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화된 지능형 영상 감시/분석 솔루션으로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MAX software 



제품 특징 

 다양한 카메라 연동 

ONVIF Profile S, G 및 RTSP 장비 지원 

ONVIF Ver 1.x/2.x 지원 

RTSP 장비 지원(RTSP over TCP, RTSP over 

UDP, RTSP over HTTPS 등 다양한 규격 지원) 

자체 Driver Pack 연동 기능 

Driver Pack을 통한 네트워크 카메라, 엔코더, NVR 

및 기타 IP 장치 

전세계 약 200여 개 제조사 및 6000여종의 장비 

직접 연동 (Samsung, AXIS, HiKVision, Sony, 

etc.) 

지속적인 Driver Pack 업데이트를 통한 신규 출시 

장비 지원 

 획기적인 대역폭 절감효과, H.265 지

원 

효과적인 대역폭 절감으로 고해상도 영상전송 

효율성을 높이고 저장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시스템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멀티 스트림 분배 기능 

고해상도, 저해상도로 스트림 된 영상을 저

장분배서버에서 모니터링과 스토리지로 재분

배 할 수 있습니다. 

 Map을 이용한 모니터링 

각 장소가 표시된 지도 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영상을 즉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서 객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같

은 상호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채널 멀티 모니터 출력 기능 

자유로운 레이아웃 구성 

4개 모니터(최대 6개 지원) 동시 출력 

한 모니터당 최대 200채널의 30fps 출력 지원 

외장 그래픽 카드 및 CPU 내장 그래픽 출력으로 최대 

6개의 모니터 출력 가능 

각 모니터 별 개별 레이아웃 구축으로 화면 별 운영자

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 환경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360도 카메라 

어안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특별한 방법으로 용

이하게 광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의 어안 카메라에 찍힌 전체 영역에서 모

니터링 하고자 하는 위치를 클릭하면 해당 위치

로 가상 PTZ가 이동하여 영상을 표시합니다. 

GBU MAX-VM 은 설치된 CCTV 카메라와 네

트워크를 통해 영상 녹화, 모니터링, 저장영상 

재생 및 장치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전한 저장 지원(Edge Storage) 

카메라와 네트워크 단절 발생 시, 카메라 내부의 SD 카드에 영상을 저장하

고 네트워크 연결이 재개 되었을 때  서버로 영상을 복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인텔 퀵싱크 하드웨어 디코딩 기능 

인텔 Quick Sync는 전용 CPU 코어의 비디오 인코딩/디코딩의 부하를 경감

시켜서 보다 빠른 처리를 제공하며 서버 CPU 성능 중 영상처리 부하 경감 

인텔 Quick Sync는 HD 및 그 이상의 고해상도 비디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 Quick Sync가 탑재된 서버는 더 많은 고해상도 비디오 스트림을 동시

에 처리 

CPU 점유율을 감소하여 CPU 연산 처리 성능이 향상되어 한 서버에 더 많

은 카메라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 
• 환경설정(Configuration) 백업과 복구 
• 모션 웨이블릿(MotionWavelet)을 통한  

영상 스트림의 재압축 
• 영상 메타데이터 탑재 
• 외부 이벤트 지원 
• 매크로 
• Videowall 2.0 
• 새로운 추출 기능 
• 운영자 검사 로그(Operation Audit Log) 
• DP 유니캐스트/멀티캐스트 지원 
• 아카이브 별로 스트림 선택 가능 
• 64bit 
• 다이얼로그 보드 패널(Dialog Board panel) 
• 웹 클라이언트를 위한 H.264 

 

 
 

 

• 웹에 대한 사용자 권한 
• 레이아웃 공유 
• 영상 회전(Video rotation) 
• 프레임 병합(Frame merge) 
• 화면 상에서의 PTZ 제어 
• PTZ 제어 우선 순위 세분화 
• Active camera 
• 단축키 (layouts, alarms, initiate record, maps, 

etc.) 
• 상황 분석 툴에서 색상 범위 설정 가능 
• 관리자 비밀번호 재 설정 
• 카메라 접속 권한의 그룹 변경 
• 카메라 접속 권한 
• 웹 보드 패널(Web Board panel) 

 
 

 
 

기타 기능 

 장비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 화면에 카메라, 서버, 등 중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카메라의 모든 서버의 상태 및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

하고 있는지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이용객 증가 추세나 해당 영역의 문제점을 그래프와 숫자로 표

시하여, 사용자가 보고체계의 통계화에 도움을 줍니다. 

GBU MAX -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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