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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락

IoT 기반의스마트한원격함체제어시스템

원격함체제어시스템 v3.0
GL-HAMS Good-Link Housing Automatic Management System

GL-HAMS v3.0은관제센터에서
각함체의상태와정보를확인하고원격으로제어하여
안정적인운영환경을제공하며
실시간모니터링을통해장애를감지하고
신속히대응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통합 관제 센터

GL-HAMS

CCTV

실시간원격제어

실시간상태전송

FAN

GL-HAMS 관리시스템 - HAMS
HAMS서버관제시스템은GL-HAMS장비를보다쉽고간편하게원격지에서관리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지도, 목록, 아이콘등다양한보기형식으로GL-HAMS의위치와상태를실시간으로파악할수있으며,
GL-HAMS에연결된다수의장비들을효과적으로제어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

지도 형보기 목록 형보기 아이콘 형보기

상서 정보및제어 화면 일괄 제어 로그 화면

LED 안내판SWITCH



원격
함체제어
시스템 v3.0
GL-HAMS

도시 관제 CCTV

무인 국사 DID

기본에충실한
원격함체제어시스템

GL-HAMS는
확실한보안성과
폭넓은활용성을

갖췄습니다.



안전하게지켜주는
보안시스템
원격함체제어시스템 GL-HAMS는
기본에충실한보안시스템으로써
불법적인접근으로부터함체를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제품특징

신속한도어열림감지
무인가출입방지시스템

방문없는장애처리!
원격전원제어시스템

GL-HAMS는도어열림을
즉각적으로감지하여사용자에게알려주며,

개폐이력이저장되어
뛰어난보안성을제공합니다.

GL-HAMS는현장방문없이
원격지의 GL-HAMS와연결된장비들을
자유롭게끄거나켤수있는
원격전원제어기능을제공합니다.

GL-HAMS02 Lite: AC 콘센트 2구 제공
GL-HAMS05 Lite, GL-RPM05 Pro : AC 콘센트 5구제공

ON · OFF · RESTART 기능지원
* RESTART : OFF 후 10초경과 뒤자동으로 ON



상황에맞게, 필요에맞게,
번호키도어락제공

일출 · 일몰시간에자동으로!
LED 안내판스마트제어

필요에맞게함체가아닌국사등에서도
활용할수있도록번호키도어락연동

기능을지원합니다.

GL-HAMS는별도의조작없이도일출·일몰
시간에맞게자동으로전면 DC 전원이
끄고켜지는스마트한 LED 안내판제어
기능을지원합니다.

상시 ON · 상시OFF · 자동 모드지원
＊자동 모드 : 일몰 시 ON · 일출 시 OFF

배터리 방전 시비상 전원 가능

손쉬운환경감시
온도 · 습도 · 누수모니터링
GL-HAMS는원격지의온 · 습도를
실시간으로측정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며,
누수발생시빠른감지로위험상태를
전송합니다.

그림3



항목 GL-HAMS02 Lite GL-HAMS05 Lite

제원 (mm) 220 × 200 × 66 440 × 250 × 66

전원입력 AC 220V 전원입력

전원출력
(AC)

전원콘센트 2개
AC 100~220V 15A

전원콘센트 5개
AC 100~220V 15A

전원출력
(DC)

산업용포트 2개
DC 12V 2.5A

도어락 일반형 2EA 또는번호형 1EA

통신 TCP/IP, Bluetooth

기능
원격도어락제어

출력전원 ON/OFF 제어 (AC/DC)
온/습도상태실시간확인

제품사양

긴급상황에도문제없이,
모바일앱제공

Android: API 21 이상 (Jelly Bean)
iOS: 14.1 이상

원격함체제어시스템 GL-HAMS는
통신불가 · 정전등비상시에현장에서손쉽게
GL-HAMS를제어할수있는
모바일앱, HAMS Mobile을제공합니다.



원격함체
제어시스템

무분별하게방치되는함체!
원격함체제어시스템v3.0으로해결하십시오!

보안취약성예방 사회안전망강화

관리비용절감효율적함체관리



주식회사굿링크 www.good-link.co.kr

On Demand IT Solution

본사 경남진주시동진로 307 (구) 상대동 33-171

지사 경남창원시의창구용동로 83번안길 36, 2층 210호

Tel. 055-742-0090

Fax. 055-748-4168

도입고객사

과감한도전정신으로고객의성공을책임지는기업

(주) 굿링크

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조달등록가격

원격 함체 제어시스템 v3.0
(단문형)

4323902 23189192 745,000

원격 함체 제어시스템 v3.0
(양문형)

4323902 23189193 865,000

http://www.good-li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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