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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토스정보통신
회사소개

The Most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Provider

안전성을 검증 받은 선도적 정보기술과 

지속적인 자체 기술력 향상은 물론 세계

적인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확대함으로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COMPANY VISION

The Best

Customer Success Generator

단순한 기술적 혁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고객이 만족하는 최적의 정보기술 인프

라를 구축하여, 모든 서비스는 고객 만족

을 통한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

으로 합니다.

The Highest

Company Value Creater

선도적인 정보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고

객의 가치 실현을 통한 기업의 가치 창조

를 지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디

지털 세대에 앞서나가는 회사가 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ENTOSS

미래 디지털 선도기업

(주)엔토스정보통신

대표이사 조 태 야

선도적인 정보기술 서비스와 기술적 혁신의 차원을 뛰어넘어

(주)엔토스정보통신의 기업가치를 창조하는,

안녕하십니까?

하루하루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과 IT 시대에

저희 (주)엔토스정보통신의 전 임직원들은 보다 나은 고객 

서비스와 시스템 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창사 이후 CCTV 대형 유통에서 시작하여 전국 유통망을 

확보,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였고, 첨단화된 영상 보안 시

스템을 선도하는 SI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차별

화된 기업 문화와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T 시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연구, 첨단 시

대에 요구되는 인재 육성, 고객이 바라는 경쟁력 있는 솔루

션 개발과 정도 경영, 창조 경영, 수익 경영을 기본으로 기

업문화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근접한 미래의 4차 산업에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

외시장에서도 보안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SI 산업과 보안산업 

모두 혁신적인 솔루션과 기술 개발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엔토스정보통신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무한 경쟁

시대에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원가 절감, 최고의 기술, 핵

심 역량의 인적자원을 집중과 선택으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있는 회사, 고객이 감동하는 회사, 우리의 가족인 

사원들이 최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차세대 첨단 산업에 주도하는 기

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엔토스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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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태 야법 인 명

사 업 장 주 소

본사 및 공장

서 울 지 사

중 부 지 사

본사 및 공장

서 울 지 사

중 부 지 사

연 락 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설 립 일 자

sales@entoss.co.kr대 표 이 메 일

대 표 자

홈 페 이 지

회사 개요

회사 조직도

CEO 조 태 야

양주 본사 중부 지사서울 지사

시스템 사업본부

- SI영업팀

- 설계영업팀

- 해외영업팀

- 전략기획실

- 브랜드영업팀

- 솔루션영업팀

솔루션 사업본부 생산·품질 사업본부기술지원 사업본부스마트첨단보안연구소 경영지원 사업본부 생산관리본부

- 사업관리팀

- C/S팀
- 총무/인사팀

- 재무/회계팀

- 생산/제조팀

- 구매팀

- 천안·온양 사업관리팀

- 평택·기흥·화성 사업관리팀

- 파트너사 사업관리팀

- 소프트웨어개발팀

- 하드웨어개발팀

- 품질관리팀



회사 연혁

2007~2009

2014~2016
2004~2006

2010~2014
엔토스정보통신 회사 설립

2001

2002~200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정보통신공사협회 가입

Indoor Pan/Tilt 개발, 생산

삼성전자 전문 협력업체 인증

한국하니웰 전문 협력업체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 (중소기업 중앙회)

한국감시기기 조합 가입

ISO9001:2000 / KS A 9001:2001 인증

한국무역협회 가입

지사 설립 (경기도)

ISO 9001:2008 /KS Q 9001:2009 인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폐쇄회로 텔레비젼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S/W)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발급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조태야 대표이사 이사장 취임

중소기업확인서 (소기업) 발급

서울시 모범납세자 증명서 취득

불법주정차 관련 특허 3종 획득

중소기업청 표창장 취득

㈜엔토스정보통신 본사 이전 (구로구)

정부 우수조달 우수제품지정서 획득 (영상감시장치)

성능인증서, 품질인증 (Q-Mark) 지정서 획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차량용판독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연장 획득

중소기업확인서 (중기업) 발급

ISO 9001:2015 인증

5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사업소 설립

2018~2022

㈜엔토스정보통신 본사 이전 및

공장 이전설립 (경기도 양주 1000평)

㈜엔토스정보통신 서울지사 설립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획득 (불법 주정차 단속 프로그램)

전기공사업 면허증 취득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취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국내 사업 영역

주요 사업

주요 솔루션

주요 제품
영상 감시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녹화기

컴퓨터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전광판

하우징

불법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 시스템

차량번호 인식 스마트 박스 시스템

지능형 순찰차 시스템

열 영상 감시 시스템

스마트 주차 영상 유도 시스템

관급 사업 (방범/불법)

해외 SI 사업

군 사업

교통·철도 사업

공장·생산 사업

빌딩 사업

주거 사업



해외 사업 영역

주요 사업

주요 솔루션

주요 제품
영상 감시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 녹화기

컴퓨터서버

네트워크 스위치

전광판

하우징

불법주정차 무인 자동 단속 시스템

차량번호 인식 스마트 박스 시스템

지능형 순찰차 시스템

열 영상 감시 시스템

스마트 주차 영상 유도 시스템

관급 사업 (방범/불법)

해외 SI 사업

군 사업

교통·철도 사업

공장·생산 사업

빌딩 사업

주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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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토스정보통신
주요 사업 실적



