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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영업 사업 내용 

SI 사업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  H/N(Home Network), 정보통신공사 

•  TTMS(Turnel Traffic Management System) 

•  TGMS(Turnel Group Management System) 

 

•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가입(한국소프웨어산업협회) 

•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유통사업 •  Fly Ash 

• 연소재(탈황석고) 

• 철스크랩(Steel Scrap) 

 

 

자원사업 
•  석회석 원석 채광 및 생석회 생산/공급 

•  현대시멘트㈜, 현대제철㈜ 

투자사업 
•  성우에이엠티 인수 

     차량용 부품 생산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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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 

시 스 템 

사업 내용 

통합 
임베 

디드 

영상 

감지  

번호 

인식 

Auto 
Focus 

Piezo 

프레
임 

그래
버 

IR 
Light 

신호
등 IF 

광축 

센서 

화면 

분할 

개 

발 

완 

료 

루프VDS 

(차량검지기) 
● ● 

영상VDS 

(차량검지기) 
● ● ● 

교통정보수
집 

(AVI) 
● ● ● ● 

통행료 

면탈방지 
● ● ● ● 

다기능단속 ● ● ● ● ● ● ● 

불법주정차 

단속 
● ● ● ● ● ● 

대열차 

화상전송 
● ● ● 

개 

발 

진 

행 

차종별 교통 

정보수집 
● ● ● 

하이패스 ● ● ● ● ● 

이동식  

수배차량  
적발 

● ● ● ● ● ● ● 

비상벨   
시스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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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명 

기술 설명 

통합    통합적인 소프트웨어 구현 및 종합적인 사업관리 

임베디드    RISC기반 

영상감지    차량 및 물체의 검지 및 추적(DSP기반) 

Auto Focus    동영상을 이용한 자동 초점 조절 

Piezo    現 연구과제 수행 중 

프레임 그래버    렌즈 조리개를 자동으로 제어 

IR Light(스트로브)    700nm이상의 적외선 조명 이용 

신호등 IF    전류 및 전압에 의한 검지 방식 

광축센서     TCS, 축중기, 하이패스 접목 기술 

화면분할    4분할된 화면을 사용자 임의의 크기 및 위치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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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실적 

개발기술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지능형프레임 
그래버 

개발완료 
 

도로공사  
축중기  
시스템 공급 

도로공사  
축중기  
시스템 공급 

도로공사  
축중기 및  
면탈 시스템 
공급 

천안논산
고속도로 
공급 

루프식  
교통량측정장비 

  
개발완료 대구부산고속

도로, 진주통영
고속도로 공급 

 

중부내륙, 
대구포항, 
동해고속도
로 등 공급 

영상식 
교통량측정장비 

   
개발완료 도로공사  

공급 

도로공사 공급 

영상돌발시스템 
(지하철) 

  
개발완료 

  

대열차 공간화상
전송시스템 

    
개발완료 
(영상돌발을 
기반으로 함) 
광주지하철 
공급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개발완료 

 

강남구청 공급 
(23식) 

터널내 교통정보 
획득장치 

   
개발완료 

 

대구부산고속
도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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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등록사항 

개발기술 01 02 03 04 05 06 적용기술 분야 

조리개 제어기
능을 갖는  

프레임 그래버 

출원 등록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불법주정차단속
시스템, 도로공사  면탈방지 시스템, 축
중기 시스템 

영상검지기  
제어방법 

등록 

 영상식 교통량측정장비, 대열차공간화
상(Encoder, 영상  돌발, N-DVR) 

고속도로 과적
차량 촬영 시스
템용 원격 모니
터링 시스템 

출원 등록 

 

대열차공간화상 
(영상돌발, 광허브) 

모니터와  
TV화면의 전환 

시스템 

출원 등록 

 

대열차 공간화상(차량용 모니터) 

고속도로 요금 
 정산 시스템 

출원 등록 

 

