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관도제품사양
(Unit - mm)

Security Workstation

IR-1100
• IDIS Cybersecurity 적용
• IDIS Intelligent Codec 적용
• IDIS Critical Failover 적용
• IDIS Smart UX Controls 적용
• 아이디스 모듈형 VMS iNEX 솔루션 탑재
• 스토리지 구성 : 8Bay 핫 스왑, RAID 5,6 지원
• 녹화 데이터 속도 최대 1,024Mbps
• IP 카메라, 아날로그 DVR, TVR, DirectIP NVR 및 인코더와 같은

IDIS 제품과의 완벽한 호환성
• 2U 랙 타입
• H.264, H.265 코덱 및 지능형 코덱 지원
• Onvif Profile S, Axis, Panasonic 외 다수 프로토콜 지원

48.26cm

8.8cm
52.35cm

IR-300A

시스템

소프트 웨어 아이디스 모듈형 VMS iNEX 솔루션 탑재
네트워크 연결 4 GbE RJ-45 Ports (1000Base-T)
녹화 데이터 속도 최대 1024Mbps
권장 카메라 수 256 채널 동시 녹화 권장
하드 디스크드라이브
구성

8 Bay SATA
핫 스왑, RAID  5, 6 지원

운영체제 Microsoft® Embedded Windows Server 2016
프로세서 Intel® Xeon® Processor silver 4210 2.2G
메모리 8GB RAM (1 x 8GB DDR4-2666MT/s RDIMM)
비디오 출력 1 VGA

외형
형태 2U 랙 타입
본체 치수 (W x D x H) 482.0mm x 717.6mm x 86.8mm
무게 34.5kg

전원
전원 입력 0-240V AC, 50/60Hz
전원 공급 장치 듀얼 파워, 핫 스왑
전원 소비량 750W

동작 환경 동작 온도 10° to 35°C
동작 습도 10% to 80% 

액세서리 랙 레일 시스템 슬라이딩 레일 시스템
전원 케이블 1

일반 인증 FCC, KC

iNEX 솔루션

조합 가능한
서비스

필수 서비스 그룹 관리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녹화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확장 서비스 그룹 영상 분석 서비스, 백업 서비스, 중복 녹화 서비스, 웹 서비스, 영상분석통합관리, 대쉬보드, 모바일 서비스, 영상반출 서비스

장애 조치 서비스 그룹 스트리밍 장애조치 서비스, 녹화 장애조치 서비스, 백업 장애조치 서비스, 모바일 장애조치 서비스, 관리 장애조치 서비스, 
모니터링 장애조치 서비스

연합 서비스 그룹 연합 서비스 연합 모니터링 서비스, 연합 백업 서비스
연합 장애 조치
서비스 그룹 연합 장애조치 서비스, 연합 모니터링 장애조치 서비스, 연합 백업 장애조치 서비스

주요 기능

감시 주요 기능 레이아웃 감시, 레이아웃 순차 감시, 카메라 순차 감시, 맵 감시, 맵 제어, 브라우저 실행, 장치 원격 제어, 어안 영상 디워핑, 
텍스트인 뷰어, 영상 분석(VA 박스), 스마트 이미지 필터, CCTV 특화 딥러닝 엔진 기반 객체 감지

재생 주요 기능 북마크, 썸네일 검색, 물체/움직임 검색, 스마트 이미지 필터, 메타 필터링 검색, Person Match(인물 검색), 
MapVue(맵 추적 검색), CCTV 특화 딥러닝 엔진 기반 객체 검색

장치 관리 주요 기능 장치 원격 설정, 암호 일괄 변경, 일괄 펌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상태 확인, 장치 비밀번호 재발급/초기화
장치 상태 감시 주요
기능 시스템 동작 상태 감시, 장치 검사, 장치 상태 감시, 자가진단

이벤트 관리 주요 기능 이벤트 스케줄, 라이브 팝업, 이벤트 확인, 이메일 알림, 오디오- 아웃, HTTP 전송

특수 기능
IDIS Cybersecurity
IDIS Intelligent Codec
IDIS Critical Failover
IDIS Smart UX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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