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Protect® Express+  
소기업을 위한 사용하기 쉬운 
비디오 감시

XProtect Express+는 간단한 라이브 비디오 모니터링이 필요한 단일 공간의 
소규모 기업을 위한,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VMS)입니다.

최대 48대의 장치와, 액세스 제어 

및 피플 카운팅 같은, 기존 작업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XProtect Express+는 소매점, 주차장, 

또는 사무실 건물에 완벽한 제품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로 편안하게 감시 

귀하는 비디오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원은 없지만, 중요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 

통보를 받아야 한다면, XProtect Express+

가 바로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
첨단 시스템, 간편한 사용 

시스템을 가끔씩 사용하기 때문에 작동 

방식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소비할 수 

없는 경우, 단순함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XProtect Express+는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지금, 그리고 미래를 위한 소프트웨어

초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후에도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신 경우, XProtect Express+를 

사용하면 원하는 확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성
귀하가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보안 위험을 줄이고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내부 및 외부 보안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XProtect Express+를 믿고 사용해 보십시오. 

XProtect Express+는 필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므로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Milestone의 소프트웨어, 귀하의 솔루션 

XProtect Express+를 사용하면 귀하는 

귀하의 VMS를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 있고, 보안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투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푸시 알림

귀하의 조치가 필요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푸시 알림 지원을 통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XProtect 클라이언트

귀하가 이동 중이거나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있든, 세 가지 XProtect 
클라이언트를 모두 지원하며 단 한번의 

클릭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소 3.1 Gbit/s의 영상 처리 성능

가장 높은 영상 처리 성능을 제공하는 레코딩 

엔진으로 작동되므로,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타사 통합

Milestone Marketplace를 활용하여 

XProtect와 호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출입통제 및 비디오 분석과 같은 제3자 

통합과 통합할 수 있습니다.

XProtect 추가 기능

XProtect와 함께 바로 사용할 수 있는 

XProtect 추가 기능 제품으로 추가 가치와 

기능을 영상 관리 시스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데이터의 통신(비디오, 오디오, 메타데이터)

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서 기반 암호화는 

레코딩 서버에서 시작되어, 연결된 구성 

요소로 검색됩니다.

장치 기준의 라이선스 모델 

간단한 장치 기준의 라이선스 모델을 통해, 

현재 필요한 장치 라이선스 수를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더 많은 장치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쉬운 업그레이드

여러 위치 또는 확장된 기능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간단한 라이선스 교체만으로, 

현재 시스템을 더 많은 고급 기능의 

XProtect 중 하나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Milestone Interconnect™

지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 많은 소규모 

설비가 분산되어 있지만 중앙식 운영이 

필요한 경우, XProtect Corporate와 

이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중 레이어 맵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더불어 다중 레이어 맵과 알람 관리를 

통해 설치에 대한 완전한 개요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사용자 및 다른 사용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사용자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화 검색

찾고자 하는 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편리한 고급 검색 도구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룰 엔진 

내장된 룰 엔진으로 광범위한 보안 기능을 

자동화할 수 있으므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사용자 접근 

여러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운영 수준에서 각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중 인증

동일한 계정의 사용자 접근 시도 시 이중 

인증을 사용하여 확인된 로그인 시도에만 

보기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 추가적인 보안 수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암호 보호

증거가 잘못 제공되지 않도록, 귀하는 비디오 

파일을 암호로 보호하고 승인된 사용자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HTTPS
레코딩 서버와 연결된 카메라 및 기타 보안 

장치 간의 HTTPS 통신을 지원합니다.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므로 귀하의 시스템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시스템 다이어그램 - 올인원 방식의 간단한 
시스템

모든 것이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모든 서버 

구성 요소 및 XProtect 클라이언트가 동일 서버/

PC에서 실행되는 가장 단순한 설계입니다.

레코딩 서버

관리 서버

관리 클라이언트

모바일 서버

이벤트 서버

SQL 서버
XProtect 웹 
클라이언트 

XProtect 스마트 
클라이언트 

XProtect 
모바일

무료로 체험해 보십시오:
milestonesys.com

http://milestonesy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