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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및 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한 열화상 감지 기능 제공

중앙관리시스템
• Ethernet 통신을통한열화상및실화상감시
• 서버클라이언트시스템활용멀티디바이스모니터링
• 다양한고객요청대응을위한 SW 개발프로토콜제공

현장관리시스템
•이상온도직접알람경보
• RS485 통신을이용한데이터관리 (PLC, HMI) 

 EyeCuriTM시스템 개념도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고효율의 관리 운영 가능

 생산라인의온도이상을감지하여운행이상, 작업자안전경고등을통한부차
적인피해방지가가능하며고단위배전반및분전반의지속감시기능제공

 생산시설물온도이상감지

 생산라인운행모니터링

 생산라인내부속품과열및조정불량같은기구적이상을감지기능제공

 산업전기온도이상모니터링

 고압전기를사용하는다양한산업현장에서생산,공급설비의화재위험감지
관리시스템으로활용가능하며육안으로확인이어려운초기능동대처가능

 보안감시및인원모니터링

 미세한열변화감지를통해공공기관및시설물보안감시가가능하며인원
통제등을위한모니터링기능제공

 대형파이프구조물이상감지

 대형파이프등의흐름이상및상태관측기능을통해공장라인최적화효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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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 보안 구역의 재실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

출입 통제 구역



생산라인 내 부속품

 생산라인 내 부품의 과열 및 조정 불량 같은
기구적 이상을 감지

생산라인주요부품과열모니터링



수배전반

 배전반의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



안전관리 측면 (Safety)경제적 측면 (Economy)

경영적 측면 (Management)업무적 측면 (Business)

• 전담 인력 축소 및 물적 낭비 예방

• 화재 예방으로 인한 손실 예방

• 생산 시스템 관리로 인한 운영 비용 절감

• 원격 관리를 통한 업무 편의 증가

• 중앙 관리 시스템에 의한 다중 시설 감시

• 예방 시스템의 다목적 통합 운영 가능

• 예방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관리

• 확대 적용 가능한 감지 자산 확보

• 운영 효율 증대로 인한 비용 절감

• 시설 내 기자재 상태의 정밀 진단

• 예방적 대응을 통한 화재 발생 방지

• 신속 감지에 의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

 시설 및 설비 관리의 인적, 물적 효율성 증대



본사

부천공장

부설연구소

52, Teheran-ro 13-gil, Gangnam-gu, Seoul 06131, South Korea (HQ)

Seoul National Univ. Biotech Research Center Bldg. 220, Gwanak-ro 1 Gwanak-gu, Seoul, South Korea 
(R&D Lab)

65, Seokcheon-ro, 453 beon-gil, Bucheon-si, Gyeonggi-do 14445, South Korea (Factory)

회사명 주식회사 큐리오시스

대표이사 윤호영

설립일 2015년 1월 22일

법인등록번호 110111-5622801

사업자등록번호 264-81-48780

본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길
52 이레빌딩 06131

직원수 16인 (박사 9인, 석사 3인)

사업분야 바이오 연구 장비
열화상 및 광학기기
의료 진단 기기

기업개요

세계적인테크놀로지기반혁신플랫폼제조기업

다분야기술융합을통해바이오경제를선도하는기업

사람중심의과학기술로삶의질에기여하는사회적동반기업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길 52 이레빌딩 1,2층 I T 02-508-5236 F 02-508-5246 I https://www.curiosis.co.kr/eyec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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