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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요








TBT는 스피드 돔, 듀얼 PTZ 열화상 카메라 전문 제조 회사
일본, 유럽, 러시아, 사우디 등 해외 수출 전문기업
열화상 카메라의 전 제품 자체 생산 라인업 보유
열화상 카메라 내구성 성능테스트 국제기준 통과
세계 최초 열화상 카메라 부분 IP68 등급 획득
국내 최초 장거리용 냉각형 열화상 카메라 개발 완료, 해외 수출
국내 최초 HD급 열화상 카메라 개발완료 (비냉각형 부분)

인증







2007년
2008년
2011년
2013년
2013년
2014년

수상이력





2006년
2007년
2008년
2011년

경기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대한민국 수출 강소기업 인증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클린 사업장 인증(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위험성평가 그린사업장 인증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3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500만불 수출의 탑 수상
우수 수출중소기업인 상 (대통령직속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1000만불 수술의 탑 수상

회사 소개
티.비.티.(주)

www.tbtsys.com

소프트웨어 개발 이력
 2014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재난감시 통합 소프트웨어 개발.
 2014년 열화상 카메라 영상분석 소프트웨어 Virtual Fence 3.0 개발.
 2014년 실시간 재난통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2015년 열화상 카메라의 화재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2017년 iNVR (tNVR) “재난감시시스템” 1등급 GS인증 획득

업무 협약 (MOU) 체결 이력
 2015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력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전력)
 2015년 사물 인터넷 기반의 재난대응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LG U+)
 2015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극장시설 안전관리 기술 (CGV)
 2015년 대형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적용 기술 (삼성전자)
 2015년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U-CITY 방범 시스템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년 해상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신안군청)

 2015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포스코ICT)

왜 열화상카메라/센서 인가?

 현황

 열상 카메라/센서를 활용하면,

 산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운용되고 있음



온도 기반의 영상감시가 가능
(넓은 영역 동시 감시)



이상 고온 등의 화재 발생 전 이상 징후 포착
가능하고, 화재 발생의 경우 신속한 대응 가능
(소방 시스템 연동)



발화원인 확인 가능 (원인규명, 재발방지)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예측관리 가능
(보수 및 교체시기 예측)

 방대한 위험 포인트에 대한 세심한 관리
가 필요하나 센서나 정기적인 점검 등의
방법으로만 관리되고 있음
 대부분의 현장에서 화재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대형 공장의 재난 사례
 대형 공장 화재 및 유독물 유출 사고 최근 사례
연도
2015

2014

2013

2014

2013

2012

명칭

원인

비고

태양산업

전기장치 누전 추정

재산피해 19억, 8개동 전소

지식산업센터

옥상 집진기 화재

한화빌딩

옥상 실외기 과열

옥상시설물 전소

삼성디스플레이

옥상 배기장치 과열

1억2천만원 추산

㈜디피에이

화학물질 반응 화재

제조공정실 전소, 오염수누출

모베이스

화학물질 반응 화재

생산공장 전소

아모레 퍼시픽

물류창고 전기누전

창고동 전소

금호타이어

물류창고 발화추정

창고동 전소, 오염수 누출

삼성SDS

정전압설비 과부하

-

삼성전자 기흥

옥상 집진설비

-

SK하이닉스

배관시설 과열

재산손실 5천억원, 생산차질 5천억원

SK하이닉스

이산화규소

부상 2명

코스모화학

황산누출

부상 1명

㈜후성

불산폭팔사고

사상 5명

GS칼텍스

기름유출

부상 1명, 진료 340명

빙그레

암모니아 유출

사망 1명, 부상 2명

현대제철

고로가스 질식

사망 1명

현대그린파워

고로가스 질식

사망 1명, 부상 8명

로켓트베터리

황산누출

부상 2명

삼성전자

불화수소

사망 1명, 부상 4명(1월); 부상 3명(5월)

SK하이닉스

염소가스

부상 4명

청주,㈜지디

불화수소

부상 1명

웅진폴리실리콘

염화수소

부상 2명

휴브글러블

불화수소

사망 5명, 부상 18명

삼성디스플레이 화재
(옥외 배기장치 과열)

SK하이닉스 화재
(배관장치 과열)

삼성SDS 화재
(전기장치 과열)

기존 화재탐지 방식의 한계

 연기감지기 : (공인시험)
화재탐지시간 2분 31초

 화재탐지기 : (공인시험)
화재탐지시간 4분 11초
실내/근거리 화재탐지만 가능
고장유무 파악이 불가
화재발생 이후만 탐지 가능

 휴대형 열화상 카메라
•
•
•
•

전기장치 및 배관 안전성 평가를 위해
최근 수요 증가
온도기반 모니터링 방식으로 시설물
예방관리에 효율적
관리 포인트가 많아 측정 오류
가능성, 통계 관리의 어려움
24시간/365일 모니터링 어려움

