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 NVR 

구분 FP-3016 FP-3036 FP-3064 

입력 16 Ch 36 Ch 64 Ch 

라이브 디스플레이 
  속도 480 fps 1080 fps 1920 fps 

화면모드 1, 4,9,16 1,4,9,16,25,36 1,4,9,16,25,36,49,64 

   비디오 해상도 D1, 720p, 1080p, 4M, 4K Resolution  

   녹화 

속도 480 fps 1080 fps 1080 fps 

  화면모드 
Continuous, SCheduled,  Sensor-Activated & Motion Detection Recording,  & Post Alarm Recording, Emergency 

Recording 

재생&검색 

속도 x1, x2, x4, x8, x16 

  화면모드 480 fps 1080 fps 1920 fps 

  기능 
Intelli-SearCh by Time Bar, Calendar (Date & Time),  

Event / System SearCh  

인터페이스 Ethernet 

CPU 
 코어9세대 i5-9600K 정품박스  

(커피레이크 리프레시/3.7GHz/9MB) 
 코어9세대 i7-9700K   

(커피레이크 리프레시/3.6GHz/12MB) 
 코어9세대 i7-9700K   

(커피레이크 리프레시/3.6GHz/12MB) 

CPU쿨러  Gemin II M5 LED  Gemin II M5 LED  Gemin II M5 LED 

OS 
 Windows 10 Enterprise High End or  

(Windows 10 Pro K) 
 Windows 10 Enterprise High End or  

(Windows 10 Pro K) 
 Windows 10 Enterprise High End or  

(Windows 10 Pro K) 

메인보드  Z390 M  Z390 M 듀러블에디션  Z390 M 듀러블에디션 

메모리 DDR4 16GB DDR4 32GB  DDR4 32GB 

그래픽카드 Geforce GTX1050 Ti UD2 Geforce GTX1050 Ti UD2 
GeForce RTX 2070 WINDFORCE D6 

8GB  

SSD  256GB (OS 및소프트웨어 영역)  256GB (OS 및소프트웨어 영역)  256GB (OS 및소프트웨어 영역) 

케이스 
 4U  

(Dimension : L465* W425* H177mm)  
HDD 8 BAY(SSD포함) 

 4U  
(Dimension : L465* W425* H177mm)   

HDD 8 BAY(SSD포함) 

 4U  
(Dimension : L465* W425* H177mm)   

HDD 8 BAY(SSD포함) 

파워 600W/ATX  ZM700(ATX/700W)  ZM700(ATX/700W)  

 

 16 채널 / 36 채널 / 64 채널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사용자 친화적 인 GUI S / W 

 복잡한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없는 ezP2P ™ 클라우드 서비스 

 UVMS 및 스마트 폰을 통한 원격 모니터링 

 멀티 채널 빠른 디지털 줌 

 듀얼 스트림 (레코딩 / 네트워크) 

 4K IP 카메라 (3840x2160) 

 Onvif 프로토콜 지원 

 주요 AI카메라 연동기능 제공 : LPR/ 얼굴인식/ 열화상 /피플카운터 / 객체인식등 

 

(*) 제품의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FP-3000 Series 

4K 16Ch, 36Ch,64Ch 네트워크 저장장치  

도면 

사양 



P2P기능 지원 & ezP2P™ 클라우드 서비스 (www.ezp2p.com) 

 어떠한 네트워크 설정 없이도 외부에서 간단하게 장비에 연결 해 영상 모니터링이 가능한 P2P 기술 제공(웹, 모바일 앱, 

CMS 지원) 

 네트워크 포트 포워딩 필요 없이 웹, 모바일 앱, CMS에서 영상 모니터링 가능(QR코드 지원)  

 ezP2P.com 사이트와 연동해 사용자가 보유한 모든 장비를 일괄 관리 및 접속 가능한 편리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Main Page] 

[Preview] 

ezLink™ with Mac Address 

The easiest way to connect to the DVR  
just by Mac Address. 

푸쉬 알람 

PUSH Video Call 

to iPhone & Android Phone 

PUSH Network 

Connection under Sensor Event 

 2 PUSH 기능은 이벤트 발생시 자동으로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PUSH 비디오 콜 기능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벤트 발생상황을 체크. 

통합 네트워크 솔루션 

 함께 제공되는 원격관리 소프트웨어(CMS)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V3000)를 통하여 NVR 뿐만 아니라,  

      당사에서 공급하는 DVR, IP 카메라까지 통합하여 관리, 모니터링 .  

[MV3000] [UVMS] 



 FP-3000 Series 제품은 번호인식 카메라와 연동이 되어 

인식된 번호를 저장 관리.   

 IoT 박스와 연동해 자동으로 주차 차단기 연동, 원격 차량 

등록 및 관리 가능 

 일반 카메라를 이용해서 주차 면의 차량 번호를 인식.  

 인식된 번호를 통해 주차면의 만차/공차 여부 판단 

 카메라 1개로 3개면까지 관리 가능.   

지능형 번호인식 연동 ( LPR ) 

[등록화면] [주차면 등록] [내 차 찾기] 

열화상 카메라 연동 (Overlay) 

 FP-3000 Series(PC NVR)에 열화상 카메라를 실제 영상  위에 Overlay 

형태로 출력함.  

 열화상 데이터는 세가지 타입(Max, Avg, Min)으로 그래프로 표시 가능,  

      재생 시 열화상 데이터 동시 재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