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Companion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쉽고 심플한 영상 감시 시스템

AXIS Companion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iOS 및 Android 장치용 모바일 앱 포함)는 건물, 사람 및 자
산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빠르고 쉽게 설정
할 수 있으며 직관적인 작업을 지원합니다. Axis 보안 원격 액세스 기술을 사용하면 네트워크 또는
라우터를 구성할 필요 없이 원격 위치에서 실시간 또는 녹화 영상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AXIS
Companion은 위치당 최대 16대의 카메라를 완벽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AXIS Companion
Line의 모든 제품과 강력하게 통합되고 Axis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완벽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쉽고 직관적인 감시

> 영상에 대한 보안 원격 액세스

> 자유로운 사용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

> 빠르고 간소화된 시스템 설정

> 확장성 및 미래 보장성

데이터시트



AXIS Companion
일일일반반반 사사사항항항
언언언어어어 영어, 영어(영국), 아랍어,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브라질), 체코

어, 네덜란드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
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스
페인어, 스웨덴어 및 터키어

채채채널널널 수수수 사이트당 1~16대의 카메라

지지지원원원 제제제품품품 펌웨어 5.50 이상이 내장된 AXIS Companion Line 카메라, Axis
네트워크 카메라 및 엔코더

비비비디디디오오오
비비비디디디오오오압압압축축축 H.264(MPEG-4 Part 10/AVC)

해해해상상상도도도 모든 카메라 해상도 지원

프프프레레레임임임레레레이이이트트트 모든 카메라 프레임 레이트 지원

오오오디디디오오오 단방향 오디오 스트리밍, AAC 오디오 압축

스스스토토토리리리지지지
스스스토토토리리리지지지 미미미디디디
어어어

microSD/microSDHC/microSDXC 카드 지원
AXIS Companion 레코더
전용 NAS(Network-Attached Storage)에 녹화 지원
메모리 카드 및 NAS 관련 권장 사항은 www.axis.com을 참조
하십시오.

스스스토토토리리리지지지용용용량량량 구성 가능한 보존 녹화, 기간은 현지 법적 요구 사항에 맞게
카메라당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실실시시시간간간 보보보기기기
카카카메메메라라라 실실실시시시간간간
보보보기기기

최대 16대 카메라의 실시간 보기, 1, 4, 9, 16 분할 보기 및 전체
화면, 파노라마 뷰, 멀티 뷰 스트리밍, Axis’ Corridor Format,
카메라 시퀀스, 디지털 줌

PTZ 마우스 또는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PTZ 및 돔 카메라 제어

재재재생생생
녹녹녹화화화 검검검색색색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녹화 검색, 날짜 및 시간

타임라인 시각화
재재재생생생 재생 속도: 최대 8배 또는 프레임별

내내내보보보내내내기기기 JPEG의 단일 이미지, ASF 또는 MP4의 비디오 시퀀스, 설치가 필
요 없는 독립형 플레이어 포함, 내보내는 ASF 녹화에 디지털 서명

녹녹녹화화화 제제제어어어
모모모션션션디디디텍텍텍션션션 낮은 대역폭 활용도를 위한 고성능 카메라 기반 비디오

모션 디텍션
연연연속속속및및및예예예약약약 카메라별 스케줄을 통해 연속 녹화 또는 평일 및 주말 녹화

사용자 정의 가능
시시시스스스템템템
PC 클클클라라라이이이언언언트트트 www.axiscompanion.com/vms에서 무료 다운로드

시시시스스스템템템권권권장장장
사사사항항항

OS: Windows 8 64비트 이상
CPU: Intel Core i5
RAM: 4GB
그래픽 카드: 256MB 온보드 비디오 메모리
네트워크: 100Mbps
UPS(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모모모바바바일일일액액액세세세스스스 Android 장치, iPhone 및 iPad용 Axis 모바일 감시 앱

모모모바바바일일일 기기기기기기 최최최
소소소요요요구구구사사사항항항

Android 4.2
iOS 8

보보보안안안 패스워드 보호를 이용한 다중 사용자 액세스 레벨,
SD 카드 암호화

www.axis.com

©2013 - 2016 Axis Communications AB. AXIS COMMUNICATIONS, AXIS, ETRAX, ARTPEC, VAPIX는 관련
법규에 따른 Axis AB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회사명과 제품들은 해당 회사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Axis는 사전 통지 없이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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