 불꽃 감지기
불꽃(화염)의 발생유무 탐지 방식
감시거리 및 반경 좁음 (10m 내외)
효율적 감시 위해 많은 수량 필요
고장 유무 판단이 어려움
수량이 많아지면 유지관리 어려움

 CCTV에 의한 화재탐지
CCTV 영상의 프로그램 분석 방식
흰색 = 연기, 붉은색 = 화재 등 색에 의
한 영상분석 기법 적용

오탐이 많고 야간에는 탐지 불가능
한때 유행, 현재는 적용하지 않음

열화상카메라/센서의 등장

비접촉식 온도계

(기존 방식의 단점 최소화, 장점 극대화!)

고화질 CCTV

열화상 카메라 / 센서

용도별 Smart Factory Solution Lineup
구분

열화상
카메라

열화상
센서

제품

용도

특징

설치 사례

듀얼(실상+열상) 헤드 PTZ
 IABD, IAHD
 실외 온도 감시용
 전체 조망, 여러 곳을
지정하여 감시 가능








근/중/장거리용
720 x 480, 1280 x 720
-20~120℃, 0~650℃
Preset 지정 기능
360º 무한회전
1m ~ 2Km 탐지






삼성전자
영동에코발전
포스코 2열연
지자체 산불감시 외

열화상 고정형
 IASW, IAHW
 실내/외 온도 감시
 선택 집중 관리용






근/중거리용
720 x 480, 1280 x 720
-20~120℃, 0~650℃
1m ~ 1Km 탐지







LG화학
삼척그린파워
포스코 형산발전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 외

실내 근거리용
 IASW-M
 전력선 트레이 등
근거리 피사체 감시







근거리용
160 x 120
화각 (H)60° x (V)45°
-20~250℃
10m 이내 탐지





LG화학 여수, 대산
한화케미칼 여수
포스코 외

배전반 내부 감시용
 S-DBI*
 전력선 트레이, 배전반 내부
등 근거리 피사체 감시







근거리용
32 x 24
화각 (H)110° x (V)75°
-20~300℃
5m 이내 탐지





삼성 광주 공장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금호아시아나 본관 외

*Sensor for the distribution board inside

탐지거리/용도/사례별 제안 제품
 듀얼 (열상+실상) 헤드 PTZ 카메라

1

열화상 해상도
720 x 480 (IABD), 1,280 x 720 (IAHD)

2

실화상 해상도
1,920 x 1,080 2Mega Pixels 30X Zoom

3

Main Body / Pan, Tilt Mechanism
360° 무한 PAN/TILT

4

온도 측정 범위
-20 ~ 120℃ or 0~650℃

5

Lens Option
11mm, 20mm, 35mm, 60mm

6

Preset 기능
최대 165개 프리셋 지정

탐지거리 2Km 이내

 용도
- 옥상 등 실외의 각종 배관 및 변압기와 같은 주요설비 온도 모니터링
- 공장 주변 및 발화 위험 구간 탐지
 설치 사례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배관 모니터링
- 영동에코발전 저탄장 온도 모니터링
- 포스코 2열연 전기실 설비 모니터링
- 지자체 (과천, 수원 등) 산불감시 모니터링

탐지거리/용도/사례별 제안 제품
 고정형 열화상 카메라

1

열화상 해상도
320 x 240 (IASW), 640 x 480 (IAHW)

2

온도 측정 범위
-20 ~ 120℃ or 0~650℃

3

Lens Option
11mm, 20mm, 35mm

 용도
- 실내/외의 각종 설비 및 보일러, 변압기 등과 같은 주요설비 온도 모니터링
- 작업장 및 화재 위험 구역 선택 집중관리
 설치 사례
- LG화학 여수공장 변전실내 화재 모니터링
- 현대제철 냉연 작업장 화재 모니터링
- 포스코 형산발전소 보일러 과열 모니터링
- SK에너지 촉매배관 온도 모니터링
- SK이노베이션 154KV 변압기 온도 모니터링 등

탐지거리 1Km 이내

탐지거리/용도/사례별 제안 제품
 실내 근거리용 열화상 카메라

1

열화상 해상도
160 x 120

2

온도 측정 범위
-20 ~ 250℃

3

화각
(H)60° x (V)45°

탐지거리 10M 이내

 용도
- 실내 약 10M 이내의 설비 또는 전력선 트레이 등의 온도 모니터링
- 협소한 공간의 화재 위험구역 선택 집중관리
 설치 사례
- LG화학 여수공장 변전실내 화재 모니터링
- LG화학 대산공장 전력선 온도 모니터링
-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전력선 온도 모니터링
- 포스코 2후판 지하컬버트 트레이 화재 모니터링 등

