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isaster Response Solution

Temperature Monitoring Program

tNVR

tNVR (Temperature Network Video Recorder)

FEATURES

•최대 36채널 실시간 라이브 감시 및 녹화.

•클론 뷰를 통해 고화질 영상을 동시에 감시 가능.

•HDD 단편화 저감기술 적용으로 HDD 내구성 대폭증대.

•화재 발생전 빠른 탐지 및 경보 기능.

•실시간 온도데이터 저장 및 트렌드 확인기능.

•특정 구역 (Area) 설정 및 최대온도 측정기능.

•중계서버 기능으로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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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Monitoring Program

tNVR

tNVR(Temperature Network Video Recorder)을 이용하여 보다 경제적이며 보다 정확하게 감시가 가능하며 이상 징후 
포착시 무엇보다 빠른 확인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Full-HD 16채널 실시간 라이브 감시 및 녹화 
라이브 스트림과 녹화 스트림의 완벽한 분리로 실시간 라이브 
감시(30fps)와 동시에 Full-HD 30fps녹화 가능.

▶클론 뷰를 통해 고화질 영상을 동시에 감시
다중 채널은 메인 뷰에서 특정 채널은 고화질의 클론 뷰를 통해서
동시 감시. 
이벤트 발생 시 클론 뷰어에 관련 영상을 동시에 고화질로 표시.
이벤트 발생 시 관련 채널 동시 프레셋 이동 지원.

▶HDD내구성 대폭 증대
HDD단편화 저감기술 (특허 출원 예정) 적용.
HDD단편화 율 1/10로 감소 >>  HDD내구성 비례해서 증가  >>  
제품 안정성 및 내구성 증가.    

▶역 재생 시 모든 프레임 재생
역 재생 시 모든 프레임 재생 및 완벽한 채널간 동기 재생.
H.264등 GOP압축을 행하는 코덱에서도 역 재생 시 모든 프레임  
재생으로 검색 효율 극대화.
채널간 동기재생시에는 정확한 동기 재생을 지원한다.     

▶특정 위치, 부분 영역 집중 온도측정
특정 위치와 영역을 설정하여 원하는 위치를 집중적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감시 가능.

▶알람
tNVR을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온도를 디스플레이.
알람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의 이미지와 설정된 시간 동안의 
영상이 저장.

▶실시간 온도 데이터 저장 및 재생
저장된 온도 데이터로 장기간의 온도 변화를 확인하여 설비의 
노후화, 교체 시기 등을 예측하여 사전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저장된 데이터로 발화원의 확인 가능.

▶알람/경고 접점 출력 
접점 출력을 이용하여 알람 발생 시 다양한 운용이 가능.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을 함께 운용하거나 경광등, 스프링클러 등 
주변 장치와의 연동이 가능.

[모니터링 센터]

[경광등] [스프링쿨러]

[tNVR]

[열화상 카메라]

1개의 소프트웨어로
총 16대 카메라 대응 가능



Disaster Response Solution

Temperature Monitoring Program

tNVR

VMS #1

VMS #2

VMS #32

Live Viewer / Clone Viewer

CAM #1

CAM #2

CAM #16

Remote Viewer #1

Remote Viewer #8

tNVR(temperature Network Video Recorder)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를 실시간 측정 및 저장된 기록으로 온도 변화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알람 표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철/화학/반도체/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의 설비 노후화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및 빠른 대응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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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Monitoring Program

tNVR

채널수 최대 36채널

라이브모니터링

화면분할 1 / 3 / 4 / 6 / 8 / 9 / 15 / 16 / 36

온도관리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실시간 온도 그래프 표출

맵(E-map) 4단계 32개까지 등록 가능

기타기능 이벤트 스냅샷 표시, 양방향 오디오, 간이 재생

녹화

녹화채널 4 / 9 / 16 /36

녹화모드
연속녹화, 움직임감지녹화, 이벤트녹화

프리알람 최대 10분 지정
주단위 스케쥴링, 특정일 지정

녹화속도 8Mbps Full-HD 30FPS 전채널 녹화 가능

녹화용량
SATA3 디스크 최대 10개까지 장착 가능

최대 녹화용량 예(4BT x 10 = 40TB)

