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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enter of the Disaster Safety AI Solution

광섬유분포센서와 AI · 빅데이터 기술로 탄생한 위험을 예견하는 제3의 눈

측정간격 (Measurement Intervals) 100mm 데이터 갱신 시간 (Data Update Time) 10초

측정 센서 길이 (Measuring Sensor Length) 100m 온도 보정 범위 (Temperature Compensation Range) -20~80℃

변형률 측정 범위 (Strain Measurement Range) ±3,000με 온도 보정 정밀도 (Temperature Compensation Precision) ±2

변형률 분해능 (Strain Resolution) 5με 이상상태 분석 소요시간 (Abnormal State Analysis Time Required) 30초

측정 주파수 범위 (Measurement Frequency Range) 100~400kHz
채널 수 (Channel Option) 16

동작 온도 (Operating Temperature) -20~80°C

측정 거리 (Measuring Distance) 1000m 샘플링 속도 (Sampling Speed) 1MS/s

*제품 사양은 목적 및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목적 및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응용분야

국내최초 LiDAR 기술과 융합하여 정밀도 향상

높은 위치분해능으로 인한 정밀 안전진단 가능

24시간 신속 유지보수로 상시가동률 100% 보장

고분해능 변형률 분포 측정을 통한 구조물 이상 상태 감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실시간 분류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설치된 전 구간 Dead zone 없이 연속 상태 모니터링 가능

별도의 전원선이 필요없는 비전기식 케이블

외부 자극 감지신호에 대한 증폭기가 필요없는 강한 민감도

24시간 신속 유지보수로 상시가동률 100% 보장

최대 16개 채널 동시측정

최대 1km 장거리 계측 가능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상시 원격 모니터링 가능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실시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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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가능거리 (Distance Range) 50km
샘플링 속도 (Minimum Sampling Rate)

10kHz (up to 10km fiber length)

20kHz (up to 5km fiber length)채널수 (Channel Option) 1

위치 분해능 (Position Resolution) 1m 성능인증 (Performance Temperature) IEC 61757-3-2 규격지원

데이터 정밀도 (Data Accuracy) ±1m 동작온도 (Operating Temperature) 0℃~ 50℃

측정 가능 거리
(Distance Range)

16km(MMF), 30km(SMF) 온도 정밀도
(Temperature Accuracy)

±1℃

채널 수
(Channel Option)

8 샘플링 속도
(Minimum Sampling Rate)

20kHz

공간 분해능
(Spatial Resolution)

1m 성능인증
(Performance Authentication)

IEC 61757-3-2
규격지원

온도 측정 범위
(Temperature Resolution)

-50℃ ~ 150℃ 
(Depending on sensing fiber coating material)

동작온도
(Operating Temperature)

0℃~ 50℃

*제품 사양은 목적 및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양은 목적 및 환경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응용분야

응용분야

온도 데이터를 통한 구조물 이상 상태감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실시간 분류

1m 단위 공간 분해능 지원

24시간 신속 유지보수로 상시가동률 100% 보장

음향진동 데이터를 통한 구조물 이상 상태 감시

타사 제품 대비 50%이하 수준의 가격 경쟁력 확보

장거리 구간에 대해 연속 측정 가능(약 50km)

24시간 신속 유지보수로 상시가동률 100% 보장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실시간 이벤트 분류

광섬유 이용한 센싱 방식으로 전자기 노이즈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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