도로공사 면탈방지시스템 

이동식 수배차
량 검거 시스템 

출원 등록 

 

시스템 개발 중 

터널 내 교통 
정보 획득장치 

 
출원 출원 

 
 

근접지점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시스템 

  

출원 

  

교통관리 시스
템의 무선 모니
터링 시스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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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실적 

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02.04. 도주차량 촬영시스템 공급(55식) 천안논산고속도로 설치 

08. 차량번호 판독기 구매(수배차량 검거 시스템)   

10. 주행차량감지용 K밴드레이다모듈 개발   

2003.08. 차량 축중 검지용 촬영장치 공급   

06. 무인교통감시장치 공급(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청 

12. 승강장 영상돌발상황 자동감시 시스템1식 ㈜포스콘 

2004.05. 중부내륙선 TTMS VDS제어기 공급(5개 터널) 한국도로공사 

05. 대구-포항 TTMS 및 VDS 제어기 공급(5개 터널) 한국도로공사 

05. 승강장 영상돌발상황 자동감시 시스템3식 ㈜포스콘, 지축차량기지  

06. 지축차량기지내 열차 경보장치 설치 ㈜포스콘, 지축차량기지  

07. 차량 번호인식 S/W 사용 라이센스 공급 불법주정차 단속용 

08. 동해선 TTMS VDS 제어기 공급(4개 터널) 한국도로공사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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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05.05. 차량검지기 VDS제어기 76식 공급 대구부산고속도로 

09. TTMS 시스템 공급(5개 터널) 대구부산고속도로 

10. 
TTMS 교통정보수집시스템(TAS) 제어기 공급 
(5개 터널) 

대구부산고속도로 

10. 영상검지기 공급 한국도로공사 

10. 
강남구청 무인단속장비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 공급(23식) 

서울시 강남구청  

11. 대관령지사 영상식VDS영상검지기 한국도로공사 

12. 경남지역본부 루프식VDS 제어기 공급 한국도로공사 

2006.01. 원주지사 영상식 VDS용 영상검지기 5식 한국도로공사 

02. 영상검지기 5식 한국도로공사 

03. 원주지사 영상식 VDS용 영상검지기 3식 한국도로공사 

03. 불법주정차 단속용 Codec 공급 서울시 강남구청  

04. 인천공항주차설비 촬영장치 공급 인천공항관리단 

06. 요금징수설비부품(TTU)용 써멀헤드 공급 한국도로공사 

07. 통행료 면탈방지 시스템 공급(182식) 한국도로공사 

08. 폭우피해 복구용 VDS영상검지기 공급 한국도로공사 

09. 경북본부 루프식 차량검지기(VDS) 공급(52식) 한국도로공사 

공사실적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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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07.02. 광주지하철 대열차화상전송설비 공급(추가분) 광주지하철 

09. 하이패스시스템용 위반차량촬영장치 공급 한국도로공사 

2008.06.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ITS 및 터널(TTMS/TGMS) 구축공사 

1. 면탕방지시스템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 

2. 차량검지기(루프식VD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 

3. 차량검지기(영상식VD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 

4. 터널재방송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TRS(Trunked Radio System)구축 

       무선통신망 구축 

서울춘천고속도로 

5. 터널전광판(VM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 

6. 도로전광판(VM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 

7. 광전송 장비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자가망 구축 및 설비간 통신시스템 구축 

       통신 센터 관통신 구축 

서울춘천고속도로 

공사실적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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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08.08 성우종합건설 춘천거두 아파트 CCTV 설치공사 성우종합건설 

2009.11 
성우종합건설 이천 1, 2차 아파트 공사 현장 감시  
카메라 설치공사 

성우종합건설 

2009.11 성우종합건설 이천2차 아파트 배관,배선 공사 성우종합건설 

2009.11 
성우종합건설 김포 걸포지구 아파트 현장 감시  
카메라 설치공사 

성우종합건설 

2009.03 
한라건설 청주복대동 아파트  

      CCTV, 비상벨,방송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09.0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차량검지기 2식 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2009.0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통신관로 공사 