관급 사업 (방범)

관급 사업 (불법)

주요 사업

관급사업

(방범/불법)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국토교통부 국도 통합관리소 CCTV시스템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 CCTV시스템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추풍령 CCTV시스템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CCTV시스템 구축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양주시청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

조선왕릉 서부지구 CCTV장비 유지보수 관리

평택 모산 영신지구 자가망 구축공사 외 1건

경기도 교육청 회천초등학교 교사동 통신공사

양주시 덕정고등학교 통학로 방범 cctv 구매

양주시 2020년 하반기 LED 안내 표지판 구축

한국은행 부산본부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조선왕릉 중부지구 CCTV 장비 유지보수 관리

조선왕릉 서부지구 CCTV장비 유지보수 관리

조선왕릉 동부지구 CCTV 장비 유지보수 관리

양주시 봉양 IC 접속도로 확장공사

양주시 회암사지 쿨링포그 설치공사

파주장릉 관리동 주변 정비 공사(정보통신)구축

충남 당진 삽교천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광교푸른숲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CCTV 구매

파주시 파주장릉 산책로 CCTV 설치

제주도 CCTV 카메라 화질개선 시스템 구축

강화군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 및 방재시스템 

구축

제천시 저화질 카메라 노후 교체에 따른 

관급자재 구축

다도해 해상 산불감시 카메라 구매 설치

청평수력 운전용 CCTV 설비 교체용 자재 구매

구로구 상반기 CCTV 시스템 구축

가평군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수원시 생활 방범 CCTV 시스템 구축

구리시 2차 생황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양주시 흥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가평군 달전리마을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춘천(팔당) 수력 외곽울타리 CCTV 설비 구축

구로구 어린이 전용 CCTV 시스템 구축

2021
2020

2019

2017

2016

2015

경기도 양주시 2021년 도로방범 CCTV 시스템 구축

평택시 도로방범 cctv 시스템 구축

군포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시스템 구축

의왕시 2019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구축

화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서울시 강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구매설치

오산시 불법주정차 단속(CCTV)카메라 성능개선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신규 및 성능개선 시스템

서울시 강서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하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이설 구축

대구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시스템

밀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교체 및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안동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제작 

구매 구축

강릉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

V)설치공사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시스템

오산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대구시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마포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부산 사하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SYSTEM 구축

부산 강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SYSTEM 구축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시스템

구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시

스템 구축



공장·생산 분야 주거 분야

2021

2020

2019

2018

2016

2015

여수낙포석탄공장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CCTV시스템 구축 외 7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CCTV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

삼성전기 가스저장소 지능형 CCTV구축 

스테코 스테코 라인 신규 CCTV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CCTV 구축

삼성전자 18년 TP센터 사업장 사각지대 CCTV 

설치 구축

삼성전자 TP센터 사각지대CCTV 구축

충남 서산 항만보안 CCTV 개선공사

삼성전자 TP센터 물류차량CCTV설치공사 

대구저유소CCTV시스템 교체공사 

온양사업장 사각지역 CCTV 시스템 구축

TP센터Reject IC 시스템 구축

현대오일뱅크SRU공정CCTV설치공사 

삼성SDI천안사업장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사업장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천안 반도체라인 CCTV 시스템 구축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도농애시앙 부영아파트 CCTV 시스템 구축

삼흥빌딩 CCTV 시스템 구축

광주전남혁신B1블럭부영아파트신축공사중 

CCTV공사 

청북3차 부영아파트 CCTV 설치공사 

경주외동 1단지 부영아파트 CCTV 구축

경주외동 2단지 부영아파트 CCTV 구축 

광주하남 부영아파트 방범용 CCTV 구축

시흥장현 A 4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영상감시장치 구매

부산신항만 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CCTV

구축 외  12건

화성향남17블럭 부영아파트CCTV설치 4외  건

부산신항만 8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CCTV

공사 외 5건

SG 건설 양주 벨라시티 아파트 CCTV 설치 공사

사당우성2차아파트CCTV구매설치공사 외 6건

사당우성2차아파트CCTV구매설치공사 외 6건

남양주 월산6지구 A-1BL 부영아파트 CCTV 외 

13건

빌딩 분야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호텔신라 사각지대 CCTV시스템 구축

하얏트호텔 CCTV시스템 성능개선 공사

스포츠조선 CCTV시스템 개선 사업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홈플러스 CCTV시스템 유지보수

스타벅스 CCTV시스템 유지보수

하얏트호텔 CCTV시스템 유지보수

유니클로 CCTV시스템 유지보수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하얏트 호텔 Terrace Cafe CC CAMERA INSTA 

LL _CCTV 시스템 구축

대륭테크노타운 20차 CCTV 시스템 구축

호텔 신라 관내 무인 기계실 CCTV 시스템 교체

에이스카운티아파트 아파트단지내 CCTV추가설 

치 구축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하얏트호텔 주차장내 CCTV성능개선 구축

서울 아산병원 동관,신관옥상 고화질개선CCTV 

시스템 구축

용산호텔CCTV카메라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호텔신라 통합상황실 구축

서울아산병원 자동화병동 CCTV 시스템 구축

제주 부영 호텔, 리조트 CCTV 시스템 구축

스타벅스 코리아 CCTV SYSTEM 구축

신세계 파주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CCTV 시스템

당산동 쉐르빌 오피스텔 CCTV 시스템

기아자동차 사옥 CCTV SYSTEM  구축

의정부 예술의 전당 CCTV 시스템

호텔신라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농협 양곡유통센터 CCTV 시스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통합방범 시스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건립공사 통합방범 설비 

