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yeCuriTM 시스템소개

㈜큐리오시스





 스마트 공정관리 구축을 위한 열화상 시스템

“ 생산 시설물 관리 체계 고도化를 위한 “

• 설비 라인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 상,하위 관리 시스템 통합 및 표준화

• 원격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

• 시설물 이상 발생 시 신속 경보/전달

• 생산 설비에 대한 다중 감시 확대

• 관리 전담 인력 부족 해소

• 표준 하드웨어를 통한 유지보수

• 다중 네트워크를 통한 시스템 확장

• DB을 통한 설비 운영 데이터 확보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고효율의 관리 운영 가능

 전지 누전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대형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부차
적인 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고단위 배전반 및 분전반의 지속 감시 가능

 생산 시설물 화재 감지

 생산라인 운행 관측

 생산라인 내 부속품 과열 및 조정 불량 같은 기구적 이상을 감지 가능

 산업전기 이상여부 감지

 고압 전기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생산 및 공급 설비의 위험 감지
관리 시스템으로 활용 가능하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초기 능동 대처 가능

 보안 및 작업자 안전 모니터링

 열변화 감지를 통해 시설 공간 보안 감시가 가능하며 인원 통제 등을 위한 모
니터링 기능 제공

 대형 파이프 구조물 이상 감지

 대형 파이프 등의 흐름 이상 및 상태 관측 기능을 통해 공장라인 최적화 효율 증대



 각종 설비의 열화상 진단
 산업 설비의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를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화상 이미지를 분석, 기자재 발열 형태 및 설비 기자재의 상태를 진단

 설비관리 비용 절감 + 관리업무 효율화 + 설비 Life-Cycle 증가  전략적인 경영관리 제공
 시설관리
 에너지관리
 실시간 설비 상태 모니터링
 모바일 순찰관리

지역
1

지역
3

지역
2

중앙 관제 시스템

지역1 … 지역N  TCP/IP Ethernet 
( PoE 통신 )  

 열화상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 현장 관리 진단 가능



 “스마트” 비접촉 센서 정보를 통해 배기 장치 시스템 적용 가능

전기부품실시간온도측정 배기장치 실시간온도체크 모터실시간온도체크



 비접촉 온도 센서 정보를 통해 조리공정 및 냉장제품 등의 품질 검사 가능

치킨조리자동화공정 햄버거 조리자동화공정 음료 자동화공정사례



 감시 시스템 제안 배경 및 전기 화재 피해 집계 현황

 국내 전체 화재의 약 20% 는 전기적인 문제로 발생

 전기 화재의 경우 사전 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짐

 전기 화재는 짧은 시간에 퍼지는 효과가 있어 초동 진압이 중요

 화재발생 1분 이내 물 1컵으로 진압 가능
 화재발생 2분 이내 물 1 바스켓으로 진압 가능

 화재발생 3분 이후 한 개의 물탱크 필요
(화재 발생 공간의 급격한 온도 상승(600℃) 으로 인한 피해 확산)

출처: 통계청



예방방재 및 조기대응 체계 구축

 물리적 인프라 스트럭쳐 시스템의 화재 감지에 대한 시각적 확인 필요

구축 이점일반 감시 시스템 화재 예방 시스템

• 민감 발열 감지 시스템의 부재

• 각 요소별 감시 카메라를 개별
관리하는 분산형 체계

•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들의 단순
집중 상태

• 다른 규격의 감지 시스템을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으로 통합

• 중앙 관리소에서 여러 구역의
이상 여부를 동시에 감시

• 감시 및 위기 정보 실시간
공유/조치

①화재 조기 발견

조기 대응 체계 구축

②관리 비용 절감 효과

③시설 내 다중 포인트

화재 예방 일원화



주요 사양

열화상 카메라 EyeCuriTM80 (80x60), 160 
(160x120)

CCD 카메라 2M 픽셀 CCD 카메라
(실화상 과 열화상 비교 가능)  

이벤트 출력 지정영역에 온도이상 발생 시 I/O 출
력

다양한 통신 기능
및

관리 SW 

Ethernet (TCP/IP), Modbus 통신
지원, 이벤트 관리 SW 지원

옵션기능

•적외선 감시용 LED  ( Night vision) 
•회전 브라켓 원격제어 지원
•다채널 감시용 서버-클라이언트 프로
그램

정확도
±2°C  or ±2% of reading
(+10 to +100C@+10 to +35 
ambient)

 세밀한 온도 측정 가능
 고해상도 이미지 프로세싱
 통합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

