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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통합관제용 UVMSPRO 서버 

 

1. 개 요 

UVMS(Universal Video Management Software) Pro 는 통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 윈도우, 맥킨토시 및 리눅스(우분투) 운영체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UVMS 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DVR, NVR, IP 카메라에 연결된 영상감시, 저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최대 288 채널 

실시간 영상관제, 원격에 있는 장비의 시스템 상태(실시간 이벤트, 장비 

헬스정보, 이벤트리포트를 체크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검색, 백업이 

가능하다. 

 

2. 특징 및 적용 

1) 최대 288 채널 실시간 모니터링(PC 성능별) 

2) 하나의 서버에서 멀티 모니터 확장 지원 

3) 별도의 감시스크린은 생성하는 cloning 기능 지원  

4) 이벤트 발생 시 자동접속 및 이미지 팝업 지원 

5) Multi-Layer E-Map 에디터 지원 

6) 스마트 검색기능(사람, 자동차 등) 지원 

7) 장비 헬스체크 지원 

8) 실시간 이벤트 지원 

9) 주기적인 이메일 리포터 

10) AI 특수카메라 데이터 연동 

11) 4 채널 영상 파노라마 설정 

12) 영상 및 이미지 마스킹 백업 

 

3. 사양 및 규격 

1) 운영체제 : Window 10 64bit / macOS 10.12(Sierra)이상 / Linux 14.04 LTS 

2) 라이브모니터링 : 최대 288 채널 

3) 프로토콜 : 비디오- H.264, H.265, MJPEG, MPEG4,  

오디오- G.711, G.723, G.726, IP audio 64ch input, 2way audio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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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스플레이 

- 속도 : D1- 2000fps 이상(UHD, GTX 1060 이상), 720P- 1500fps 이상(UHD, 

GTX 1060 이상), 1080P- 500fps 이상(UHD, GTX 1060 이상) 

- 화면모드 : 1/ 2/ 4/ 9/ 10/ 16/ 25/ 32/ 36/ 48/ 64/ 128/ 144/ 사용자지정 

5) 검색 : 다중 영상검색 기능, 검색영상 시간동기화, AVI Search, Event Search, 

Status/ VMS/ Device/ LPR/ People Counting, Thumbnail Search 

지원 

6) 백업 : 미디어-Local HDD, Local USB, Remote Client PC, 포맷-MP4, AVI, PNG 

7) H/W 

- CPU : 8 세대 i7-8700(3.2G), Memory: 16GB 이상 

- Video : NVIDIA gtx 1060 ~ (Memory 3GB ~) 이상 

- SSD : 500GB ~ 1TB 이상 

- 네트워크 : 기가비트 이더넷 

- 젂원 : 2202V AC / 60Hz  

- 작동온도 : / 습도 5~40 ℃ / 20~90% RH  

- 크기 (W x D x H) : 425 x 465 x 177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