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RIMETER INTRUSION
DETECTION SYSTEM



독자적 패턴 분석 알고리즘

그룹 설정/ 그룹 센서 
차동비교

실시간 센서, 케이블 상태 감시
(Alive check)

4m 이내 오경보 없는
핀 포인트 경보 제공

중력가속도 대비 X,Y,Z축 3D로 움직이는 소자의 관성을 이용하여 순간 가속 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측정/분석하여 미세한 운동 변화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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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ng

3축 가속도/기울기 분석
Nano 기술

4m 이내 Pin 포인트 경보 제공

실시간 센서, 케이블 감시
(Alive check)

독자적 패턴 분석 알고리즘

MEMS 나노기술의 정밀한 감지, 머신러닝 기반 오경보 필터링

100% POD, 0% NAR

                   Intelligent H                      ybrid System

POD : Probability of Detection(탐지율)
NAR : Nuisance and False Alarm Rate(오보율)



센서의 필터 임계값을 넘어서는 신호 추출 및 패턴 필터로 경보를 발생하고, 
자연현상, 동물 이동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진동패턴을 입력/학습하여 
향후 동일 패턴 발생 시 경보를 무시하여 오경보 회피

간편한 설치, 운영
MTTR(평균 복구시간) 5분

국내 특허기술, 제조

다양한 H/W 조합
쉬운 3rd party 연동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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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센서 차동비교

간편한 설치, 운영
MTTR(평균 복구시간) 5분

국내 특허기술, 제조

다양한 H/W 조합
쉬운 3rd party 연동

                   Intelligent H                      ybrid System



철도 지장물 검지 장치

Leaders Since 1994

구성 예시

Integration Physical Security Solution

Fence Detection System

Buried Cable Detection

외곽감지센서
       IHS200

Radar 공간감지

IP Audio(경고방송)

CCTV

(주)카티스는 25년 이상 물리 보안 솔루션 및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술회사입니다.

오랜 경험과 연구개발로 기존 외곽 침입 센서의 한계를 극복한 오경보가 없는 지능형 외곽센서 IHS 을 제조합니다.

발전설비 공항

군 경계시설 정유시설

공공기관

드론시스템



   Intelligent Hybrid Sensor

Intelligent Hybrid Sensor

IHS 기본 구성

IP기반의 IHS시스템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방식으로 외부시스템과의 통합이 편리하고, IPMS는 탁월한 운영기능을 제공합니다.

특별하고 열악한 보안 및 안전시설의 다양한 환경에 구축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최적의 외곽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IPMS : Perimeter Intrusion Management Software(외곽 침입 관리 소프트웨어)

IHS200 : 지능형 복합센서

IHS200RP : 센서 기능을 포함하고 센서간 통신라인의 임피던스 매칭 및 신호 증폭기(센서 50개 간격으로 사용 권장)

IHS200IO : 센서 기능을 포함한 2입력/2출력 제공하여 외부 입출력 연동 장치

DGU(Data Gathering Unit) : IHS200 하부장치 연결, 센서 및 처리 장치 관리

DIU : DGU에 연결되고 3rd Party 접점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

DOU : DGU에 연결되고, 외부 시스템에 릴레이 신호를 출력하는 장치

RTU : 16개의 디지털 입력과 4개의 출력을 제공하는 릴레이 연동 컨트롤 장치

IHS-API : 외부 연동 API 라이선스

IHS-Web Tool : Web Server Configuration Tools, 관리소트프웨어

IHS200TB : 펜스 출입문 등의 경첩에 사용하는 이격 박스

IP 경보방송
Desk Station

     DGU
(SC2100)

Stand-By

Max. 50ea 
  Sensor

Max. 200 Sensor
(IHS200, IHS200IO, IHS200RP, IHS200TB, DIU, DOU)

IHS200(or IO) IHS200 IHS200RP IHS200(or IO, RP) IHS200IO

Other Sensor

Next DGU
         
Previous DGU

Active Stand-By Active

     DGU
(SC2100)    RTU 

(SD600io)

3rd Party 통합
(※Relay Out)

DIU
(SD500di)

IP Camera & IP Speaker

DOU
(SD400ry)

NVR

    Back-up
IPMS Server

IPMS Server IPMS Client

LAN



  가속도와 기울기 탐지 감시용 지능형 복합센서   Intelligent Hybrid Sensor

Intelligent Hybrid Sensor

IHS200        IHS200RP IHS200IO  

MEMS 기반 3-Axis 가속도/기울기 탐지

최대 4m²감지 범위

특허, KC인증, IP68

통신 리피트 기능으로 50개 센서 추가 증설

MEMS 기반 3-Axis 가속도/기울기 탐지

특허, KC인증, IP68

I/O

+

2입력/2출력 지원

MEMS 기반 3-Axis 가속도/기울기 탐지

특허, KC인증, IP68

IHS 센서 정보처리 및 입/출력 장치 관리 프로세서

최대 200개의 IHS200센서 수용(최대 600m)

BaseBoard에 장착하여 환경에 맞는 조합 구성 가능

통신단절 시 최대 500,000개의 이벤트 히스토리 저장

KC인증

IHS200TB RTU(SD600io)

펜스 출입문/통문, 분기점 등에 2입력/2출력 분기 장치 원격지에 최대 16개 디지털 입력과 4개의 출력을 제공하는

입출력 컨트롤 장치

IPMS 관리, 릴레이 연동이 가능한 컨트롤러

DND-200D DND-30/60 Series

K-Band 대역 지능형 레이더 센서

최대 200m 범위 감지

Software 원격 설정, PnP기능

민감도 조정으로 허위 경보 최소화

KC인증

레이더 센서 모듈을 이용한 지능형 디지털 기술로 제어

감지 범위 : 30m/60m/90m

감지범위를 12개의 Zone으로 분할 통제/해제 가능

Software 원격 설정, PnP 기능

Anti-Masking 설정/ 해제

소형 동물 및 자연환경 면역 기능

KC인증

IPMS DGU(SC2100) IHS Web Tool

IHS 전용 다양한 센서의 통합관리 전용 프로그램

MS Windows 기반 사용자 친화적 보안서비스 제공

통신/저장정보 암호화

무제한 Zone 그룹 설정

하나의 화면에 라이브 비디오 및 침입그래픽 맵 제공

웹기반 개별센서 설정용 프로그램

센서 어드레스 자동 인식

센서 임계치 설정 및 원격모니터링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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