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ative Leader in FLAME DETECTOR

(주)도요테크놀러지



불꽃감지기의 새로운 혁신!
도요테크놀러지만의 차원이 다른 혁신, 지금 비교해 보십시오.

혁신적인
기술력

기존에 실현하지 못한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입니다.

판매, 설치, A/S 모두
고객불만 ZERO 정책이

기본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최고의 불꽃감지기를

제공합니다.

고객만족
지원정책

합리적인
가격

단통신 접점 방식을
개선한 설계기술 

RS232, RS485, 4-20mA, 0〜5V,
COM/N.O방식의 일체형 설계

화재 감시판별 알고리즘
기능확장을 위한

메모리공간 확보의 혁신적 설계

통신과 화재연산을

교차방식으로 사용시, 

발생되는 화재데이타 미인식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

단일 감지거리 기능을 벗어나
거리별 2단계 감지 기능 확보 

(UV/IR 20-30M, IR3 30-50M)

감지기의 안정성 및 처리속도의 

혁신을 이룬 설계

기존 IP모듈 적용시

호환성 취약 부분을

100% 개선한 설계 적용

감지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FAULT 릴레이 접점 기능 확보

감지기 시야각의

확장성 확보

다통신 일체형 설계 
(통신방식의 확장성)

메모리기능의 혁신
128Kb

별도의 2중
DUAL CORE MCU 장착
(통신기능 멀티태스킹 구현)

다중감도 시스템 적용

MCU 장치의
32BIT 설계

IP모듈 적용시 
전제품 100% 호환성 확보

FAULT 릴레이
접점 기능 확보

감지기 시야각 100도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화재발생 즉시
화재알람 생성으로 화재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처 가능

CCTV형 감지기의 모바일 화재알람 구현

화재 감지는 기본이며 CCTV기능을 추가하여 일체형 설계 
(UV/IR CAM형 30M, IR3 CAM형 50M)

불꽃감지기와 CCTV기능의 일체형 설계

설치현장에 맞는 설계를 무료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고객님의 현장에 꼭 맞는 불꽃감지기 설치 설계를 해 드립니다.

맞춤설계

서비스
전제품 생산자 책임보험 가입(P/L보험)

최고의 제품을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안심
서비스

제품 생산자 
책임보험가입

(P/L보험)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 출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는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를 경험하세요.

24 0 1

국내최초! 

자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적용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

CCTV와 불꽃감지기 별도 설치의 불편함을 해소

CCTV와 불꽃감지기가 동시에!

화재 감지 알림을 휴대폰으로 바로바로! 
CCTV 기능이 탑재된 도요테크놀러지의 불꽃감지기는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확인 및 

화재발생 즉시 화재알람 생성으로 화재 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설치 실시간으로 감지 및 확인 화재 발생 시 불꽃감지기
화재 발생 감지 즉시 모바일 알림

전국 모든 PC에서

확인 가능

24시간 국내,외 어디서나

IOT CCTV 감시시스템 

월 유지비(유. 무선 사용료)

ZERO

브라켓 일체형으로

설치, 시공이 간편; ; ;

핸드폰 24시간 감시 및

알람 동영상전송

이메일 알람 및

화재동영상 전송

Full HD급 화질

2메가 픽셀

시야각 100도

감지거리 30M / 50M

CMS 방식

멀티 모니터링

화재 전,후

녹화기능

DVR 화재수신기

CCTV 불꽃감지기

감시 전용 모니터 & PC 방재실 화재감시

기존 CCTV 감시 시스템 기존 화재 감시 시스템

화재 감시 전용 DVR

IOT기반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  시스템



제품 특징 제품 특징제품 사양 제품 사양

DYM30-CAM-GE DYM50-CAM-GE
I   UV/IR CCTV    I  일체형 불꽃감지기 I   IR3 CCTV   I  일체형 불꽃감지기 

화재발생시 빠르게 반응하는 UV 불꽃감지기의 기능과 적외선 파장을 감지하는 IR 

불꽃감지기의 기능에 HD급 2MG CCTV를 접목시켜 화재전•후 녹화기능 및 화재위험지역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입니다