 편의성 높은 HW 설치사용
 신뢰성 있는 독립 전원 장치
 사용환경 내 높은 안정성(온,습도)

 사용자 중심 UI
 다중 네트워크 연결
 멀티 타입 이미지 전송

(열화상, 실화상, 병합)

 주요 특장점

HW

SW

UI



 주요 기능 (차별화 - 1)

주요사양 EyeCuriTM FLIR (외산)

열화상 카메라 80x60 & 160x120 80x60

CCD 카메라 2M 픽셀 CCD 카메라 (1600x1200) 0.3M 픽셀 CCD 카메라(640x480)

열화상/실화상 동시 취득 가능 불가

Modbus 기능 지원 가능
편의 기능 F/W Update를 통한 지원

가능

옵션기능 적외선 감시용 LED  (Night vision) 불가
(별도의 고가 액세서리 방열판, 브라켓)

PTZ (팬틸트 기능) 회전 브라켓 원격제어 지원 불가

국내 점유 사례
한전 지중 송전 전력설비 실시간 지능형 감시

공장 시설물 화재 감시
수배전반 열화상 진단 모니터링

-



고정형 시스템 팬틸트형 시스템



 이미지 구현을 위한 최적화 프로그램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이미지데이터를 수집

 열화상 화면 설정 가능
• Alarm 10개
• Spot온도 10개

 실화상 화면 지원

 Modbus통신
• Alarm설정
• 레코딩 설정

 Alarm설정
 Spot 설정에 따른 실시
간 그래프

 주요 기능 (차별화 - 2)



 주요 기능 (차별화 - 3)

 설정 온도 데이터/열화상 데이터 저장  Alarm설정 온도 데이터 저장
(온도 변화 추이 그래프화 추가)

 열화상 데이터를 저장하여 전용
플레이어를 통해서 재생

CSV파일

열상 온도 값

 동영상 저장 MP4, RTSP 스트리밍



 중앙 및 현장 관리 시스템을 통한 화재 예방 기능 강화

중앙 관리시스템
- Ethernet 통신을 통한 열화상 및 실화상 감시
-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 활용 멀티 디바이스 모니터링
- 다양한 고객 요청 대응을 위한 SW 개발 프로토콜 제공

현장 관리시스템
- 이상 온도 직접 알람 경보
- RS485 통신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PLC, HMI) 

 EyeCuriTM 시스템 개념도



안전관리 측면 (Safety)경제적 측면 (Economy)

경영적 측면 (Management)업무적 측면 (Business)

• 전담 인력 축소 및 물적 낭비 예방

• 화재 예방으로 인한 손실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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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 Description

Function(기능) Passive thermal imaging module

Sensor technology(초점이면 배열) Uncooled VOx microbolometer

Spectral range(파장 대역) Longwave infrared, 8 μm to 14 μm

IR resolution(적외선 해상도) 80 x 60 / 160 x 120, progressive scan

Pixel size(디텍터 피치) 17 μm

Effective frame rate(프레임 속도) 8.6 fps

Thermal sensitivity(온도분해능) < 50 mK (0.050°C)

FOV-horizontal(시야갹-수평) 51°

FIV-diagonal(공간분해능-대각) 63.5°

Depth of field(초점) 10 ㎝ to infinity

Object temp range(측정 온도 범
위)

–10°C to +150°C

Accuracy(정확도)
±2°C  or ±2% of reading
(+10 to +100C@+10 to +35 ambient)

Camera resolution(실화상 해상도)
JPEG output (1600x1200, 1280x1024, 1024x768, 800x600, 
640x480, 320x240, 160x120, 80x60)

Night Vision(야시기능)-옵션 IR LED & NoIR Camera (Option)

Spot measurement(포인트 측정) 10 points

Area measurement(영역 측정) 10 boxes (max./min./average)

Automatic hot/cold detection(설정온도감
지)

Max./min. temperature value & position

Measurement presets(측정 프리셋) Yes

Alarm functions(알람 기능) 10 alarms (max.)

Alarm output(알람 출력) Digital out

Interface(외부 인터페이스) Ethernet / Digital out 2ch (option)

Operating Temp range(사용 온도범위)
-10 °C to +65 °C
-20 °C to +65 °C (with heater option)

Encapsulation(방수,방진 사양) IP 67

Base mounting(장착 사양) 1/4"-20 Tap (or any type of thread : option)

Input Power(입력 전원) AC 100~220

Dimension(외부 사양) 70 x 70 x 90 mm (without connector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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