      중앙선 5.9Km ~ 9.1Km 간 광케이블 및 전기/ 
      통신 관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009.04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 광전송장비 설치 공사 

      교통정보센터, 양산지사, 대동영업소, 현장간  
      광전송장비 설치 및 전송망 구축(RING) 

한국도로공사 

2009.05 
한라건설 남양주 진접 아파트  

      CCTV, 비상벨,방송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09.05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차량검지기 2식 설치공사 한국도로공사 

공사실적 f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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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09.05 
한라건설 여수 웅천 아파트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09.06 
한라건설 대전 서남부 3블럭 아파트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09.0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통신관로 공사 

      광주 ~ 고서간 전기/통신 관로공사 
한국도로공사 

2009.07 

한국도로공사 호남지역본부 광전송장비 설치 공사 

      교통정보센터, 호남본부, 창평영업소, 동광주영업소  

       광전송장비 설치 및 전송망 구축(RING) 

한국도로공사 

2009.10 
한라건설 화성 동탄 오피스텔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09.12 
㈜엠코 고양종합터미널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엠코 

2010.02 
한라건설 인천청라지구 아파트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10.08 

한라건설 현대백화점(대구점) 

      통합배선, CATV(TV공청), CCTV, 방송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공사실적 f e 

P 

P 

P 

P 

P 

P 

P 

P 



www.sungwoo.com 

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10.08. 수석~호평간 고속도로 ITS 및 터널(TTMS/TGMS) 구축공사 

1. 면탈방지시스템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2. 차량검지기(루프식VD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4. 터널재방송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5. 도로,터널전광판(VMS/LCS)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6. 교통개발 S/W 

7. 센터구축 

       센터 전산장비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상황판 설비(인테리어포함) 

       무정전전원장치 

       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6. 전력자동제어 

7. TGMS 

       환기제어시스템 

8. CCTV 제조 및 설치공사 

       전기/통신 공사 포함  

공사실적 f e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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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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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ungwoo.com 

공급일자 설명 운영자 

2010.08 
도로교통공단 

      무인교통단속장비 점검기기 제조구매 
도로교통공단 

2010.08.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ITS 구축공사 

1. 현장설비 

  가. 차량검지기(루프식VDS) 제조 및 설치공사 

  나. 도로전광판 제조 및 설치공사 

  다. AVC(교통량조사장비) 제조 및 설치공사 

  라. 긴급전화 

  마. CCTV ) 제조 및 설치공사 

2. 센터구축 

  가. 센터 전산장비 

  나.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다.상황판 설비(인테리어포함) 

  라.무정전전원장치 

  마.네트워크 및 전기공사 

3. 광선로공사 

  가. 관로공사 

  나. 케이블공사 

  다. 광장비설치공사 

4. 교통개발 S/W 

2011.12 
한라건설 여수 웅천 1단지아파트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2012.02 
한라건설 가산하이힐 신축공사 

      통합배선, CATV(TV공청) 설비 설치공사 
한라건설 

공사실적 f e 

P 



당사보유제품 

1. 루프식VDS(차량검지기) 

2. 영상식VDS(차량검지기) 

3. 교통정보수집시스템 

4. 통행료 면탈방지 

5. 다기능 단속 

6. 불법주정차 단속 

7. Frame Grabber 

8. 번호인식 Library 

9. Digital 4분할기 

10. 차상용 LCD 모니터 

11. 네트워크 DVR 

12. 비디오서버 

13. UPS/배터리(축전지) 

PRODUCT INFO 

www.sungwoo.com 

f e 



1. 루프식 VDS(차량검지기) 

차량감지기(Vehicle Detection System)는 도로상에 설치된 루프센서로

부터 도로를 주행하는 각 차로의 차량을 감지하여 차로별 교통량

(Volume), 속도(Speed), 점유율(Occupancy)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센터로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95%의 검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일반

