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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주식회사 한빛이노텍(Hanbit Innotech Co.,LTD)

대 표 이 사 김 광 남

임직원수 본 사 : 관리직 4명

기술직 9명(연구개발직 4명 포함)

일용직 사원 15명(수시변동)

본 사
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공단2길 45(정관면)

Tel. (051) 913-0120   Fax. (051) 526-2008

사업 종목
• 태양광발전장치

• 자동제어(수처리, 빌딩, 플랜트)

• 수배전반, MCC반, 분전반

• 전기설계 및 감리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회 사 명

• CCTV시스템 개발 및 공급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직접생산제조등록

(태양광발전장치, 배전반, 자동제어반 등)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공급

기업부설연구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나길 14

Tel. (070) 8708-7105   Fax. (051) 527-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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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2011. 01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888-1에서
현 대표이사 이영철에 의해 ㈜에이치케이전력 설립됨 (납입자본금:200백만원)

2011. 03 전기공사 등록증 취득

2011. 03 ISO9001:2008,  ISO14001:2004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

2011. 09 부산시 남구 유엔평화로13번길 11(대연동)으로 소재지 이전

2011. 11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등록(산업자원부) 등록

2013. 09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태양광발전장치 23종)

2013. 10 소재지 변경(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133번나길 14(반여동))

2013. 11 공동 대표이사 김광남 취임

2013.12 자동제어반 및 자동제어시스템 직접생산제조 등록(중소기업중앙회)

2014.01 한국자동제어조합 가입

2014.01 벤처기업 등록

2014.02 현 위치로 소재지 변경(부산광역시 기장군 용수공단2길 45(정관면)-142평)

2014.04 수배전반,MCC,분전반, 태양광발전장치 직접생산제조등록(중소기업중앙회)

2014.0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2014.07 특허 취득(태양광 발전장치)

2014.02 특허 취득(그린 에너지를 이용한 충방전 컨트롤 장치)

2014.11 Q마크 인증취득(태양광발전장치)

2015.09 특허 취득(풍압 저감용 태양광발전장치)

2015.09 GS인증(진동 감시형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2015.09 특허 취득(태양광모듈 진동감지 기능을 가지는 태양광 발전장치),특허 전용실시권 취득(비구면조명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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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 설계,시공,감리

＊ 그린홈 시공

＊ RPS 사업

태양광
발전장치

수배전반
＊ 수배전반
＊ MCC
＊ 분전반
＊ 현장감시반

＊ 전력시설 설계 및 감리
＊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
＊ 건축물 에너지진단
＊ 친환경 컨설팅

설계, 감리＊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공사

＊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공사 및
기타 공사

＊ 방범, 방재 및 CCTV등 정보통신공사

자동제어
＊ 전력제어,조명제어
＊ 종합제어를 추진하는 부분으로
인텔리젠트 빌딩

＊ 방법, 방재 및 CCTV
＊ 연구소, 학교, 병원, 공장, 백화점
군 등의 환경, 배연

＊ 은행, 사무실빌딩, 관공서, 박물관
공공건물, 호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소프트웨어
개발

* 전력제어 모니터링

* 조명제어 모니터링

* 수처리 모니터링

* 통합감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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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ED – 적외선을 송출하는 발광 다이오드.

 IRED Emitter  - 적외선을 이용하여 저조도 촬영 시 플래시를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야갂용 보조 조명장치.

IRED(Infrared Emitting Diode) Emitter

IRED Emitter 개요

IRED Emitter

일반적인 적외선 CCTV 고성능 적외선 CCTV – 별도의 IR 투광기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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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D Emitter 개요

 IRED Emitter – 특수 목적용 고조도 렌즈를 장착 및 정젂류 타입의 PWM Switching 회로를 구비한 IR 조명은 야갂

에도 선명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

주갂영상

야갂영상

IRED(Infrared Emitting Diode) E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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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D Emitter Specifications

IRED(Infrared Emitting Diode) Emitter Sp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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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구면 렌즈 기술을 통해 기존 타사 제품 대비 월등한 균제도 확보

( 균제도 : 빛의 방사각 이내 균일한 피사체 인식이 가능하도록 균등한 시야각 확보)

 균제도에 의한 CCTV 영상의 노이즈 제거.

( CCTV  렌즈의 경우 빛의 양에 따라 조리개를 조젃하여 초점을 확보함. 균등하지 못한 빛에서는 가장 밝게

발광하는 부에 초점이 집중되기에 방사각 이외의 부분에서는 시계가 확보되지 않으며, 노이즈가 발생함)

IRED Emitter 특장점

IRED(Infrared Emitting Diode) Emitter 균제도

 자사제품과 타사제품

을 일정거리에서 벽에

투광하였을때, 타사제

품대비 자사제품의 균

등한 방사성 확보.

 타사제품에는 집중되

는 빛의 방사각 외에서

는 CCTV 영상 처리 중

노이즈가 발생함.

자사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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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시험

일반적인 돔형의 CCTV 야갂 실내 촬영

IRED Module 장착 후 CCTV 야갂실내촬영

일반적인 돔형의 CCTV 야갂 야외 촬영

IRED Module 장착 후 CCTV 야갂야외촬영

성능 시험 – 실내 및 야외 비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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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타사비교) – 1/2

성능 시험 – 야외 운동장 동급성능의 타사제품 비교 (1/2)

구분 출력 방사각 IR 파장

당사 Max 18W 52° 750nm

타사 Max 18W 45° 750nm

타사 : Any vendorIR 없이 CCTV Only 당사 : (주)한빛이노텍

- 9 -



성능시험(타사비교) – 2/2

성능 시험 – 야외 운동장 동급성능의 타사제품 비교 (2/2)

구분 출력 방사각 IR 파장

당사 Max 18W 52° 750nm

타사 Max 18W 45° 750nm

IR 없이 CCTV Only 당사 : (주)한빛이노텍 타사 : Any ve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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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배광 및 사각 배광 비교

IRED Emitter 확장 기능(사각 배광) 비교

CCTV Only 사각배광원형 배광

 동일한 IRED Emitter 에 고객 희망 사양에 따라 원형 배광 및 사각배광적용가능

 원형배광(52°)          : 각도 내 균등한 배광 및 Spot light.

 사각배광(120°x60 °) : 광 시야각으로 CCTV 모니터에 출력되는 왜곡된 부분이 없음. 원형배광 대비 시야거리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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