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Protect® Corporate  
24시간 연중무휴 작업 수행에 
필수적인Mission Critical 운영을 
위한 고급 비디오 보안
XProtect Corporate은 비디오에 대한 지속적인 액세스가 필요한 대규모 및 
높은 보안 요구 시설을 위해 설계된 IP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VMS)입니다.

하드웨어 성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비디오 무결성의 종단간(end-to-end) 

보호를 보장합니다. 중앙 관리, 내장형 

비디오 월 및 장애 조치 레코딩 서버가 

지원되므로, 공항 및 도시와 같은 작업 

수행에 필수적인 (Mission Critical 운영 

환경에 이상적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편안하게 감시 

하드웨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레코딩 엔진을 제공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 전문가가 설계하였으며, 엣지 

저장소 및 장애 조치 서버를 지원하여 비디오에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첨단 시스템, 간편한 사용 

내장형 비디오 월 솔루션, 중앙 집중식 검색 

플랫폼 및 다중 레이어 맵이, 사건 대응 시 

시각화된 상황 인식, 직관적인 카메라 탐색 및 

효율적인 협업을 보장합니다.

확장 가능한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축 

서버, 카메라 및 사용자 수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Milestone의 개방형 플랫폼을 

사용하여 모든 크기의 시스템에 대해 효율적인 

중앙 집중식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성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GDPR-ready 인증 VMS와 다수의 내장된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도구를 통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사이버 보안 위협에 

맞서 시스템의 회복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Milestone의 소프트웨어, 귀하의 솔루션 

개방형 플랫폼 SDK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통합된 검증을 마친 수십 개의 

선도적인 솔루션으로 고객님의 조직의 필요에 

맞게 시스템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모바일 서버

관리 클라이언트
XProtect 스마트 월

SQL 서버 이벤트 서버

클러스터 클러스터

관리 서버장애 조치 
이벤트 서버

장애 조치 
관리 서버

레코딩 서버 장애 조치 
레코딩 서버

XProtect 웹 
클라이언트 

XProtect 스마트 
클라이언트 

XProtect 
모바일

하드웨어 가속

NVIDIA© 및 Intel© 지원 최고의 성능, 

CPU 부하 감소 맟 시스템 비용 절감을 위한 

하드웨어 가속 비디오 디코딩

엣지 저장소 및 장애 조치 서버

시스템 장애 및 유지보수 고장 시간 중에도 

비디오에 중단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엣지 

저장소 레코딩 및 장애 조치 서버를 지원합니다.

푸시 알림

중단 없는 업무 운영을 위한 사전 예방적 

온라인 시스템 상태 모니터링이 제공되며, 

시스템 내에 어떤 일이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MIP SDK
XProtect의 개방형 아키텍처 및 MIP SDK
가 시스템의 무제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메타데이터

스마트 및 IoT 장치에서 GPS 좌표, 모션 

데이터, 및 얼굴 인식과 같은 메타데이터를 

추가하여 비디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Milestone Marketplace
보안 이상의 비디오를 제공하는 수십 가지 

검증된 제품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H.265
최신 H.265 압축 기술을 통해 영상 저장에 

소요되는 스토리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제한

쉬운 확장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버, 카메라, 사용자 수를 무제한 

지원합니다.

Milestone Federated Architecture
무제한 확장성을 위해 계층 내 관계를 

추적하는 여러 수준의 계층(parent/child 
hierarchy)에서 XProtect Corporate 

및 XProtect Expert 사이트의 수를 

무제한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중앙 관리

분산 운영 위한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Milestone Interconnect를 사용하는 

중심 허브로써, XProtect Corporate
를 사용하여 여러 장소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XProtect Smart Wall
내장형 비디오 월 솔루션 지원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각화된 상황 인식과 

효율적인 대응 조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중 레이어 맵

건물과 층 사이를 빠르게 탐색하고 모든 

크기의 설치에 대해 시각적인 개요를 

제공합니다.

알람 관리자

내장된 알람 관리자가 보안 및 시스템 알람에 

관한 통합적인 개요를 제공하므로, 즉시 

육안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북마킹

실시간 모니터링 또는 녹화 영상 재생 중, 특정 

영역의 비디오 시퀀스를 별도로 북마크해서 

효율적으로 영상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검색

비디오, 모션, 알람, 이벤트, 및 북마크를 한 

곳에서 모두 검색하고, 추후에도 빠르게 조사할 

수 있도록 검색 템플릿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룰 엔진

내장된 룰 엔진으로 표준 보안 기능을 

자동화하고 수동 개입의 필요성을 

최소화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스마트, 웹, 모바일 클라이언트에서 단일/양 

방향 오디오 지원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비디오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액세스 관리

사용자 액세스 권한에 대한 긴밀한 모니터링 

및 다중 사용자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

이중 인증

뷰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추가 보안 수준을 지원합니다.

보안 내보내기

내보낸 자료가 100% 원본임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암호화, 디지털 서명 및 다시 

내보내기 방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암호화

레코딩 서버와 다른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듀얼 엔드 인증 기반 암호화.

고가용성 시스템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와 설정의 중앙식 및 단일 

지점 관리를 제공합니다.

장애 조치 서버는 기본 레코딩 및 이벤트 

서버에 대한 백업 역할을 하며 고가용성을 위해 

클러스터링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통합 비디오월 

기능은 운영 환경에 유연하고 하드웨어에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주요 기능

무료로 체험해 보십시오:
milestonesys.com

http://milestones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