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BULLET

DOME

VP DOME

PTZ

SPECIALTY

NVR/STORAGE

AHD

ANALOG

ACCESSORY

NVR 32CH 시리즈
4K & Full HD Network Video Recorder

하이트론씨스템즈가 선보이는 4K 32CH NVR 시스템입니다. 2M IP Camera
뿐만 아니라 고해상도 4K의 IP Camera까지 모두 하나의 녹화시스템에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기존 2M IP Camera에 고화질의
4M IP Camera를 증축하시거나 또는 향후 초 고화질의 4K IP Camera를

주요 기능

신설하실 경우에 최적화된 다목적 녹화시스템으로 신설 또는 증축비용의 절감을

▪ 2M, 4M, 4K 고해상도 영상신호 자동 인식 및 녹화
▪ 4K 고해상도 녹화 가능

위한 완벽한 솔루션으로서 고성능 IPM NVR시리즈와 함께 더욱 빈틈없는

▪ HDMI & VGA, 아날로그 SPOT 동시 출력 지원

영상보안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Display 해상도
(1280x1024, 1280x720, 1920x1080, 3840x2160/HDMI Only)
▪ 16:9 모니터 스트린 지원

주요 사양

▪ 안드로이드, 아이폰 어플 지원

모델명

▪ 하드디스크 동작 상태 체크

압축방식

▪ 라인업 별 채널 PoE 지원

OS
영상 입력
영상 출력

외형 치수

녹화 해상도
음성 입력

*관제 프로그램(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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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p / 720p / 960H / 720H 혼용 가능
2 채널(RCA)
16 채널

백업
제어 인터페이스

Unit : mm

32 채널 16 PoE
HDMI / VGA / SPOT

2 릴레이(14TTL)

하드디스크(SATA HDD)

88

임베디드 리눅스
32 채널

알람 출력

검색

430

H.264 or H.265 / JPEG(Dual Codec)

센서 입력

녹화 기준(1080p)

420

HNR-3216P

HNR-3200N

120Mbps
칼렌다, 이벤트, POS, 파로라마, 미리보기 검색
8 SATA + 1 eSATA
USB / Network / External / HDD
PTZ, USB, RS-232, RS-485

제어 장치

마우스, 리모컨

네트 워크

GIGA Bit Ethernet(RJ-45)
DHCP & DDNS, TCP/IP, HTTP

원격 접속

익스플로러 / 사파리 / 크롬 / 파이어폭스

동작 온도

5~40℃(41~104F)

동작 습도

20~80%(Non-Condensing)

소비 전력

280W(SMPS)

외형 치수

430(W) x 88(H) x 420(D)mm
*표기된 사양은 제품 성능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