화재발생시 화원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파장을 감시하는 적외선3파장 IR3 불꽃감지기에  

HD급 2MG CCTV를 접목시켜 화재전•후 녹화기능 및 화재 위험지역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입니다

• 화재위험지역에 HD급 화질의 CCTV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 자외선 및 적외선 센서를 적용해 오작동에 의한 비화재를 

최대한 배제시킴

• 화재발생시 화재전•후 상황의 녹화기능으로 화재원인, 

분석 및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화재시스템 적용 

• CMS 방식을 통한 멀티 모니터링이 가능함

• 브라켓 일체형으로써 설치각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누구나 원하는 각도로 쉽게 설치가 가능함

•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화재발생 즉시 화재알람 

생성으로 화재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처 가능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 화재위험지역에 HD급 화질의 CCTV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화재예방시스템 구축 

• 적외선3파장 센서를 적용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킴

• 화재발생시 화재전•후 상황의 녹화기능으로 화재원인, 

분석 및 진단을 정확히 할 수 있는 화재시스템 적용 

• CMS 방식을 통한 멀티 모니터링이 가능함

• 브라켓 일체형으로써 설치각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누구나 원하는 각도로 쉽게 설치가 가능함

• 핸드폰으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화재발생 즉시 화재알람 

생성으로 화재원인 분석과 신속한 대처 가능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자외선식 복합형, CCD 

감지거리 30M

시야각 10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3M 이상

사양전원 DC 24V

카메라 화질 HD급 2메가픽셀 (아날로그 방식)

사용온도 -20℃ ~ 80℃ 

크기  62㎜ × 62㎜ × 126㎜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출력신호 릴레이접점식(COM, NO), 0 ~ 5V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식, CCD 

감지거리 50M

시야각 10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3M 이상

사양전원 DC 24V

카메라 화질 HD급 2메가픽셀 (아날로그 방식)

사용온도 -20℃ ~ 80℃ 

크기  62㎜ × 62㎜ × 126㎜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출력신호 릴레이접점식(COM, NO), 0 ~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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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특징제품 사양 제품 사양

DVR(4CH)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 DVR

화재발생시 화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에서 수집하여 화재장면을 

영상으로 저장과 동시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의 핸드폰으로 영상 및 문자 발송, 

이메일로 화재 정보 영상을 발송하는 4CH DVR 입니다.   

• HD Analog camera 자동 인식

 (1080P, 720P, 960H, TVI-3M/4M 카메라 연동가능)

• 4K Ultra HD 영상(3840x2160) 출력 8/16ch

• Full HD 리얼타임 녹화 & 재생

• H.264 하이 프로파일 녹화기

• 4/8/16개의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출력 지원

• Spot Out, HD Output, VGA를 통한 영상 출력 지원

• 레코딩 모드, 매뉴얼, 풀타임, 스케줄, 모션 디텍션 기능

• 하드 및 USB3.0/2.0 구동을 위한 SATA 통신

• PTZ 컨트롤을 위한 RS485 통신

•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Mobile / 푸쉬 알림)

• UTC 기능 지원 

• 듀얼 스트리밍

• 2배, 4배, 8배 줌 기능

• 시퀀스 ON/OFF(시간 차 영상 로테이션)

• HD Analog camera 자동 인식

  (1080P, 720P, 960H 카메라 연동가능)

• 4K Ultra HD 영상(3840x2160) 출력 

• Full HD 리얼타임 녹화 & 재생

• H.264 하이 프로파일 녹화기

• 32개의 BNC 케이블을 통한 영상 출력 지원

• Spot Out, HD Output, VGA를 통한 영상 출력 지원

• 레코딩 모드, 매뉴얼, 풀타임, 스케줄, 모션 디텍션 기능

• 하드 및 USB3.0/2.0 구동을 위한 SATA 통신

• PTZ 컨트롤을 위한 RS485 통신

•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Mobile / 푸쉬 알림)

• UTC 기능 지원 

• 듀얼 스트리밍

• 2배, 4배, 8배 줌 기능

• 시퀀스 ON/OFF(시간 차 영상 로테이션)