CCTV 시스템

대구 BMW 매장 CCTV 시스템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10, 11차 CCTV 시스템

주요 사업

빌딩 분야

공장·생산 분야

주거 분야



교통·철도 분야주요 사업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7

2006

2005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 영상감시 

장치 구매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장 사업 

서울 지하철 1~4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유지 

보수

부산 1호선연장 화상전송설비 외 1종 구축

창원-부산간 ITS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제조구매 설치

북한대교 ITS 동영상수집장치(CCTV) 제조 구매 

설치

강원 교통정보상황실 CCTV  시스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화상전송 설비 시스템

서울 메트로 지상역사 승강장 PSD 난반사용 

모니터 시스템 설치

인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영상감시 

설비 시스템 설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통신설비 구축 화상설비 시 

스템 구축

창원-부산간도로 ITS 시스템 설치

인천국제공항 철도 취약지역 CCTV 시스템

서울 메트로 1,3,4 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대구지하철 승강장 PSD 모니터 제작설치 시스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정보통신 설비

서울지하철 서울역(1)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 제작 시스템 구축

회현역, 종합운동장역 화상시스템 구축

서울메트로 화상시스템 제작구매 CCTV 시스템

철도청 구로차량기지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시스템서울지하철 1~4호선 전 구간 DVR 시스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PSD(스크린도어) 통신공 

사 시스템 구축

군사업 분야 해외 SI 분야

2021

2020

2017

2015

2014

2013

2012

2008

육군 00부대 간부식당 통신공사

해병 00부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구축

육군 제OO부대 신영 생활관기계공사

육군 OO부대 CCTV 구매 설치 (포천지역)

00보급대대 창고 신축 CCTV 시스템 구축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서부지역 

통제시스템 S/W 납품 및 설치 

국방 통합정보관리소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 영상 

및 출입 보안 00부대 K-2전차 시설 통신 공사 중 

CCTV 공사

GOP 과학화 2차 사업 BMT 통제시스템 S/W 납 

품 및 설치

중거리 감시카메라 세트 제조 설치 공사

헌병장비(영창 CCTV) 설치 납품

해병대사령부 감시용 카메라 등 4종 설치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2021

2020

2019

2016

2015

2014

2013

2012

2008

콜롬비아 ITS 시스템 구축 (2차)

인도네시아 6개 지역 CCTV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ATMS CCTV 시스템 구축

파라과이 센트럴주 Smart City 시스템 구축

페루 지능형 순찰차량 CCTV  구매 설치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ATMS) 

시스템 구축

KOC Telemetry PJT Site Install 구축

파푸아뉴기 경찰청 범죄예방 CCTV 및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

페루 스마트 순찰차량 CCTV 시스템 구축

( Libya Zwitina Combined Cycle Project )

몽골 올란바타르 수처리시설 CCTV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순찰차량 CCTV 시스템 구축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ITS 실시 설계

교통·철도 분야

군사업 분야

해외 SI 분야



03
엔토스정보통신
주요 파트너사



파트너사

신뢰

보답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삼성전자 

삼성 SDS 현대오일뱅크 에스오일 스타벅스

유니클로 신세계건설 부영그룹 에이스건설

포스코건설 한일건설 SG건설 금호건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SK C&C KT

LG CNS 신세계 I&C LS 일레트로닉 HDC 아이콘트롤스

한진중공업 한화 S&C 화성산업 현대정보기술

현대오토에버 현대씨앤아이 아이디스 대신네트웍스



04
엔토스정보통신
수상 및 인증



수상 및 인증
주요 수상

주요 특허

주요 인증서

모범 중소기업인 표창장
-중소벤처기업부-

무역진흥인증 표창장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 기여 공로 표창장
-국립전파연구원-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한국무역협회-

불법주정차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인증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발전 기여 감사패

-한국ITS학회-

오백만불 수출의 탑 트로피

-2016 박근혜 대통령-



공장등록증 건설업등록증 해외건설업신고증 기업부설연구소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기술평가등급 한국무역협회 회원증

정보통신공사협회 회원증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증 이노비즈 회원증 감시기 조합 회원증

ISO 9001 ISO 45001저작권 등록증
불법주정차 단속프로그램

성능인정서

사업자등록증 정보통신사업자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22. 4. 1. 오전 9:43 https://sminfo.mss.go.kr/sc/sq/SSQ020R7.pop?confdIssNo=001020220131077

발급번호 : 0010-2022-131077

중소기업 확인서
[중기업]

기 업 명 : (주) 엔토스정보통신

사업자등록번호 : 106-81-99566 법인등록번호 : 110111-2238429

대표자명 : 조태야

주    소 : 경기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88번길 7-75

유효기간 : 2022-04-01 ~ 2023-03-31

용    도 : 공공기관 입찰용

 위 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확

인 가능.