도로용과 터널용(TTMS) 두 가지로 나뉜다.                                               

 

• 교통량, 평균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 측정정확도 95%이상 

• 사용자 정의에 따른 검출간격 지정 

• 개별차량 교통데이터 축적 유지 관리용 Port제공 

• LCD판넬을 통한 실시간 차로 별 교통정보 확인 

• 최대 10차로(20개 루프센서) 검지 

• LCD판넬(16문자 x 2줄) 

• 12개 키 패드 

• 노면 결빙센서, 온도/습도 센서 등과  연계 가능(선택기능)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GMV300 

GMV300-TTMS 

www.sungwoo.com 



2. 영상식 VDS(차량검지기) 

도로상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여건의 변화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도로측면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각 차로별로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영상을 감지,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교통량(Volume), 속도(Speed), 점

유율(Occupancy) 등 교통자료를 센터의 요구에 의해 실시간으로 전송

하는 시스템이다.  

 

• 교통량, 평균속도, 점유율, 차량길이 

• 측정정확도 95%이상 

• 사용자 정의에 따른 검출간격 지정 

• 개별차량 교통데이터 축적 

• 유지 관리용 Port제공 

• 최대 8차로(20개 루프센서) 검지 

• 노면결빙센서, 온/습도센서등과 연계가능(선택기능) 

• 적용장소 및 시방에 따라 형태 변경 가능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www.sungwoo.com 



3. 교통정보수집시스템(AVI) 

고속도로나 국도에 설치하여 통과하는 차량의 번호를 촬영하고 차량번

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인식된 결과를 중앙 센

터로 전송하여 일정 구간내를 차량이 통과한 시간을 측정하여, 속도 및 

교통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적외선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주간/야간에도 통과차량을 정확히 촬영할 

수 있고, 차량을 검지하는 센서는 루프검지기(매설형센서)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지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라서 비매

설형센서(레이저, 적외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번호인식율 90% 이상 / 오인식율 2% 이하  

• 사용자 정의에 따른 검출간격 지정 

• 개별차량 교통데이터 축적 

• 유지 관리용 Port제공 

• 최대 검지 차로 2차로 

• 영상입력 : 1채널, 디지털(LVDS)영상 

• 영상출력 : 1채널 / 검지정보를 실시간 표시 

• 노면결빙센서, 온/습도센서등과 연계   가능(선택기능) 

• 적용장소 및 시방에 따라 형태 변경 가능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www.sungwoo.com 



4. 통행료 면탈방지 

통행료 면탈방지 시스템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

한 통행료 면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감독케 함으로써 다수 이

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영업질서 확립의 토대를 마련 하는 데 있다. 

이는 영업소 차로에서 발생한 통행원시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 및 차량번

호 인식 알고리즘적용, 자동화 프로세스에 의한 심사대상자료 및 고지자

료 추출, 광대한 통행원시 데이터의 자동관리에 의한 시스템 최적화 등 

최신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면탈행위 차량에 대한 적발 및 예방뿐만 아니

라 TCS(Toll Collection System)의 심사업무지원과 경영자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 자동화 프로세스에 의한 심사대상자료 자동 추출 

• 시스템 감시 프로세스에 의한 강력한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영업소 통행원시 자료 실시간 전송에 의한 심사 업무 효율성 제고 

• 통행권 교환 부정행위 사전 예방으로 통행료 수입 증대 

• 차량번호 및 영상 자료 수집으로 각종 부정행위 추적 가능 

• 근무자 부정행위 예방으로 건전한 직장 풍토 조성 

• 부정행위 근절로 인한 통행료 징수 업무 투명성 확보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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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기능 단속 

고속도로나 사고다발지역에 설치하여 교통법규(속도, 신호, 갓길, 버스전

용차로등)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증거사진을 촬영하는 시

스템이다. 또한 주차장이나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출구에 설치하여 다른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촬영된 영상에서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번호판의 문자인식

