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Camera Station S1016 레코더
고해상도 감시에 즉시 사용 가능한 워크스테이션

AXIS Camera Station S1016 레코더는 신뢰성 높은 고해상도 감시에 맞게 최적
화된 즉시 이용 가능한 워크스테이션입니다. AXIS S1016은 필요한 모든 소프
트웨어가 사전 로드되고, 설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구성되었습니다. Axis
카메라 및 모니터를 연결하여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중간 규모 설치용의 플
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AXIS S1016은 모든 사무실 환경에서 빠르게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레코더는 AXIS Camera Station 영

상 관리 소프트웨어, 16채널 라이선스 및 기타 필요

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사전 로드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및 스토리지 구성과 같은 시스템 설정은 시

스템 설정을 단순화하고 성능을 최대화하도록 사전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스토리지 용량은 안정적인 고

성능 감시 요구를 충족하도록 최적화되었습니다. 시

스템 가동 시간을 보호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에 리

던던트 하드 디스크가 있습니다. 패키지에 포함된 하

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3년간 지원됩니다.

AXIS Camera Station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즉 유연한 라이브 뷰 레이아웃, 사이트 맵, 강력한

이벤트 구성, 효율적인 알람 관리 및 바로 반응하는

PTZ 제어와 같은 효율적인 감시에 필요한 모든 기능

을 제공합니다.

직관적인 타임라인 시각화와 효율적인 비디오 검색

을 통해 증거를 빠르게 조사, 검색하고 안전하게 내

보낼 수 있습니다.

AXIS S1016은 최적의 시스템 오버뷰를 위해 다중 모

니터를 지원합니다. 키보드 및 컴퓨터 마우스는 포함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시트

> 손쉬운 설치

> 사전 구성됨

> 최적화된
하드웨어

> 고해상도 감시

> AXIS Camera
Station 포함

> 광범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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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모델델델 AXIS Camera Station S1016 레코더
버전: 2

채채채널널널 수수수 16개 채널이 포함되며, 최대 24개 채널로 업그레이드 가능
(별도 판매)

프프프로로로세세세서서서 Intel i5 4570S, 2.90GHz
메메메모모모리리리 4GB(4096MB)

메모리 유형:DDR3 SDRAM PC3-12800(800MHz) - (DDR3-1600)
스스스토토토리리리지지지 3TB, 64MB 캐시 및 SATA 6Gb/s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7200rpm HDD, RAID 1
그그그래래래픽픽픽카카카드드드 AMD Radeon R5 A240 1GB DDR3
광광광학학학디디디스스스크크크
드드드라라라이이이브브브

OEM DVD RW

운운운영영영 체체체제제제 Microsoft Windows Professional Embedded 7

네네네트트트워워워크크크카카카드드드 통합 Intel® I217LM 이더넷 LAN 10/100/1000Mbit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성성성능능능 사사사양양양
실실실시시시간간간비비비디디디오오오
스스스트트트림림림

압축 수준 30에서 최대 15fps로 최대 5메가픽셀 해상도가
지원됩니다.

녹녹녹화화화 초당 최대 96Mbit의 전체 녹화 속도로 최대 24개 비디오 채널
을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일일일반반반 사사사항항항
호호호환환환가가가능능능한한한
제제제품품품

펌웨어 4.30 이상이 설치된 HD, 표준 해상도, 고해상도,
팬 틸트 줌을 포함하는 Axis 네트워크 카메라 및 엔코더

전전전원원원 최대: 365W, 100VAC ~ 240VAC
커커커넥넥넥터터터 USB 2.0 6개, USB 3.0 4개, 디스플레이 포트 3개, VGA 1개,

Dual link DVI-I 1개
네트워크 커넥터, 라인 입/출력 커넥터, 컴퓨터 마우스 및
키보드 커넥터

모모모니니니터터터 수수수 최대 2개

작작작동동동 조조조건건건 5°C~35°C(41°F~95°F)

치치치수수수 360 x 175 x 417mm(14.17 x 6.89 x 16.42in)
무무무게게게 8.50kg(18.74lb)
승승승인인인 EN/IEC/UL 60950-1, CSA C22.2 No. 60950-1-07, EN 62311,

EN 55022, CISPR 22, EN 55024, CISPR 24, EN/IEC 61000-3-2,
EN/IEC 61000-3-3, EN/IEC 62623, EN 50581, EN 300 328,
EN 301 893, EN 301 489-1, EN 301 489-17, EN 62311

하하하드드드웨웨웨어어어보보보증증증 3년 포함

액액액세세세서서서리리리
포포포함함함된된된
액액액세세세서서서리리리

설치 안내서, 키보드(인터내셔널/미국), 컴퓨터 마우스,
전원 케이블

시시시스스스템템템
액액액세세세서서서리리리

AXIS T8310 영상 감시 제어 보드, AXIS P8221 I/O 오디오 모
듈, AXIS A1001 네트워크 도어 컨트롤러, AXIS Camera Station
S9001 데스크톱 터미널

AXIS Camera Station – 영영영상상상 관관관리리리 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소소소프프프트트트웨웨웨어어어 AXIS Camera Station 4.x
언언언어어어 모든 주요 언어

비비비디디디오오오
오오오디디디오오오 단방향 오디오 스트리밍, AAC, G.711, G.726 압축
비비비디디디오오오압압압축축축 H.264(MPEG-4 Part 10/AVC),Motion JPEG

실실실시시시간간간 보보보기기기
지지지도도도 기기기능능능 예
PTZ 제제제어어어 예

재재재생생생
스스스마마마트트트
녹녹녹화화화 검검검색색색

예

재재재생생생 최대 64배 또는 프레임별
최대 25개 카메라의 동기화된 재생

내내내보보보내내내기기기 수동 및 예약된 내보내기, JPEG 형식의 단일 이미지, ASF 형식
의 비디오, 내보낸 녹화에 대해 디지털 서명, 단독형 플레이어

트트트리리리거거거 및및및 이이이벤벤벤트트트
이이이벤벤벤트트트트트트리리리거거거 비디오 모션 디텍션, 액티브 탬퍼링 알람, AXIS Cross Line

Detection, 외부 I/O, 액션 버튼, 시스템 트리거 및 장치 이벤
트 트리거로 트리거된 이벤트

예예예약약약 녹녹녹화화화 카메라별 스케줄을 통해 연속 녹화 또는 평일 및 주말 녹화
사용자 정의 가능

알알알람람람관관관리리리자자자 예
Microsoft
Active Directory
지지지원원원

예, 패스워드 보호에 로컬 또는 Windows 도메인 사용자를
사용하는 여러 사용자 액세스 수준(Active directory)

자세한 내용은 www.axis.com/products/cam_station_software에서 확인하십시오.

시스템 설정 실시간 보기 예

재생 예

www.axis.com

©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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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