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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의 관제단말 PC에서 동시 4개 화면감시
E-map화면

다중 MAP표출 기능

MAP이벤트 감시용 스팟 화면

MAP화면의 레이아웃을 조절하여 1화면당
36개의 MAP을 동시감시

MAP에 등록된 카메라의 이벤트 발생시
해당 카메라의 영상 표출

MAP간 링크 기능

동시 감시 기능

MAP상에 표시(링크)된 다른 지역의 MAP
이름을 선택(클릭)시 해당 MAP으로 이동

주요 이동 경로를 미리 설정하여 거동수상자
발생시 해당 동선의 카메라를 동시에 팝업

MAP, 실시간 영상 동시 감시

사용자별 MAP설정

일반 감시창에 MAP및 실시간
영상 동시에 감시 가능

사용자 단위로 감시 권한을 부여하여 감시권한
있는 카메라에 대하여만 감시/검색 가능

Hover 메뉴

특수 기능 화면

각 채널별 감시창 단위로 하단에 PTZ, 색상조정
오디오, 순간녹화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기능 제
공하여 마우스 동선의 최소화 지원

이벤트 스팟, 핫스팟, 맵이벤트 스팟 제공

39종의 다양한 레이아웃

카메라 이력 관리

1, 2x2, 3x3, 4x4, 5x6, 6x6, 1+5, 1+7, 3+4등
다양한 레이아웃 지원 및 일반 16:9와이드 모니
터 전용 레이아웃 제공

카메라 접속 및 동작 이력 관리

실시간 감시화면

사용자 레이아웃
사용자가 감시화면에 임의로 설정한 화면대로
레이아웃 저장 가능

장치리포트화면

각종 로그 검색

무제한 저장

사용자로그, 장치 동작상태 로그, 시스템로그

저장기간은 무제한으로
(스토리지 할당 범위 만큼)보유 가능

이벤트로그, 관리서비스 로그 등

카메라 상태 점검
전체 카메라 등록 및 연결 현황 표시 및 장애
발생 카메라의 장애 원인을 포함하여 표시

조건별 로그 검색
다양한 이벤트의 종류 중 특정 이벤트만 선택
하여 검색 가능

검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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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ver메뉴

1/30초 단위 프레임 검색

마우스 동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Hover메뉴를
제공하며 디지털줌, 지능형 검색, 화면조정

중요한 데이터의 감시를 위하여 프레임 단위
검색 기능 제공

원클릭 시간 이동

별도의 플레이어가 필요없는 백업

녹화 타임 테이블, 달력검색 기능을 통하여 우너
하는 시간대로 원클릭 이동하여 재생

전용 플레이어를 내장한 백업 파일 구성하여
어느 PC에서도 재생 가능

마우스 셔틀 기능

특수 기능 화면

제어키보드의 셔틀기능과 같은 마우스셔틀 기능
제공하여 정/역방향 배속 검색 기능

이벤트 스팟, 핫스팟, 맵이벤트 스팟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