유효기간 중이라도 발급일 이후 합병, 분할 및 관계기업 변동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

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발급번호 NICE-2020-36-000496

기술평가등급진단서

(주)엔토스정보통신 귀중

귀사의 의뢰에 따라 산출된 기술평가등급을 아래와 같이 확인해드립니다.

기업개요 TECHNOLOGY RATING

기업명 (주)엔토스정보통신

대표자 조태야

사업자번호 106-81-99566

법인번호 110111-2238429

주소 경기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88번길7-75

표준산업분류 [C26421] 방송장비 제조업

평가대상기술산업분류 [C26421] 방송장비 제조업

등급평가일 2020.06.08

유효기간 2021.06.08

제출처 및 용도 자사등급 확인서

기술평가등급

T-3

기술평가등급

취약 미흡 보통 양호 우수

T-10 T-9 T-8 T-7 T-6 T-5 T-4 T-3 T-2 T-1

기술력 수준이 상위 20%에 해당하며, 기술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

유의사항

1. 본 보고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기술평가등급 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발급일 이후 기업의 변동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본 보고서는 NICE 평가정보㈜가 수집한 기술신용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며, 자사등급확인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하여도 NICE 평가정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본 보고서 내의 등급은 신용조회업무에 의한 등급으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기술평가 완료 후 기술변동 사유 발생시 신속히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 회사명, 대표자, 주소, 주사업 변경 등)

5. 기술평가등급에 대한 확인 및 문의사항은 NICE평가정보㈜ TCB사업본부(02-3771-100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년 09 월 07 일

의의 정정 부부 세세 무무 서서 장장

사사 업업 자자 등등 록록 증증
( 법인사업자 )

등록번호 : 106-81-99566

법인명(단체명) : (주)엔토스정보통신

대 표 자 : 조태야

개 업 연 월 일 : 2001 년 05 월 14 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2238429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88번길 7-75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188번길 7-75

사 업 의 종 류 :

:

:

:

:

:

:

업태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제조

제조

제조

건설업

종목 CCTV,보안유지및유무선통신기기

전기 조명장치

공기순환장치

전광판

출입통제시스템

트럭스케일

일반 전기 공사업

(별지 출력)발 급 사 유 :

: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수상 및 인증



특허증10_1470315
객체의 움직임 감지에의한 위험감지

cctv 시스템

특허증10_1470316
촬영 영역의 특성 설정에 따른 위험감지

cctv 시스템

특허증10_1483443
제어신호 및 영상 데이터를

전송하는 지능형 전송 장치 

특허증10_0654292
데이터통신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감시 및 탐지 장비 (보안용 카메라,

영상감시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교통통제장비 (차량번호 판독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컴퓨터 (컴퓨터 서버,

버스 및 차량정보 안내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표식장비 (안내전광판, 기상전광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데이터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인터넷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시스템관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경영정보시스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특허증10_1359332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동차

번호판 추적 및 인식방법

특허증10_1370285
불법주정차 고정형 단속 시스템

특허증10_1390179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범 겸용 시스템

특허증10_1470314
객체 자동 인식, 분류 cctv 시스템

수상 및 인증



05
엔토스정보통신
주요 솔루션



주간 및 야간단속에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36배줌 렌즈를 적용하여 주간 단속 구간 

150m, 야간 단속 구간 60m 이상의 단속에서 최적의 차량번호 인식률을 확보합니다

주간 단속 거리

200m
야간 단속 거리

60m
사각지역

8m

선진화된 교통 환경 기반 및 주요 도로의 교통 기능 회복을 통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반자동 방식의

불법 주정차 단속 설비로서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시스템

전용 회선
/ 임대망

L3 스위치

광단말IP 공유기
단속

카메라

광단말IP 공유기
단속

카메라

광단말IP 공유기
단속

카메라

안내
전광판

안내
전광판

안내
전광판

DB서버
#1

단속서버
#1

단속서버
#2

단속서버
#3

단속서버
#N

모니터
#1

운영모니터
#1

운영모니터
#2

운영모니터
#3

모니터
#2

DB서버
#2

DB서버
#3

[ 시스템 구성 ]

< 시스템 UI > 각 16CH 분할, 32CH 분할, 64CH 분할 가능

[ 주요 특징 ]

국내 모든 번호판 인식 방범기능 구현 가능 24h 무인 운영 실시간 DB 저장 및 제공

단속 구역 내 설정 영역 맵 표출 자동 / 반자동 단속 기능 단속 안내 방송 및 전광판 기능 채널 분할 모니터링 가능

방배동 설치 예시, 불법주정차 단속 및 방범, 전광판 기능



차량번호 인식 스마트 박스 시스템은 차량번호 인식 알고리즘을 탑재한 스마트 박스 시스템 솔루션으로 센서 장비 과부하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분석 및 처리하며 다양한 IP 카메라 활용과 다양한 번호판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차량번호 인식 스마트 박스 시스템

다양한 번호판 종류와 다양한 문자 인식카메라 RTSP 입력 영상을 딥러닝 알고리즘 학습으로 번호판 추출

AVI

시스템

갓길 위반

단속 시스템

과속 차량

검지 시스템

신호 위반

검지 시스템

높이 제한 위반

검지 시스템

보행자 통과

위반감지 시스템

친환경 차량

일반 차량

영업용 차량구형 번호판신형 번호판

넓은 검지 영역 중앙 차선 멀티 차량 검지 갓길 차량 검지

차량 번호 검색 차량 색상 검색 차량 색상+진행 방향 검색 색상+방향+번호판 검색

[ 주요 특징 ]

