쉬운 조작
· 온도 설정 5~40, 온도 편차 1~15
· 최저 최고 환기량 임의 설정 0~99%
· on/off 타이머기능(분/초) 설정 가능 1초~99분
· 온도 보정 기능, 온도센서 1~3개 연결 각각제어 / 평균 제어 가능
· 속도 제어 출력 3개
· 2차팬, 3차팬 각각 설정. 1, 2, 3차 팬 편의 개별 작동
· 보조 출력(on/off) 3개
· 경보 출력(on/off) 1개 고온/저온, 센서 단선/합선 정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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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mart Control

사양관리기
ICT 기반의 스마트 농장
일령
사육일 표기(일,주,월)
날짜 변경시
사료 음수량
자동 리셋

모든 데이터 컨트롤
정전·고온·저온·단수누수·정체
통신장애시 문자서비스

온도
고온 · 저온
알람

모뎀라우터

사육

습도

암탉·수탉·육계·산란계
돼지·소
사육수·폐사수
구분 입력

습도 데이터

사료

체중

동시 2라인 사료계량
제한 사료 공급 가능
라인별 사료량 설정
사료빈 계량

체중 데이터
입력 가능

언제 어디서나
음수

단수 누수시 알람
음수 설정량 제어

실시간 모니터링
PC·스마트폰
농장주·관리자
일령 데이터 분석
동별 데이터 비교

정체
사료빈 정체 알람
사료빈 2대 가능

스마트 대형팬 온도 컨트롤 MC-V1000-8S
전원 : 220V / 60Hz
특성 · 2선으로 설치편의
· 경보시 문자 메세지 발송
· 막사의 경보발생시 전화호출, 경보내용을 음성알림
· 실시간 온도 및 데이터 확인가능
· 스마트폰에서도 설정가능 (고온·저온 전화번호)
· 8개의 막사를 한눈으로 확인
· 첨단 마이컴이 이상유무 판단하여
신속히 경보를 알려 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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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1000 (스마트 알람 경보기)
정전 및 차단기 작동으로 인한 폐사 걱정 끝

관리자
관리자 휴대폰
휴대폰

온도센서

컨트롤
컨트롤 경보
경보

습도센서
습도센서

KO-1000
화재경보기

· 장비 상시 감시 기능
· 최대 8개 입력 채널 확보
· 어떠한 장비 연결도 가능
(온도·습도·가스·화재 일반 경보등)

가스센서
가스센서

· 라우터 연결하여 인터넷망 결손 방지
· 스마트폰 실시간 감시 연결
- 손쉬운 설정값 변경 (소비자 입력 가능)
- 최대 5명 경보 송수신 등록 가능

MC-550 대형 팬 컨트롤

관리사 MC-200M / 돈방 MC-200R

전원 : 220V / 60Hz / 1Ø, 380V / 60Hz / 3Ø

전원 : 220V / 60Hz / 1Ø, 380V / 60Hz / 3Ø

특성 · MC-550 m1~m12 (주문제작)
· 단상 및 삼상 대형 컨트롤
· 1~12단계 제어기능
· 온도편차 설정 기능
· 온도에 따라 순차제어기능
·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 적용
· 1~12단계 작동 표시램프 적용

특성 · 정전이나 누전 차단기 작동시 감지
· 경보기 본체와 연결 및 막사의 온도를 본체에 전송
· 실시간 누적 데이터 및 차트 보기
· 경보시 문자 발송
· 원격설정 (휴대폰,PC)

본체
통신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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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접속방법
1 검색창에 ‘ 근옥 ’ 검색 후 접속 (www.kunok.co.kr)

모바일 QR코드 접속방법
1 네이버 또는 다음 어플 접속 후 ‘사진기 아이콘’ 클릭
(QR코드 인식 창)

2 ICT 제품 → ICT 컨트롤 접속
2 컨트롤 하단에 위치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화면에 가져다 대기

3 <Farm Data> ICT 컨트롤 로그인 화면 (구매시 발급받은 ID와 PW입력)
kunok
*12345

PC · 모바일 캐쉬 충전 방법

캐쉬 잔여량 확인 방법

1 홈페이지 접속방법과 동일하게

1 홈페이지 접속방법과 동일하게

2 화면 왼쪽 상단의

2 화면 왼쪽 상단의

<Farm Data> ICT 컨트롤 접속 후 로그인

3 화면 왼쪽 상단의

클릭

클릭

<Farm Data> ICT 컨트롤 접속 후 로그인
클릭

3 컨트롤러 관리 메뉴바 화면에서 스크롤을 내려 맨 하단의
보유 캐쉬 잔여량 확인

4 화면 하단의

클릭
(단, 모바일에서는 무통장 입금 서비스만 가능)

주소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안심로 277번길 32
32, Ansim-ro 277beon-gil, Eunjin-myeon, Nonsan-si, Chungcheongnam-do, Republic of Korea
TEL : 041-742-1904 / FAX : 041-742-4572 / E-mail : kunok1@hanmail.net
ICT 팀 조승훈 이사 : 010-3750-1090 / 이정진 팀장 : 010-3073-2733
김대성 대리 : 010-4465-2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