온도데이터
저장 실시간 온도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재생 저장된 온도 데이터 그래프 표출

저장/백업

재생모드 파일재생 / 동기재생 / 파노라마재생 / 북마크재생

재생배속

정방향, 역방향(x0.25 ~ x32배속)
역방향 재생시 모든 프레임재생 (파노라마재생한정)

프레임 단위 재생
일시정지

백업 외부저장장치, 원격뷰어

기타기능
정지화보존, 북마크지정, 디지털 줌

조그셔틀 기기지원 (파노라마재생한정)
USB 3축 컨트롤러 지원

중계서버
중계서버 내장

중계모드 바이패스 / 트랜스코딩 / 핸들제어

동작환경 사양
Gigabit 이더넷, WinXP, Win7, 8G 이상 물리 메모리,
Corei7 3Ghz이상 CPU, Graphic Card (사전검증)

지능형 (옵션) VCAPCopen (SW)
Surveillance, Count, Surveillance + Count + VMA (싸움, 군집, 추돌, 무단투기 등) 

다중 영역 설정

원격뷰어
(별도구매)

기능
중계서버를 통한 라이브 접속 등 NVR 모든 기능 지원 

(파노라마 재생 제외)

성능 500Mbps까지 NVR 성능에 영향 없이 접속 가능

채널수 최대 36채널

라이브모니터링

화면분할 1 / 3 / 4 / 6 / 8 / 9 / 15 / 16 / 36

온도관리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실시간 온도 그래프 표출

맵(E-map) 4단계 32개까지 등록 가능

기타기능 이벤트 스냅샷 표시, 양방향 오디오, 간이 재생

녹화

녹화채널 4 / 9 / 16 /36

녹화모드
연속녹화, 움직임감지녹화, 이벤트녹화

프리알람 최대 10분 지정
주단위 스케쥴링, 특정일 지정

녹화속도 8Mbps Full-HD 30FPS 전채널 녹화 가능

녹화용량
SATA3 디스크 최대 10개까지 장착 가능

최대 녹화용량 예(4BT x 10 = 40TB)

온도데이터
저장 실시간 온도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재생 저장된 온도 데이터 그래프 표출

저장/백업

재생모드 파일재생 / 동기재생 / 파노라마재생 / 북마크재생

재생배속

정방향, 역방향(x0.25 ~ x32배속)
역방향 재생시 모든 프레임재생 (파노라마재생한정)

프레임 단위 재생
일시정지

백업 외부저장장치, 원격뷰어

기타기능
정지화보존, 북마크지정, 디지털 줌

조그셔틀 기기지원 (파노라마재생한정)
USB 3축 컨트롤러 지원

중계서버
중계서버 내장

중계모드 바이패스 / 트랜스코딩 / 핸들제어

동작환경 사양
Gigabit 이더넷, WinXP, Win7, 8G 이상 물리 메모리,
Corei7 3Ghz이상 CPU, Graphic Card (사전검증)

지능형 (옵션) VCAPCopen (SW)
Surveillance, Count, Surveillance + Count + VMA (싸움, 군집, 추돌, 무단투기 등) 

다중 영역 설정

원격뷰어
(별도구매)

기능
중계서버를 통한 라이브 접속 등 NVR 모든 기능 지원 

(파노라마 재생 제외)

성능 500Mbps까지 NVR 성능에 영향 없이 접속 가능

FEATURES

•최대 36채널 실시간 라이브 감시/녹화 및 온도 감시기능

•채널 별 관리온도 2단계 설정 (경고/알람) 및 알람 연동

•실시간 온도데이터 저장 및 트렌드 (년/월/주/일) 확인

•중계서버 기능으로 원격지 모니터링 기능.

•전 채널 RealTime (30fps) 녹화

•USB 3축 컨트롤러 연동 가능

•조그 & 셔틀 기능 지원으로 사용 편의성 증대

•역재생 시 모든 프레임 재생 및 완벽한 채널간 동기재생

•HDD 단편화 저감기술 적용으로 HDD 내구성 향상

SPECIFICA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