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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방재 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지능형 방재 시스템은 기존의 방재 시스템과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합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

을 더욱 완벽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CCTV 카메라에서 전송 되어 오는 실시간 영상을 분석하여 불꽃 및 연기를 감지할 수 있어, 센서까지

도달하기 전에 우선 감지가 가능하다. 또한 영상을 통해 광범위 영역 감지가 가능하다.

실시간으로 발생 된 화재 이벤트를 자동감지 하여 알람을 발생시켜 통합 서버 화면에 이벤트가 표

시 되고, 발생 된 지도 화면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팝업 되어 표출 된다.시 되고, 발생 된 지도 화면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팝업 되어 표출 된다.

또한 운영자가 부재 중이더라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PP)에서 알람을 받고, 실시간 영상을 확인

할 수 있어 사용자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아도 화재 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실제 화재 유무를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오작동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치를 줄일 수

있다.

불필요한 감시 인원, 그리고 불필요한 후속 조치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및 화재로

인한 재산/인적 피해를 줄여 줄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지능형 방재 시스템

Ø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
한 선명한 감시

Ø 영상 확대만으로도 이벤
트 상황 확인 가능 Ø 아크, 스파크 감지

Ø 과전압, 과전류 감지

Ø 화재, 불꽃 감지

지능형 방재 시스템 개념도

시스템 개념도

기본 방재
시스템지능형 방재 시스템

Ø 실시간 영상 분석

Ø 다양한 이벤트 필터링

(불꽃, 연기, 거동 수상자)

Ø 이벤트 원격 전송

Ø 실시간 이벤트 감시 및
처리

Ø 이벤트 실제 발생 유무
확인

Ø 유관기간 연계 및 조치

시스템



지능형 방재 시스템 특징

시스템 특징

불꽃, 연기, 습도 및 온도 센서등과 연계하여 통합 경보

시스템을 구축

방재 및 방범 시스템을 동시에 운영 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음

이벤트 발생 시 영상 팝업, 경고음 송출 및 원격지 이벤트

알람 (스마트폰 푸시 알람, 이메일 등)

이벤트를 실시간 영상으로 화재 여부 확인 후 조치 가능이벤트를 실시간 영상으로 화재 여부 확인 후 조치 가능

영상을 통한 실시간 불꽃 및 연기 감시

신속한 상황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카메라 영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광범위 감시가 가능함

기존 CCTV 시스템과 연동 가능

기존 CCTV 카메라를 사용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다양한 영상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이상 상황 감시 및 실시

간 감지 (배회자, 무단투기물, 도난 감지 등)



지능형 방재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

유관기관 연계

카메라

현장시스템
상황 모니터 (실시간 모니터링 및 감시)

경찰서,소방서

알림 시스

템을 통한

유관기관

자동 연계

카메라를 통한

영상 분석 및

자동 추적 시스템 구축 상황
발생

통합서버

지능형

영상분석서버

비디오서버

영상
표출

영상저장서버

지능형 방재 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전송망

관계기관

이벤트
자동확대

표출

이벤트
자동확대

표출

E-Map
발생위치

표출

E-Map
발생위치

표출

화재발생(지역#10)

운영자 호출

불꽃 & 연기 감지기

스마트폰
푸시알람



지능형 방재 시스템 제품

통합 관리 서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 및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로, 지능형

영상분석서버에서 전송 되어 오는 이벤트를 화면 상에 표시해 준다.

또한 실제 이벤트 발생 지역을 지도상에 표시 해 주고 해당 위치의

영상을 팝업으로 표출하여, 실제 이벤트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다.

이벤트는 유관기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전달 되어질 수 있어, 

통합 관리 서버 사양

채널 수 최대 32 채널

CPU 인텔 i7 쿼드 코어

RAM 8GB

저장 공간 1TB

OS MS Windows 7

이벤트는 유관기관으로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전달 되어질 수 있어, 

신속한 상황 조치가 가능하다.



지능형 방재 시스템 제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지능형 방재 시스템 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APP)

을 제공하며, 이벤트 발생 시,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알

람이 발생 된다.

실시간 알람에는 이벤트 발생 장소 및 이벤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어, 정확한 인지가 가능하다.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인지하고, 어플리케이션

에서 최대 9분할로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가에서 최대 9분할로 직접 영상을 확인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내에서 PTZ 카메라를 동작하여 주변을 모니터

링 할 수 있다.

원격지에서 센서 ON/OFF 컨트롤 가능하여, 장소에 상

관없이 편리하게 운영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 내에 긴급 통화 버튼이 있어 신속하게

유관기간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112, 119등)



지능형 방재 시스템 제품

지능형 영상 분석 서버

출입자 감지

도난 및 투기 감지

배회자 감지

역주행 감지

불꽃 연기 감지

지능형 영상 분석 카메라의 영상을 첨단 지능형 영상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상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통합서버로 해당 이벤트를

전송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경보를 발생시키고 이벤트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서버이다.

지능형 영상 분석 서버 사양

채널 수 최대 16 채널

CPU 인텔 i7 쿼드 코어

RAM 8GB

저장 공간 1TB

OS MS Windows 7



지능형 방재 시스템 제품

감지 센서

단위공간 (방, 사무실, 복도 등) 천정에 부착하여 화재/방범 징후 감지

시, 경보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

이동형 센서노드와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이동형 센서노드의 위

치를 인식하여 위치정보 제공

구분 세부 사양

MCU CC2530

감지센서 불꽃 (UV), 연기 (이온화식), 온도 (NTC 써미스트), 적외선 (PIR)

통신방식 ZigBee, IEEE802.15.4 MAC, RS-485

규격 100 x 100 x 51.3 (mm)

전원
상시 전원 12VDC

비상시 전원 AAA Bettery 4EA 6V DC (1,400mAh)

기타 센서부 탈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