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Overview
글로벌 영상 보안 솔루션기업 한화테크윈

글로벌 영상 보안 선도기업 한화테크윈은
1990년 영상 보안 카메라 출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9번길 6

30여 년간 영상 보안 사업을 영위하며

Tel : 070.7147.8771-8 / Fax : 031.8018.3715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제조 및 영상 처리 기술을

hanwha-security.com

축적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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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1952년 창립된 한화는 제조·건설, 금융, 서비스·레저부문에서
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재계 순위 7위,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의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76개 국내 계열사, 351개 해외 네트워크에서 새롭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화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각 사업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도전으로
내실있는 성장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분야
항공&기계 부문

화학&소재 부문

㈜한화 (기계/화약)

한화케미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토탈

한화테크윈

한화첨단소재

한화시스템

한화종합화학

한화디펜스

여천NCC

한화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금융 부문
한화투자증권

태양광 부문

한화생명보험

한화큐셀

한화손해보험

한화에너지

한화자산운용

한화솔라파워

한화저축은행

서비스&레저 부문

건설 부문

한화호텔&리조트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한화도시개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한화63시티
한화역사

한화는 비즈니스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05

한화테크윈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영상 보안 분야의 최고를 향해 전진합니다.

한화테크윈
글로벌 영상 보안 솔루션기업 한화테크윈은 1990년 보안 카메라 출시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영상 보안 사업을 영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설계, 제조 및 영상
처리 기술을 축적해 왔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딥러닝, AI (Artificial Intelligence), BI (Business
Intelligence) 등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며, 동시에 업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은 앞으로도
공격적인 개발 및 마케팅 투자를 통해 더욱 영향력 있는 영상 보안 솔루션기업으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History
2010 ~ 현재

1990 ~ 2009

2020 - Wisenet 7 SoC 개발

2009 - 천진, 상해 법인 설립

2019 - 세계 최초 55배 IR PTZ
카메라 출시

2008 - 세계 최초 37배 PTZ
카메라 출시

2018 - 한화테크윈 베트남
제조법인 설립

2004 - Winner 3 아날로그 ISP 칩
개발

2017 - IF 디자인어워드,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SHC)

2001 - 유럽법인 설립

2017 - Wisenet 5 SoC,
Wisenet X 카메라 시리즈 출시
2015 - 한화그룹 테크윈 인수,
한화테크윈 출범
2015 -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수상
(SHC)
2015 - Wisenet Lite 시리즈 출시
2013 - Wisenet 3 SoC, 카메라
시리즈 출시
2012 - 레드닷 디자인어워드,
CES 혁신상 수상 (SHC)
- 세계 최초 37배 IR PTZ
카메라 출시
2011 - B2C 사업 (SHC, AIO) 시작

1997 -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저조도
영상 보안 카메라 출시
1993 - 국내 최초 CCTV용
Iris 렌즈 개발
1990 - 영상 보안 사업 착수
북미 판매법인 설립(19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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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한화테크윈 본사 R&D센터(연구개발센터)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과 혁신으로 대표되는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본거지입니다.
한화테크윈은 세계 영상 보안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R&D 허브의 중심에서 다양한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핵심 경쟁력
한화테크윈은 오랜 기간 축적된 광학 및 영상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광학렌즈 뿐 아니라 카메라의 핵심인
SoC(System on Chip)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안 솔루션이 활용됨에 따라, 이제
영상 보안은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지능형 분석, BI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화테크윈은 영상 보안 관련 요소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기술경쟁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광학 설계
세계 최고 수준의 광학 및 영상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및
고해상도 카메라를 제공합니다.

02. SoC 설계
뛰어난 칩셋 설계 역량으로 자체 개발한 Wisenet SoC는 다양한 분석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03. 지능형 분석
한화테크윈은 독자적인 분석 알고리즘으로 지능형 분석 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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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고의 기술에 스마트한 제조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베트남 제조법인
한화테크윈은 2018년, 베트남 제조법인(HTSV)을 본격 가동해
글로벌 생산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화테크윈 전 제품은 자동화 및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축된
제조라인을 통해 생산되며, 신뢰할 수 있는 품질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제품은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으며,
한화테크윈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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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글로벌 네트워크

한화테크윈
대한민국
(본사)

한화테크윈은 오랜 기간 혁신적인 솔루션을 설계하고 개발해온
대한민국 영상 보안 솔루션 기업입니다. 전 세계 100여국에서 많은 고객,
파트너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영상 보안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유럽
한화테크윈
천진