[ 옵션 ] [ 관련 특허 ]

특허10_1470314

객체 자동인식, 분류 CCTV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증10_1470315

객체의 움직임 감지에 의한 위험감지 CCTV 시스템 및 그 방법

특허증10_1470316

촬영 영역의 특성 설정에 따른 위험감지 CCTV 시스템 및 그 방법

무선영상전송�시스템

회사소개 제품소개 사업분야 주요솔루션 고객센터 Download



현장에서 직접 페루 경찰청의 중앙 관제 센터와 실시간 데이터 정보를 공유하는 통신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능형 순찰차 시스템은 원거리 모니터링이 가능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갖추었습니다.

지능형 순찰차 시스템

21  l  22

보안 강화

▶ 지문 정보/로그인 강화

▶ 권한 관리

▶ 정보 유출 방지

▶ 성능 향상

▶ 기능 추가시 유연한 대처

▶ 신속한 유지 보수

▶ 차량 위치 표시

▶ 이동 경로

▶ 사건 처리 절차

▶ 장비 이상시 타이틀 깜빡임

▶ 차량 선택

▶ 상세 정보 표출

보안 강화 보안 강화 보안 강화

Alley Lights(LH&RH)
외부 안테나
Wifi / 3G / 4G

Rear Full HD IP 디지털 카메라
(IR Panoramic) inside cabin

LED Lighting Bar

Take-Down Lights
LPR Camera

Bulletproof Front
Windshield (NIJ Level 3A)

Front Full HD Digital Camera
(IR Panoramic) inside cabin

공용주소 (스피커)
Inside Radiator Grill

Middle Full HD IP 디지털 카메라
Inside cabin

● Full HD IP
     IR Camera ● Full HD IP IR Camera

● Full HD IP
     Camera

● HD IP LPR
     Camera

● Router

● Sub Battery

● NVR

● Isolator

[ 주요 특징 ]

차량 감지_
번호판 인식

현장 현지
경찰과의 연락

P  O  L  I  C  I  A

Full HD 
IR Camera

지능형
순찰차
S/W

지문 
판독기

타블렛 PC

KR EN



열 영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잡아내는 방식이며, 비교적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히 광원이 없는 암흑이나

야간에도 동일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주로 감시, 정찰 등의 군사적 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열 영상 감시 시스템

현대 생활에 있어 도심지 및 공업지대의 중요공급시설은 도시미관 및 안전을 위하여 전력선로, 방송케이블,

통신망케이블, 변압기, 수배전반, 가스관, 상수도관 난방용 온수관 등 각종 생활관련 중요 공급 시설은 지하에 위치하며,

육안으로 지속적인 감시 관리가 어렵고 고열의 전력케이블이 지나기 때문에 화재 등과 같은 사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기능이 마비될 경우 통신/전력/수도 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CCTV 영상과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및 불꽃감지기 등 영상 및 센서를

이용하여 다중 분석하여 비상 상황 시 관리자 및 중앙감시반, 유관기관에 즉각 통보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기능

Skill

공동구 내부 거동 변화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무인 계측

02
변압기 및 설비 (수배전반 등)

화재 감시

03

03
열화상을 통해 화재 발생예상지점의

온도변화 실시간 분석

Skill

열화상을 통해 어두운 공동구 

내의 시야 확보

05
CCTV 시스템에 열화상 카메라를

추가하여 영상분석 이중화

06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

화재 위험 상태 파악

01

04

07
RTU(산업용 멀티미디어 통합제어기)를

통한 실시간 감시 및 분석 제어 구현

08
자동소화장치를 이용한

화재의 초동 진압 및 확산 방지

09
선박화재 등 통한 고립지역에서의

사전 화재 예방 및 초동 진압



AI 시스템과 CCTV를 연계하여 차량 및 보행자를 인식하고 주차 공간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나의 환경으로 연결하는 지능형 시스템

입니다. 직관적안 디자인의 어안렌즈로 실시간 주차면을 분석하며 구역별 정확한 데이터 표출 및 유도를 통해 실시간 관제·대응이 가

능한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주차 영상 유도 시스템

주차유도 종합 상황실
- 전체 주차 현황 및 영상보안을 통합화면을 통해 제어
- NVR에 녹화를 함으로써 방범 겸용 가능

주차구역 안내판
각 구역별 주차 가능 갯수를 LED로 실시간 제공

주차 위치 검색
차량번호 인식 기능으로 위치 찾기 기능 제공

만공차등 카메라
- 초고화질 주차유도 카메라 (5m, 12m 어안카메라)
- 주차면 최대 12면 (권장 6면)
- 최대 색 8개 표현(RED/GREEN/BLUE)

입구 종합 전광판
전체 층의 주차현황을 LED로 실시간 제공

1

2

3

4

5

1

2

3
4

5

[ 구성도 ]

[ 기본 ] [ 주차 불가시(만차) ] [ 주차 가능시(공차) ]

NETWORK

방재실

주차 유도 서버 차량번호 인식 서버 L3, L2 스위치 허브 NVR

주차안내 전광판 주차 위치 검색 비상 상황 대응
시스템

경비실/주차관제실

모니터링 PC (옵션)

[ 구성도 ]



무선영상전송 시스템은 현장 여건에 맞는 유무선 네트워크 설계 후 적용할 무선장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에서 요구하는 통신

방식, 운용방법, 무선구간 퍼포먼스,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와 제조/공급업체간 협의와 기술지원, 설계, 제조, 납품, 설치, 현장

테스트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무선영상전송 시스템

현장여건에�맞는�유무선�네트워크�설계�후�적용할�무선장치를�선정해야�합니다.