탐지거리/용도/사례별 제안 제품
 배전반 내부 감시용 열화상 센서

1

열화상 해상도
32 x 24

2

온도 측정 범위
-20 ~ 300℃

3

화각
(H)110° x (V)75°

탐지거리 5M 이내

 용도
- 배전반 내부 약 5M 이내의 구성 부품 등의 온도 모니터링
- 주요 부품 및 접합부 등 발열 위험부분 집중관리
 설치 사례
- 현대아울렛 김포 배전반 온도 모니터링
- 한전 구로변전소 배전반 온도 모니터링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배전반 온도 모니터링
- 금호아시아나 본사 배전반 온도 모니터링 등

열화상카메라 시스템 구성도

인트라넷
스마트 화재속보기

스마트폰

온도모니터링 프로그램 – tNVR Enterprise
 제품 특징
•
•
•
•
•
•
•
•
•
•
•
•
•

1등급 GS인증 획득
최대 16채널(Server) / 최대 36채널(Client) 모니터링
전 채널 Full-HD Real-Time 30fps 녹화
전 채널 온도 모니터링 및 데이터 저장기능
각 채널별 2단계 온도관리(알람, 경고) 기능
온도데이터 기반 온도 트렌드 관리(Profile Graph)
역재생 시 Full 프레임 재생 및 채널간 동기재생
HDD 단편화 저감기술 적용으로 HDD 내구성 향상
중계서버 기능으로 다중 Client에서 모니터링 지원
USB 3축 컨트롤러 연동기능
원격 DIO 접점 제어기능
ONVIF Protocol 지원
원격지 모니터링 RemoteViewer (Option)

스마트 화재감시 관제 HMI
 제품 특징
•
•
•
•
•
•
•
•
•

다수의 tNVR 서버 온도데이터 및 이벤트를 통합관리
설치환경 및 고객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제한된 망내에서 망부하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성
카메라 외 다양한 센서 추가 구성
온도이상 감지 알고리즘을 통한 조기 경보
e-Map 기능으로 카메라 위치정보 단순화
온도 데이터 리포트 기능
온도데이터 및 영상 백업 기능
기타 센서들의 이벤트도 수신가능

열화상센서와 고체에어로졸을 결합한 자동소화 시스템

USB

열화상센서

화재감지시 분사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제어 출력

제어 출력

온도 표시 LED 및 경광등

자동소화 시스템 구성도
<자동소화 시스템 개별구성가능>

<서버구성 시 옵션 구성품>

고체에어로졸 소화기

인터넷 연결시
스마트폰 연동

경광등
모니터링서버

인터넷

인터넷 미연결시
스마트폰 연동

인트라넷

WCDMA

스마트 화재속보기

고체 에어로졸 소개
 고체 에어로졸 제품 특징

실내 산소농도 유지

가스누수 전혀 없어 유지관리비 절약
사후 관리 간편
뛰어난 소화 효율( 청정 소화약제의 약1배 )
잔유물 및 장비 2차 피해 없음

소화약제
소화약제( K₂CO₃, KNO₃)

화약 성분 없음 : 세계 특허
독성 물질, 부식 성분 없음
ODP,GWP “0” 친환경
진동, 열에 강함

사용수명 15년 이상

설치 및 이동 간편
국제인증( UL, ISO, kiwa, CE)
국내인증(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

냉각제
냉각제(세라믹 소재)

열에 용해 안됨
냉각 및 소화 능력 뛰어남
잔유물 없음

스마트 화재속보기 소개

방폭형 (Explosion Proof Type) 열화상 카메라 소개
 열화상카메라 기반 내압 방폭형 화재감지 시스템
•

내압 방폭 등급 및 인증: EX d IIC T6 Gb (IECEx, ATEX, KCs, NEPSI)

•

분진 방폭 인증 및 방진방수 등급: EX tb IIIC T85℃ Db, IP67

•

동작 온도 : -40°C ~ +67°C

•

렌즈 윈도우 열선 장착

•

Fan/Heater 장착

•

내구성 강한 SUS 316L 재질 사용 (전해폴리싱)

•

멀티 프로토콜 리시버 장착

•

Pan : 360° 연속회전, Tilt : ±90°

•

Pan/Tilt Speed : 0.5 °/sec ~ 60°/sec

•

Preset 정밀도 : Max. ±0.1°

•

RS-485 통신 제어

•

Preset 설정 : 최대 128 point

•

케이블 인입단자 : 1 개소 (NPT ¾”)

•

와이퍼(Wiper) 장착

•

Thermal Imaging Part : 720 x 480 (NTSC : 60Hz (30fps))
(11mm, 19mm, 35mm, 60mm Lens)

•

Temp. Range : -20 ~ 120℃

•

Lowest NETD : 40mk

•

Normal Imaging Part : 2Mega Pixels (Full HD), 20X Zoom Camera

All About Thermal Imaging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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