을 할 수 있다. 적외선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주간/야간에도 통과차량을 

정확히 촬영할 수 있고, 차량을 검지하는 센서는 루프검지기(매설형센서)

를 이용하여 차량을 검지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필요에 따

라서 비매설형센서(레이저, 적외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번호인식율 90% 이상 / 오인식율 2% 이하  

• 사용자 정의에 따른 검출간격 지정 

• 개별차량 교통데이터 축적 

• 유지 관리용 Port제공 

• 최대 검지 차로 2차로 

• 영상입력 : 1채널, 디지털(LVDS)영상 

• 영상출력 : 1채널 / 검지정보를 실시간 표시 가능 

• 노면결빙센서, 온/습도센서등과 연계가능(선택기능) 

• 적용장소 및 시방에 따라 형태 변경 가능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www.sungwoo.com 



6.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도로를 일정시간 이상 점유(정차/주차)하는 

경우 단속을 수행하며, 음성 방송을 통해 사전 계도를 할 수 있다. 

위반단속은 수동/반자동/자동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반자동의 경우 센

터 운영자가 영상에서 위반 차량을 지정하면 지정된 차량이 확대되어 

자동 표출되고, 번호인식을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 차량검지율 90%이상 

• 번호인식률 90%이상 

• 개별 차량의 위반 증거영상을 사진/동영상으로 데이터 저장  

• 실시간 동영상 모니터링으로 교통관제 기능 제공 

• 카메라가 볼 수 있는 모든 구간(최대±100m)을 360° Pan/Tilt 사용 

  으로 사각지역 최소화 

• 영상입력 : 1채널, MPEG2/MPEG4/MJPEG 

• 음성출력 : 최대 8채널 

• 적용장소 및 시방에 따라 형태 변경 가능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www.sungwoo.com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설치 예 

6. 불법 주정차 단속 

www.sungwoo.com 



7. Frame Grabber 

• 높은 품질의 고해상도 칼라 또는 흑백영상을 카메라로부터 전송  

  받아 PCI 버스를 통해 전송하는 Board이다. 

 

• 디지털카메라의 영상을 capture 해서 비디오 메모리에 저장하며  

  영상신호에 사용되는 최대 클럭은 40MHz이다. 

 

• 외부 컨트롤 신호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외부 shutter 신호  

  에 의해서도 영상을 그랩할 수 있고, 조명(스트로브) 신호 및 기타  

  필요한 제어신호 출력도 가능하다. 

 

• 2Mbyte의 비디오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PCI bus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초당 전송률은 132Mbyte/sec이다.  

 

• 렌즈의 조리개를 제어하는 신호를 출력하는 기능과 아날로그 NTSC  

  영상 출력 기능이 있어 지능형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분야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카메라( TAKENAKA, PULNIX, IKEKAMI,  

  BASLER 등)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며, 디지털카메라와의 연결을 위해    

  44핀 DB 커넥터(female)를 사용으로 카메라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제품 개요 

www.sungwoo.com 



제품사양 

응용분야 

•  PCI v2.1 compatible 

•  10/8bit RS-422 digital camera interface 

•  2 external trigger inputs 

•  1 trigger output for a strobe triggering 

•  Iris control output signal 

•  1 NTSC/PAL composite video output 

•  GPIO 

•  고속도로 도주차량 촬영 시스템 

•  고속 축중 시스템의 영상 촬영 장치 

•  속도위반 / 전용차로 단속 장비 

7. Frame Grabber 

www.sungwoo.com 



8. 번호인식 Library 

자가용 승용차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교통 민원 처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민원을 전산으로 처리하려면 차량의 번호를 사람이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G-LPR은 차량의 영상에서 자동

으로 번호판의 위치를 찾아내고, 차량 번호 전체(지역, 문자,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결과를 문자로 출력하는 소프트웨어이다. 