특히�현장에서�요구하는�통신방식, 운용방법, 무선구간�퍼포먼스, 효율성�등을�고려하여

소비자와�제조/공급업체간�협의와�기술지원, 설계, 제조, 납품, 설치, 현장�테스트가�이루어져야�합니다.

구성도

Multi link

[소비자]
- 네트워크�설계
- 제품문의

[제조/공급업체]
- 네트워크�협의
- 기술지원
- 적용제품�추천

[소비자]
- 타당성�검토
- 구매결의
- 설치�및�시험

A/S 2개월
기술지원

이동체�무선

현장�사무실 B 현장�모니터링용 NVR라우터

NVS500+IP Camera

현장가�설치용
이동삼각대

중계:
CPE N5

현장�설치용
네트워크�기기�종류

DVR NVR

NVS500

중장비, 지게차

가설용�삼각대

X5NM

풍향,풍속온도,습도,
원격제어,PLC,기상데이터

N5

Cat5e

데이터�추출
풍향, 풍속, 온도, 습도,

원격제어, PLC,기상데이터

NSS/N2S.1 대의�마스터 AP로
원격지�자치와 1:N통신으로
비용절감과�효율적인�통신�가능.
360˚ 통신은 3대의 AP를
설치합니다.

현장사무실 A

멀티링크�전용 NSS

- N5S : 안테나�빔�폭 120˚ Gain : 16dBi
5GHz 2X2 이중편파 MIMO방

- N2S : 안테나�빔�폭 120˚ Gain : 12dBi
2.4GHz 2X2 이중편파 MIMO방

- 공통 : 안테나�일체형, 핸드오프�지원

Line of site

스카이�크레인�상부 해상�크레인후크에부착  골리앗�크레인�후크에부착 공사현장,터널, 지하�공사차량

[ 적용 분야 ]
스카이�크레인�상부 해상�크레인  골리앗�크레인�후크 공사현장,터널, 지하�공사차량

F1레이스차량 타워�크레인�후크 기동훈령장�전차�후방설치CS기동�순찰�차량

소부대�전술훈련

모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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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토스정보통신
주요 제품



Entoss New Brand “ENTOPERA”

엔토페라의 심볼 중 큰 원은 첫번째와 시작을 의미하며 오페라의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드는 엔토스정보통신의 SI 기업경영정신을 담았습니다.

ENTOPERA is the first brand name of ENTOSS Co., Ltd. The big circle symbolizes ‘ONE’ : the first,

the beginning and The first letter of Opera. And It means the entrepreneurship Of ENTOSS making

everything harmonically as a specialized Company in SI

Naming Rules

Camera

ENTOSS Recorder Series Number HDD IP Video InputNetwork

E R N - E 0 8 3 2
NVR

ENTOSS 제품타입

N : Network
A : Analogue

Housing
Type

Pixel IR Zoom Lens OPTION카메라

D : Dome
O : Bullet
P : PTZ
B : Box
V : Vandal-Resistant
T : Thermal

2 : 2MP
4 : 4MP
5 : 5MP

Target

1 : 소규모
2 : 중규모
3 : 대규모

F : Fog Fillter
L : Low Light
R : IR
W : Wiper

OPTION

P : PoE 지원
R : RAID지원
H : Hot-Swap 지원
A : Ai 지원

E N P - T 2 3 3 8 L R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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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토스정보통신
주요 사업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국토교통부 국도 통합관리소 CCTV시스템 

대한송유관공사 강원지사 CCTV시스템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추풍령 CCTV시스템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 CCTV시스템 구축

인천공항 공항물류단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양주시청 다목적 CCTV시스템 구축

조선왕릉 서부지구 CCTV장비 유지보수 관리

평택 모산 영신지구 자가망 구축공사 외 1건

경기도 교육청 회천초등학교 교사동 통신공사

양주시 덕정고등학교 통학로 방범 cctv 구매

양주시 2020년 하반기 LED 안내 표지판 구축

한국은행 부산본부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조선왕릉 중부지구 CCTV 장비 유지보수 관리

조선왕릉 서부지구 CCTV장비 유지보수 관리

조선왕릉 동부지구 CCTV 장비 유지보수 관리

양주시 봉양 IC 접속도로 확장공사

양주시 회암사지 쿨링포그 설치공사

파주장릉 관리동 주변 정비 공사(정보통신)구축

충남 당진 삽교천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입

광교푸른숲 공공도서관 건립공사 관급자재 CCTV 

구매

파주시 파주장릉 산책로 CCTV 설치공

제주도 CCTV 카메라 화질개선 시스템 구축

강화군 국가지정 문화재 방범 및 방재시스템 구축

제천시 저화질 카메라 노후 교체에 따른 관급자재 

구축

다도해 해상 산불감시 카메라 구매 설치

청평수력 운전용 CCTV 설비 교체용 자재 구매

구로구 상반기 CCTV 시스템 구축

가평군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수원시 생활 방범 CCTV 시스템 구축

구리시 2차 생황 방범용 CCTV시스템 구축

양주시 흥죽일반산업단지 내부도로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가평군 달전리마을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경기도 양주시 2021년 도로방범 CCTV 시스템 구축

