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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Overview

XProtect, 단순한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Milestone Systems은 업계를 선도하는 개방형 구조(Open Platform) IP video surveillance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입니다.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Milestone은 10년 넘게 전 세계 75,000여개 이상의 고객에게 손쉽고 강력한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V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ilestone XProtect의 모든 제품은 개방형으로 설계되어 타사의 제품보다 다양한 종류의 IP 카메라, 인코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Milestone의 오픈 플랫폼은 대다수의 영상분석 솔루션들과 통합이 가능하며, 미래의 혁신 기술을 

적용하기에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XProtect는 surveillance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요구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 최신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설치는 

물론 수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는 경우라도, 최신 XProtect는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 될 것 입니다. 

www.sunjin.net



복잡함, 오히려 단순해지다

XProtect Corporate는 무한대의 카메라들과 사용자들을 대규모로, 또는 여러 사이트에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IP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XProtect Corporate는 서로 연결된 여러 층의 맵과 경보(alarms)로 통합된 클라이언트들을 

보유하여 완벽한 상황 인식과 빠른 응답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Smart Wall (다양한 구성 및 

독립적인 하드웨어 사용이 가능한 비디오 월 기능) 빌트인 지원을 통해 완벽한 커맨드 센터 제어가 

가능합니다. XProtect Corporate은 엣지 스토리지와 최적화된 영상 저장기능을 제공해 영상을 

안전하게 저장해주는 믿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  관리성 :  Milestone Federated Architecture™ 및 집중적 관리를 통해 관리자가 여러 지역에 

설치된 기기들을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성 :  다중 다단계 영상 저장 관리 및 데이터 보관 기능을 통해 스토리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최상의 활용성

XProtect Enterprise는 무한대의 카메라, 사용자, 기타 장치들을 중대형 규모로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입니다.  
XProtect Enterprise는 뛰어난 관리 기능은 물론 장치, 영상녹화, 사용자 설정 등 일관성 있는 

개요를 통해 통합형 단일 관리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여러 사이트에 카메라 구축시 최적의 

솔루션인 XProtect Enterprise는 시스템 구성 마법사 또는 하드웨어 자동 감지 등 대규모의 보안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  미래 경쟁력 : 카메라 수에 제한 없이 고객이 필요한 만큼 시스템 확장이 가능합니다. 

•  유연성 : 무제한 통합이 가능하여 비즈니스 확장에 따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XProtect 제품의 장점
최상의 활용도를 제공하는 IP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IP 영상 관리 분야의 기준을 정립하고 있는 XProtect는 :

• 개방형 구조 : 컴퓨터 하드웨어 및 영상분석 솔루션과 통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 편리한 사용 :  모든 XProtect 제품들은 카메라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고 누구나 비디오에 접속  
할 수 있습니다. 

• 미래 경쟁력 : XProtect의 모든 제품은 향후 시스템 투자 증대에 따른 확장이 용이합니다.



중급 규모의 설치에 적합한 고급 기능

XProtect Professional은 중급 규모의 설치를 위해 설계된 제품으로 최대 64대의 카메라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제품은 비즈니스 시스템과 영상 분석의 통합을 필요로 하는 단일 사이트에서 도입하기에  

최적인 제품입니다.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마법사를 통해 카메라 추가, 비디오 설정 구성, 
영상파일의 일정관리, 사용자 접속 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강력한 성능 :  최대 6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는 단일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탁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뛰어난 확장성 :  다양한 제 3자의 타사의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며 POS/ATM 

통합, 분석 툴, 통합 모니터링 및 경보 관리 등 다양한 통합 옵션을 제공합니다.

간단 명료한 기능 제공

XProtect Essential은 소규모 사이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최대 26대의 

카메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XProtect Essential은 단일 사이트에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디오 

surveillance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시스템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유연한 라이센스 모델들을 제공하여 가치를 높여줍니다. 

•  고부가가치 :  동시 사용자를 최대 5명까지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라이센스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빠른 구축 :  소프트웨어 마법사를 통해 카메라 추가, 비디오 설정 구성, 영상파일의 일정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하드웨어

XProtect Essential NVR은 IP 영상 관리 솔루션으로 XProtect Essential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워크스테이션이 포함되어 있어 최소한의 설정 및 IT 구성만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8~16대 정도의 카메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소프트웨어의 구성 마법사를 통해 카메라 추가, 비디오 구성, 녹화 파일의 일정관리, 
시스템 관리 등의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설치와 구성을 위한 마법사 기능 제공

•  최적의 성능을 위해 구성된 하드웨어



 
주요 기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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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저장 기간

영상 내보내기 포맷 

웹 클라이언트 (원격 클라이언트)

네트워크 스토리지 아카이빙

3rd Party 애플리케이션 통합 (2)

영상 분석 지원 (3)

확장 가능한 멀티 서버 솔루션

중앙 관리

이벤트 룰 마법사

Failover servers(시스템대체작동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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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250대 이상 설치를 위해, Milestone은 XProtect Corporate를 추천합니다.
(2) Milestone Software Development Kit (SDK) 사용
(3) XProtect Analytics Framework 사용