한화테크윈
베트남

한화테크윈
중동 FZE

한화테크윈
싱가포르

한화테크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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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

라인업

Wisenet은 한화테크윈의 뛰어난 기술과 제품을 아우르는
한화테크윈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프로페셔널 시큐리티 라인업

01

02

03

네트워크/아날로그 카메라

NVR, DVR

렌즈, 엔코더, 디코더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프리미엄

강력한 칩셋 탑재로 고품질

기본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버티컬 특화 제품으로서

시리즈로 뛰어난 영상 보안

영상과 우수한 지능형

뛰어난 성능 및 합리적

특수 설치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제공

영상분석 기술 제공

가격으로 중소규모의

영상 보안 솔루션 제공

사이트에 최적

홈 시큐리티 라인업

04

05

버티컬 특화 카메라

홈 시큐리티 카메라

열상/스테인리스/방폭/핀홀

스마트캠

06
All-in-One 솔루션

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이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최적화된

간편한 설치 및 가정과 소형

가능한 홈 카메라

베이비홈 모니터링 제공

매장의 실내/외 모니터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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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net

한화테크윈 5대 가치
기업 윤리

뛰어난 제품 라인업

한화테크윈은
파트너를 존중합니다.

한화테크윈은
고객의 니즈에 해답을 제시합니다.

솔루션

한화테크윈은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최고의 품질

한화테크윈은
최고의 품질을 보증합니다.

합리적 가격

최적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은
합리적인 가격,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보안

한화테크윈은
빈틈없는 보안을 추구합니다.

한화테크윈 사이버보안 강화 활동
한화테크윈은 보안 전담팀, S-CERT를 운영하여 대내외 보안 이슈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안 취약점 대응

제품 보안 품질 개선

• 외부 보안 취약성 모니터링

• 내부 보안 점검 및 테스트

• 영업일 5일 이내 펌웨어 발행

• 정기 침투 테스트 수행

• 보안 취약점 보고서 웹사이트 공지

• 사이버보안 백서 및 네트워크 강화
가이드 배포

보안 솔루션 개발

보안 인증 획득

• 기기인증서 발급관리 시스템 개발

• 주요 보안 인증 획득

• 장비별 고유한 기기인증서 및
개인키 적용

01

아파트

02

스마트시티

03

스마트팩토리

04

교통

05

리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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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enet
아파트 솔루션

아파트 솔루션 특징
통합보안 시스템과의 연동
• 사건, 사고 등의 비상상황을 전달하는 비상호출 시스템
• 각 세대 내 출입과 각종 설비를 제어 및 관리하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
• 외벽, 베란다, 출입구 센서와의 연동 및 알람 이벤트로 외부 침입을
차단하는 침입탐지 시스템
• 아파트 입출입 차량 동선 파악 및 차량 번호 인식, 차단기 제어를 통한

한화테크윈은 아파트 단지 정문,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각 장소에 적합한

입출입 관리 시스템

최적의 아파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성능 CCTV 카메라 및 렌즈,
저장장치를 포함한 탄탄한 라인업을 바탕으로, 시스템 진단에서부터 설계,
제안까지 고객의 요구에 맞는 아파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동으로 솔루션 효율 향상은 물론, 최고의 품질과 A/S를
보장합니다.

최고의 품질과 고객 감동 A/S
• 제품 개발부터 출시까지 철저한 검증 실행으로 제품 신뢰성 확보
- 방수 평가, 전원 환경 평가, 온도&습도 평가, 내부식 평가, 영상 화질 평가,
현장 평가, 낙하&진동 평가 등

• 30여 년간 축적된 보안 시스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아파트 환경 및 각 용도에 적합한 시스템 제안
• 전 제품 무상 A/S 지원 (네트워크 제품: 3년 / 아날로그 제품: 2년)

고객 사례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 - 대한민국
대단지 아파트 통합 보안방범 시스템 구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람, 차량의 전체 동선은 물론, 전 지역
고해상도 모니터링이 가능해 매우 만족합니다. 이벤트 알람 지원으로
빠르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해 주민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방재실 보안담당자 허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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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Wisenet
스마트시티 솔루션

스마트시티 솔루션 특징
도시 환경 특화 제품 라인업
• 멀티디렉셔널 및 초고해상도 카메라로 빈틈없는 광역 모니터링
• 지능형 비디오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 운영
• 모바일 및 무선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