평택시 도로방범 cctv 시스템 구축

군포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시스템 구축

의왕시 2019년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 구축

화성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 

서울시 강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구매설치

오산시 불법주정차 단속(CCTV)카메라 성능개선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CCTV 신규 및 성능개선 시스템

서울시 강서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하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

서울시 서초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이설 구축

대구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시스템

밀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교체 및 네트워크 

서버 시스템

안동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제작 

구매 구축

강릉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설치공사 

시스템

수원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시스템

오산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대구시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마포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CCTV 시스템

부산 사하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SYSTEM 구축

부산 강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SYSTEM 구축

의정부시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시스템

구로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CCTV 시스템 

구축

관급 사업 (방범)

관급 사업 (불법)

보안 CCTV 시스템 외에 지능

형 방범, 어린이 안전, 재난 관

리, 환경에너지 보호관리, 건물 

보안, 군 중요시설 감시 등 다

양한 목적의 CCTV 시스템의 

효율과 가치를 향상시키고 경

제적인 구축이 가능합니다.

고정형 CCTV를 설치하여 정차 

  고하지검 을판호번 의량차 된

인식하여 규정시간 이상 정차

된  차량에 대해 불법주정차 감

시 및 단속을 자동으로 수행하

며 “아다부스트 알고리즘 ” 적

용 원격 관리형 자동 감시 불법

주정차를 단속 합니다.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인도네시아 6개 지역 CCTV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ATMS CCTV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교차로 감시 CCTV 시스템 구축

파라과이 센트럴주 Smart City 시스템 구축

페루 지능형 순찰차량 CCTV  시스템 납품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ATMS) 시스템 구축

KOC Telemetry PJT Site Install 구축

파푸아뉴기 경찰청 범죄예방 CCTV 및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구축

페루 스마트 순찰차량 CCTV 시스템 구축

Libya Zwitina Combined Cycle Project 

몽골 올란바타르 수처리시설 CCTV 시스템  구축

인도네시아 순찰차량 CCTV 시스템 구축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ITS 실시 설계

2021

2020

2017

2015

2014

2013

2012

2008

2006

2005

육군 00부대 간부식당 통신공사

해병 00부대 지문인식 출입시스템 구축

육군 제OO부대 신영 생활관기계공사

육군 OO부대 CCTV 구매 설치 (포천지역)

00보급대대 창고 신축 CCTV 시스템 구축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중서부지역  통제시스템 S/W 납품 및 설치 

국방 통합정보관리소 운영 인프라 구축사업 영상 및 출입 보안 00

부대 K-2전차 시설 통신 공사 중 CCTV 공사

GOP 과학화 2차 사업 BMT 통제시스템 S/W 납 품 및 설치

중거리 감시카메라 세트 제조 설치 공사

헌병장비(영창 CCTV) 설치 납품

해병대사령부 감시용 카메라 등 4종 설치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국군 제 1363 부대 경계용 CCTV 시스템 구축

국방부 3275 부대 백령도 외 6개 부대 외곽 경비 감시 시스템

해외 SI 사업

군 사업

페루 경찰청 지능형 순찰 차량 

CCTV 공급을 필두로 해외사

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 도네시아 경찰청 사업인 첨

단 교통관리 시스템(ATMS) 구

축중이며, 태국 군에는 휴대용 

열 상카메라 공급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해외 경험을 

바탕으로 파라과이 및 말레이

시아 해외 지사 및 법인을 설립

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새로

운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시스템에 요구되는 성능 감시 

/ 감지 / 통제 시스템으로 외부

의 침입을 감지하고 어두운 환

경에서도 탐지된 물체를 자동

으로 추적하여 감시합니다. 감

시 사각지역을 최소화하기 위

해 이동물체를 추적 / 감시하고 

야간에서도 식별하도록 보안시 

스템을 구축합니다.



교통·철도 사업

공장·생산 사업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7

2006

2005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 영상감시 장치 

구매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확장 사업

서울 지하철 1~4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유지 보수

부산 1호선연장 화상전송설비 외 1종 구축

창원-부산간 ITS 동영상정보수집장치(CCTV) 

제조구매 설치

북한대교 ITS 동영상수집장치(CCTV) 제조 구매 설치

강원 교통정보상황실 CCTV  시스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화상전송 설비 시스템

서울 메트로 지상역사 승강장 PSD 난반사용 모니터 

시스템 설치

인천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영상감시 설비 

시스템 설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통신설비 구축 화상설비 시스템 

구축

창원-부산간도로 ITS 시스템 설치

인천국제공항 철도 취약지역 CCTV 시스템

서울 메트로 1,3,4 호선 지능형 통합모니터링 시 

스템 구축

대구지하철 승강장 PSD 모니터 제작설치 시스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 정보통신 설비