사이즈, 채널 1U, 4CH

Decoder TVI+AHD+960H+CVI

녹화 및 재생속도@1080P 240/200fps

녹화 및 재생속도@720P 240/200fps

비디오 입력단자 8EA

SATA INTERFACE 1EA

USB 2.0 X 1,  3.0 X 1

HDMI, VGA YES

RS-485 2EA (PTZ, Keyboard Controller)

사이즈, 채널 1U, 6CH

Decoder TVI+AHD+960H+CVI

녹화 및 재생속도@1080P 480/400fps

녹화 및 재생속도@720P 480/400fps

비디오 입력단자 32EA

SATA INTERFACE 4EA

USB 2.0 X 1,  3.0 X 1

HDMI, VGA YES

RS-485 2EA (PTZ, Keyboard Controller)

DVR(16CH)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 DVR

화재발생시 화원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CCTV 일체형 불꽃감지기에서 수집하여 화재장면을 

영상으로 저장과 동시에 IOT 기술을 접목하여 고객의 핸드폰으로 영상 및 문자 발송, 

이메일로 화재 정보 영상을 발송하는 16CH DVR 입니다.   



제품 특징 제품 특징제품 사양 제품 사양

DYM30-GE DYM50-GE
I   UV/IR TYPE   I  불꽃감지기 I   IR3 TYPE   I  불꽃감지기 

화재발생시 발생되는 화원에서 자외선/적외선의 파장대역을 분석하여 화재여부를 감지하고 

비화재보(태양광,할로겐등,용접등) 요인들을 배제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뛰어난 불꽃감지기

화재발생시 발생되는 화원에서 적외선의 파장대역을 IR센서 3개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하여 비화재보을 최소화하여 신뢰성 높은 화재신호를 송출하는 불꽃감지기

• Dual Core MCU 설계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화재대역 

분석과 통신 및 전류 출력을 동시에 처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신호를 출력함 

• 다양한 화재분석기법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비화재보에 

의한 오작동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

• 브라켓 일체형으로써 설치각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누구나 원하는 각도로 쉽게 설치가 가능함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 Dual Core MCU 설계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화재대역 

분석과 통신 및 전류 출력을 동시에 처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신호를 출력함 

• 다양한 화재분석기법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비화재보에 

의한 오작동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

• 시야각을 90도에서 100도로 적용하여 감시반경을 확대함

• 브라켓 일체형으로써 설치각도를 8단계로 구분하여 

누구나 원하는  각도로 쉽게 설치가 가능함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자외선식 복합형 

감지거리 30M

시야각 10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3M 이상

사용전원 DC 24V±20%

소모전류 대기시- 50mA   동작시 - 55mA

사용온도 -20℃ ~ 80℃ 

크기  62㎜ × 62㎜ × 126㎜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화재출력신호 릴레이접점식(COM,NO) , 0 ~ 5V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식

감지거리 50M

시야각 10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3M 이상

사용전원 DC 24V±20%

소모전류 대기시 - 20mA   동작시 - 25mA

사용온도 -20℃ ~ 80℃ 

크기  62㎜ × 62㎜ × 126㎜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화재출력신호 릴레이접점식(COM,NO) , 0 ~ 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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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사양

DY-30-GE
I   UV/IR TYPE   I   불꽃감지기

화재발생시 발생되는 화원에서 자외선/적외선의 파장대역을 분석하여 화재여부를 

감지하고 비화재보(태양광, 할로겐등, 용접등) 요인들을 배제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뛰어난 

불꽃감지기

• Dual Core MCU 설계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화재대역 

분석과 통신 및 전류 출력을 동시에 처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신호를 출력함 

• 다양한 화재분석기법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비화재보에 

의한 오작동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

• 감지 거리별 외부 모드설정 가능                         

(특허출원 : 제20-2016-0002136호)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 브라켓 기본 제공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자외선식 복합형

감지거리 20M , 30M / 다중감도

시야각 10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1M 이상

사용전원 DC 24V±20%

소모전류 대기시 - 50mA   동작시 - 55mA

사용온도 -20℃ ~ 80℃ 

크기 85㎜ × 85㎜ × 95㎜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화재출력신호
릴레이 접점식(COM, NO, NC), RS-485통신, 