 

 
펜티엄II 300MHz, 32MB 메모리 이상 
 
 
 

• 무인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 

• 무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시스템” 

• 자동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 

• 자동 주차장 요금 정산 시스템” 

 

 

 

 

제품 개요 

프로그램 사양 

 응용분야 

 번호인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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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igital 4분할기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특수 제품으로, 4개의 입력 영상을 4분할 

화면으로 모니터를 통해 디스플레이 하고, 모니터에 출력되는 4개의 

영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크기 및 위치의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Dual 

LAN을 채택하여 별도로 운영되는 각 열차의 네트워크 망과 센터 네트

워크 망의 통신이 가능토록 하였다. 

 

• NTSC 기준으로 최대 720 x 480(D1)의 고해상도 화질 구현  

• PAL 기준으로 최대 720 x 576(D1)의 고해상도 화질 구현  

• 실시간 OS (Real Time Operation System) 적용으로 높은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별도 라우터 장비 없이 가상망과 실제망 연계기능 

•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 지원 

  - 사용자 임의로 영상의 위치 및 크기 조정 

• One Board 기반으로 시스템 소형화 및 경량화 

• 날짜 및 시간 등의 한글 OSD 지원 

•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격지 Management 기능 

  - IP 공유 기능/NAT/PPPoE/DHCP 

  - DMZ/Virtual Server 

  - Web-Based Configuration  Hardware Watchdog  

  - 외부환으로 시스템 충격시 자동복구 및 재부팅으로 돌발 상황  

    발생시 최적대응 

시스템 개요 

특징 및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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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상용 LCD 모니터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개발된 특수 제품으로 열차 기관실에 설치하여 

열차로 전송되는 영상을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제품은 철도관계자 및 열차생산업체와 협의를 통해 철도사업에 맞

게 최적으로 설계되었다. 열차에 설치되는 특성상 강한 진동 및 충격

에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며, 제품을 초경량화하여열차내(기관실) 플라

스틱 소재의 벽면에 설치하여도 벽면에 무리 및 손상이 전혀 없다.  

(국가공인기관 진동테스트 통과 : 인증항목-KSR9144_B)  

 

 

상하좌우 176도의 시야각 

GMD-150은 Super IPS의 판넬을 사용하여, 어느 위치에서나  또렷한 

이미지를 전달 

 

선명한 화질 제공 

화면을 눌러 보았을 때, GMD-150는 번짐 현상과 화면 왜곡이 적어 더

욱 깨끗한 화질을 제공 

 

열차에 설치되는 특성상 진동 및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작동 

국가공인기관 진동테스트 통과 : 인증항목-KSR9144_B 

 

모니터를 초경량화 하여 열차내 설치하여도 설치면에 무리가 없음 

철도관계자 및 열차제작업체와 협의 통해 개발한 철도사업 

(대열차 화상전송설비) 전용 장비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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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네트워크 DVR 

•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시스템  

• 최대 64 채널 네트워크 저장 (64IP INPUT MAX)   

• 16채널 Analog 영상 동시 저장(Hybrid)   

•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 다양한 외부 인터페이스 SCSI, USB, Ethernet*2ea  

• IR Remote Controller 장착  

• 최대 16ch 동시 120fps 검색 구현  

• ALL HDD 전면 패널을 통한 교체 및 장착  

 

특징 및 장점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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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디오 서버 

• 네트워크 기반의 멀티미디어 전송   

• 1채널 카메라 동영상 디스플레이   

• 1채널 양방향 음성 지원   

• 멀티코덱 기반의 고속 고화질 영상 전송   

•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 원격녹화 S/W 지원 가능  

• 비상시 자체 백업전원에 의한 내장 HDD,USB,CF 매체를 통한  

  데이터 저장 (약 90분)  

특징 및 장점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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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수첩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엔지니어링사업자 회원수첩 

• 전기공사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 수첩 

•소방시설업 등록증 

• 특 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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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실시권자 :  (株)星宇曉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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