서울지하철 서울역(1)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 

도어 제작 시스템 구축

회현역, 종합운동장역 화상시스템 구축

서울메트로 화상시스템 제작구매 CCTV 시스템

철도청 구로차량기지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

시스템서울지하철 1~4호선 전 구간 DVR 시스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PSD(스크린도어) 통신공사 

시스템 구축

2021

2020

2019

2018

2016

여수낙포석탄공장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CCTV시스템 구축 외 7건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CCTV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천안사업장 CCTV시스템 유지보수

삼성전기 가스저장소 지능형 CCTV구축 

스테코 스테코 라인 신규 CCTV 구축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CCTV 구축

삼성전자 18년 TP센터 사업장 사각지대 CCTV 구축

삼성전자 TP센터 사각지대CCTV 구축

충남 서산 항만보안 CCTV 개선공사

삼성전자 TP센터 물류차량CCTV설치공사 

대구저유소CCTV시스템 교체공사 

온양사업장 사각지역 CCTV 시스템 구축

TP센터Reject IC 시스템 구축

현대오일뱅크SRU공정CCTV설치공사 

2015 삼성SDI천안사업장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사업장 지능형 CCTV 시스템 구축

삼성전자 천안 반도체라인 CCTV 시스템 구축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교통 

난 해소를 위하여 도시의 교통 

정보를 분석하고 혼잡 지역 및 

사고다발지역에 지능형 교통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극대 

화합니다.

공장 등의 산업 설비에서는 각 

사업장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 

여 적용한 시스템으로 설계되 

어 디지털화된 영상을 모니터 

링하고 무인경비, 안전사고 방

지 등의 효과에 뛰어납니다.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호텔신라 사각지대 CCTV시스템 구축

하얏트호텔 CCTV시스템 성능개선 공사

스포츠조선 CCTV시스템 개선 사업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홈플러스 CCTV시스템 유지보수

스타벅스 CCTV시스템 유지보수

하얏트호텔 CCTV시스템 유지보수

유니클로 CCTV시스템 유지보수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하얏트 호텔 Terrace Cafe CC CAMERA INSTA LL 

_CCTV 시스템 구축

대륭테크노타운 20차 CCTV 시스템 구축

호텔 신라 관내 무인 기계실 CCTV 시스템 교체

에이스카운티아파트 아파트단지내 CCTV추가설치

스타벅스  CCTV 시스템 구축 

하얏트호텔 주차장내 CCTV성능개선 구축

서울 아산병원 동관,신관옥상 고화질개선CCTV 

시스템 구축

용산호텔CCTV카메라 시스템 구축

유니클로 CCTV 시스템 구축

호텔신라 통합상황실 구축

서울아산병원 자동화병동 CCTV 시스템 구축

제주 부영 호텔, 리조트 CCTV 시스템 구축

스타벅스 코리아 CCTV SYSTEM 구축

신세계 파주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CCTV 시스템

당산동 쉐르빌 오피스텔 CCTV 시스템

기아자동차 사옥 CCTV SYSTEM  구축

의정부 예술의 전당 CCTV 시스템

호텔신라 출입통제 보안시스템

농협 양곡유통센터 CCTV 시스템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도농애시앙 부영아파트 CCTV 시스템 구축

삼흥빌딩 CCTV 시스템 구축

광주전남혁신B1블럭부영아파트신축공사중 CCTV공사 

청북3차 부영아파트 CCTV 설치공사 

경주외동 1단지 부영아파트 CCTV 구축

경주외동 2단지 부영아파트 CCTV 구축 

광주하남 부영아파트 방범용 CCTV 구축

시흥장현 A 4BL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영상감시장치 구매

부산신항만 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CCTV구축 외  12건

화성향남17블럭 부영아파트CCTV설치 4외  건

부산신항만 8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CCTV공사 외 5건

SG 건설 양주 벨라시티 아파트 CCTV 설치 공사

사당우성2차아파트CCTV구매설치공사 외 6건

남양주 월산6지구 A-1BL 부영아파트 CCTV 외 13건

빌딩 사업

주거 사업

빌딩의 출입자 감시 및 건물내 

부 인원의 이동상태 및 기타 상 

황 발생을 감시하고 E/V, E/S

의 동작상태 및 안전 운행 상태 

를 확인하여 이용객들의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

는 주차장 내·외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차장 내부의 차량 

흐름 및 각종 상황을 감시합니

다.

주거시설(아파트단지 등)의 외 

부 출입자 감시 및 건물내부의 

위험 상황 발생을 감시하고 E/

V, E/S의 동작상태 및 안전 운

행 상태를 확인하여 거주자 혹

은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미 

연에 방지합니다. 또는 주차장 

내·외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차장 내부의 차량 흐름 및 각 

종 상황을 감시합니다.



서울지사

TEL.

FAX.

ADDRESS.

02.6964.7789

070.4060.7790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5

본사 및 공장

TEL.

FAX.

ADDRESS.

031.829.7788

031.829.8822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그루고개로 188번길 7-75

HOMEPAGE. www.entoss.co.kr

중부지사

TEL.

ADDRESS.

041.541.9531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이순신대로 639

CONTACT US

중부 지사

서울 지사

본사 및 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