4~20mA(옵션)

이상출력신호 릴레이 접점식(COM,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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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특징 제품 사양

DY-50-GE
I   IR3 TYPE   I   불꽃감지기

화재시 발생되는 화원에서 적외선의 3파장대역을 IR센서 3개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분석을 통해 비화재보(태양광,할로겐,용접등) 요인들을 배제한 신뢰성 높은 화재신호를 

송출하는 불꽃감지기

• Dual Core MCU 설계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화재대역 

분석과 통신 및 전류 출력을 동시에 처리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화재신호를 출력함 

• 다양한 화재분석기법 알고리즘을 적용시켜 비화재보에 

의한 오작동을 최대한 배제시킴으로써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킴

• 감지 거리별 외부 모드설정 가능                      

(특허출원 : 제20-2016-0002136호)

• FAULT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 확보

• 브라켓 기본 제공

형식 재용형, 옥내/옥외형, 방수형, 적외선식 

감지거리 30M , 50M / 다중감도  

시야각 90도

아크용접 이격거리 1M 이상

사용전원 DC 24V±20%

소모전류 대기시 - 20mA   동작시 - 25mA

사용온도 -20℃ ~ 80℃ 

크기 80㎜ × 80㎜ × 102㎜  

LED COLOR 녹색LED:대기 / 적색LED:화재 / 녹,적 교차:FAULT

화재출력신호
릴레이 접점식(COM, NO, NC), RS-485통신, 

4~20mA(옵션)

이상출력신호 릴레이 접점식(COM, NC)

95

SIDE SIDE

FR
O

N
T

FR
O

N
T

FRONT

BACK

FRONT

BACK

85

85

102

80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FineX는 ㈜한화의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분야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무인 작동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입니다.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는 로켓 추진제 기술을 응용하여 개발된 고체 물질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고농도의 

소화성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시스템으로서 특히 초기 화재 진압능력이 우수합니다.

FineX는 기존 해외 기술의 성능 및 기술적 단점을 극복하여 개발한 결과, 우수한 소화능력과 고신뢰도의 시스템 작동 

특성에 관한 국내 특허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KFI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해외에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
-
지구 온난화 및 오존층 파괴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 지수(GWP)&오존층 파괴지수(ODP)=0}

작고 가벼운 우수한 공간효율성
-
FineX는 현존하는 소화시스템 중 가장 작고 가벼운 소화 시스템 

입니다. 비활성 가스와 비교해 40분의 1수준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타 설비의 10% 정도의 무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독성
-
FineX는 다른 할론 대체 약제와는 달리 고온의 환경에서 

HF(불화수소)와 같은 독성 화학 물질을 생성하지 않으며, 화재를 

소화하는 동안 산소를 제거하지 않으며 염소, 불소 또한 생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 장소에 사람이 있어도 안전합니다.

할론보다 5배 더 효과적인 소화 성능
-
FineX는 m³당 65g의 소화 농도로서 할론 1301의 m³당 330g보다 

탁월한 소화 능력을 나타 냅니다. 현재 상용화된 소화 약제 중 가장 

낮은 소화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설치와 유지 보수의 비용 절약
-
FineX는 별도의 압력용기, 분사장치, 파이프 등이 필요없어 초기 

설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없어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경제적인 소화시스템입니다.

손쉬운 설치와 교체
-
설치하거나 이동이 매우 간편하여 누구나 쉽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FineX는 매우 안정한 고체 화합물로 소화 약제로 사용합니다.

전기신호 또는 주위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되며, 이때 안정한 고체 화합물이 연소되어 고농도의 소화성분인 에어로졸이 발생합니다. 이 

에어로졸의 라디칼이 O, H, OH 라디칼과 반응하여 화재가 진압됩니다.

방호체적 1(㎥) 

소화에 필요한 

소화 약제량

* inergen, FM-200 : 청정 가스식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 원료

할론1301 Inergen FM-200 이산화탄소

6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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