XProtect Retail은 다음의 Milestone IP VMS 플랫폼과 통합됩니다 : XProtect Professional, XProtect Enterprise, XProtect Corporate

XProtect Transact는 다음의 Milestone IP VMS 플랫폼과 통합됩니다 : XProtect Professional, XProtect Enterprise, XProtect Corporate

XProtect Retail은 영상 화면을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에서 수집된 

관련 있는 영수증과 거래자료를 화면으로 연결시켜주는 커스텀 통합 솔루션입니다.  
XProtect Retail은 POS 또는 ATM 등과 같은 기기에서 생성된 거래내역을 영상화된 문서로 

보여줍니다. 이 제품의 분석능력은 기프트 카드의 비정상적 사용, 할인, 블랙 리스트에 등록된 

신용카드, 환불, 또는 쿠폰 등과 같은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식별하도록 하여 부정거래를 

감소시킵니다. 

•  비즈니스, 고객과 직원 보호 :  결정적 검증이나 증거를 영상으로 제공하여 부정거래 또는  

손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순이익 보호 :  점점 변화해가는 부정거래 패턴을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연한 투자  

도구입니다. 

XProtect Transact는 가상 경로들로부터 거래 데이터를 통해 링크 및 시간을 실시간 영상 

화면으로 동기화 해주는 거래 관리 시스템입니다. 거래 데이터는 각종 경로, 카메라, 데이터, 시간, 
텍스트 등에 의해 재빨리 검색되며 관련 영상이 곧바로 추출 및 재생됩니다. XProtect Transact는 

거래 중 발생되는 모든 부정 거래나 손실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부정 거래 감소 : 비정상적 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즉시 추적, 문서화합니다. 

•  높은 효율성 : 개별 시스템이 아닌 서로 연계된 시스템 내에서 거래내역을 분석 및 관리하여 

효율적입니다. 



XProtect Central은 다음의 Milestone IP VMS 플랫폼과 통합됩니다 : XProtect Professional, XProtect Enterprise, XProtect Corporate

XProtect Analytics는 다음의 Milestone IP VMS 플랫폼과 통합됩니다 : XProtect Professional, XProtect Enterprise, XProtect Corporate

XProtect Corporate를 위한 XProtect Smart Wall은 향상된 video wall을 추가하여 보다 

규모가 큰 surveillance center에서 최고의 상황인식 능력을 제공하고, 다양한 구성 및 하드웨어를 

독립적으로 제공합니다.  
각 Smart Wall을 위해 뷰 레이아웃이나 실제 컨텐츠들을 정의하도록 사전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레이아웃은 카메라 아이콘을 끌어넣기 하거나 룰 엔진 등을 사용하여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조업체에 상관없이 많은 수의 모니터나 모니터들 간의 결합을 

지원합니다. 

•  다양한 선택 : 하드웨어를 독립적으로 사용하며 일반 서버 및 디스플레이에서 운영됩니다. 

•  응답시간 단축 :  중요한 구역에만 집중함으로써 대규모 구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XProtect Central은 모니터링 및 경보 관리를 위한 Add-on 시스템입니다. XProtect Central
은 XProtect 레코딩 서버, video surveillance 카메라 및 외부 장치 등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사건 

경보나 운영 상태 등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이 제품은 경보 센터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이며,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검증 및 

장애해결을 위해 경보의 즉각적인 개요 및 가능한 기술적 문제 등을 알려줍니다. 

•  즉각적인 통지 :  다단계로 구성된 맵들이 사건 지점이나 관련된 시스템 전체를 쉽게 파악하고 

경로를 찾기 쉽도록 해줍니다. 

•  실내성 : 비디오와 오디오 경고 시스템을 통해 바로 응답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XProtect Analytics는 사용이 간단한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여러 개의 제 3자 비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쿼리 엔진(Query Engine)은 각각 다른 영상 분석도구 상에 있는 경보나 관련 영상을 서로 

결합시켜 잘못된 경보를 줄일 수 있도록 더욱 정확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카메라 및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애플리케이션 모두를 지원합니다. 

•  지능형:  XProtect ® Analytics 비디오 분석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제 3자의 분석기기들과의 

통합을 위한 직관적인 도구입니다. 

•  상황 인식 능력 향상 : 경보 개요 및 관련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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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Systems에 대하여 

1998년 설립된 Milestone Systems는 Open Platform IP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적인 선구자입니다.  XProtect 플랫폼은 

관리가 쉬우면서도 안정적이며, 전세계에 걸친 수천 건의 고객 설치 노하우를 가진 강력한 surveillance입니다. 네트워크 하드웨어 또는 

다른 시스템과의 통합 시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는 XProtect는 카메라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자산 보호, 프로세스 최적화, 비용 절감 등의 장점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Milestone 소프트웨어는 인증된 협력업체들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선진인포텍(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85 가산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1011호
대표전화 : 02)2624-2666
http://www.sunjin.net/

Milestone XProtect은 다른 비즈니스 시스템들과의 통합이나 타사의 하드웨어 컴퍼넌트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surveillance 시스템입니다. 저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비용 효과가 

뛰어난 선택이며,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입니다.

Open Platform : 장기적 비즈니스 성과를 위한 토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