공공 안전 및 교통 관리
스마트시티에서 영상 보안은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도시 운영 지표 및
분석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화테크윈은
광역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 녹화 영상을 활용한 범죄 발생 여부 확인 및 포렌식 데이터 제공
• AI 기반 차량 분류 기술을 통한 교통 위반 및 범죄 차량 식별·추적
• 중앙 관리 센터에서 원격 모니터링 가능

운영 효율성 향상
• AI 기반 마스킹 기술로 사람, 차량 등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스마트 검색을 통한 특정 영상 검색 시간 대폭 단축

고객 사례
캘리포니아 킹시티 경찰 - 미국
와이즈넷 카메라, 킹시티 경찰과 함께 지역 범죄율 낮추고 안전 책임져

와이즈넷 카메라 역할이 그야말로 눈부십니다. 2018년에는 총기 사건
32건과 살인 사건 3건이 발생했습니다만, 와이즈넷 카메라가 설치된
이후부터는 총기 사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킹시티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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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솔루션
IoT, 자동화, 스마트 시스템의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산업시설이
스마트팩토리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특화 솔루션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은 화학, 석유, 가스, 제조 등 업의 경계를 뛰어 넘는
다양한 산업 시설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특징
안전 중심 AI 솔루션
•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안전모 미착용 자동 감지 및
경고 알람 발생
• 미끄러짐, 넘어짐 등 비정상 행동 감지 및 스켈레톤(Skeleton)
알고리즘을 통한 안전사고 신속 대응

산업 시설 특화 제품 라인업
• 방폭카메라 - 내부 폭발 또는 화재 시 카메라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력, 석유, 화학 플랜트와 같은
산업 시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보장
• 온도감지형 열상카메라 - 지정된 구역의 온도 변화를 통해
출입하는 물체나 사람을 식별하여 침입으로부터 시설 보호
• 스테인리스 카메라 - 강한 내식·내산성 보유로 화학 물질에 강해
산업 시설에 적합

고객 사례
한화케미칼 울산 1공장 - 대한민국
가스, 석유, 화학물질을 다루는 위험한 산업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산업시설 모니터링 가능

깐깐한 유럽 방폭 인증을 획득한 한화테크윈 카메라에 대한 신뢰가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원격 모니터링 기능으로 공장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 한화케미칼 울산 1공장 공무팀 노준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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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솔루션
버스, 지하철, 철도와 같은 주요 대중교통 인프라에는 이용객의 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보안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한화테크윈은 버스, 철도, 차량 내부는 물론, 플랫폼을 포함한 외부
환경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교통 솔루션 특징
차량 전용 제품 및 시스템
• 차량 전용 규격 획득
• 철도·차량 위치 및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자동 비디오 백업
• 교통 솔루션 전용 카메라 및 NVR 라인업

우수한 시스템 안정성 및 확장성
• Failover 및 복구 기능
• 계층적 구성을 통한 유연한 시스템 확장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출입통제, 화재 알람 등)

고객 사례
네트워크 레일 엠버게이트 현장 - 영국
영국 철도 개선공사 작업·안전 실시간 모니터링

와이즈넷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운영 효율화는 물론
실시간 작업 현황 파악, 작업자 안전규정 준수여부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우 똑똑한 시스템”이었습니다.
- Rachel Cox, 네트워크레일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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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솔루션

리테일 솔루션 특징
리테일 특화 제품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전방위 모니터링이 가능한 Fisheye 카메라
• 분실 방지 및 실시간 증거 확보를 위한 고해상도 및 WDR 카메라
• 효율적인 중앙 집중식 관리 및 모바일 모니터링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Business Intelligence)
최근 리테일 환경에서는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다양한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화테크윈 리테일 솔루션은 고객에게 안전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매장 내 트래픽, 고객 동선 등의 데이터를 제공해 매장 운영 효율을 높여

• 피플카운팅, 히트맵 등의 기본 제공 기능을 통한 효율적인 매장 관리
• 대기열관리를 통한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 제공
• Wisenet BI 솔루션 기반 심층적 매장 분석을 통해 매출 증진에 기여

매출 확대에 기여합니다.

고객 사례
현대백화점 판교 - 대한민국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편안한 쇼핑 환경 구축

에스컬레이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물건 분실
사례를 처리하고 있으며, 한화테크윈 카메라의 품질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 녹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제공한 고화질 영상이 사건을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된 경우도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 판교 현대백화점 안전관리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