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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위한
간소화된 서베일런스 시스템

Shelly Tsou/ Sales Manager

Synology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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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카메라

2백만대+



지점 B

녹화 서버

Synology Surveillance System

Archive Vault

아카이브 서버

지점 A

IP 카메라

Surveillance Station

CMS

CMS 호스트 서버

IP 카메라녹화 서버

브라우저

모바일 앱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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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관리 시스템 (VMS)

Synology Surveillan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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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Surveillance Station : 특징

Live View

영상 이미지 모니터링

Timeline

시간 기반 검색

IP Cam

카메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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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Surveillance
종합적인 지원

데스크톱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의 GPU 가속

모바일 앱

DS cam 앱 iOS, Android

브라우저

HTML5 웹 플레이어



Android iOS

iOS 및 Android 사용자가 무료로 이용 가능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앱 다운로드

DS cam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카메라 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 벤더락인 (Vendor Lock-in)

공통 과제:

• 광범위한 카메라 브랜드 배치

➢ 특정 카메라 브랜드 고수
➢ 유지 보수 및 고급 기능에 대한 추가 비용

➢ 간소화된 서베일런스 시스템 부재



Air Cargo Services of Vietnam 
(ACSV)

문제점:

➢ 자체 카메라만 지원하는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NVR)

➢ 벤더락인(Vendor Lock-in)으로 새 카메라 한 대에 약 700달러 지불

➢ 유지 보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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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ynology 랙스테이션 유닛을 녹화 서버로 사용

• 장기 녹화를 위한 812TB의 스토리지 공간

• CMS통해 290대 카메라의 중앙 집중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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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Cargo Services of Vietnam 
(ACSV)



▪ 기존 카메라와 호환되며, 기존 배포 아키텍처를 쉽게 가져올 수
있음

▪ 향후 확장을 위한 다양한 IP 카메라 및 비디오 서버 지원

▪ 직관적인 설정 및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 경제적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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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이점 :



카메라 지원

8,000+
IP 카메라 모델

140+
브랜드



카메라 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카메라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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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Inn (중동 지역) 

문제점:

➢ 위치가 다른 3개 호텔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서베일런스 시스템 부재



Holiday Inn (중동 지역) 

RS10613xs+

(CMS host server)

DS3611xs

(CMS recording server)

IP camera x 140

Saudi Arabia / Riyadh

RS10613xs+

(CMS host server & Expansion unit)

RS3614xs+, RS814+, DS3611xs

(CMS recording server)

IP camera x 250

RS10613xs+

(CMS host server)

RS814+, DS3611xs

(CMS recording server)

IP camera x 170

Holiday Inn Olaya Holiday Inn Izdihar Holiday Inn Meydan

Synology RackStation 및 DiskStation 17대를
배치하여 3개 호텔 체인에서 총 560대의 카메라를
관리



▪ 여러 사이트에 구축된 시스템을 단일 포털에서 손 쉽게 관리

▪ 세부적인 권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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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ology 이점 :



사용자 권한
세부적인 권한 설정

Add Camera

Delete Recordings

Download Snapshots

Edit Layouts

Live View

PlayBack

Lens Cortrol

Audio

관리자– 승인된 개체 관리, 작동 및 보기 감시자 – 승인된 개체 작동 및 보기



* Service downtime depends on the number of devices that need to be transferred and the computing power of the failover server. For more information about failover function, check out our CMS Failover White Paper. 

CMS 호스트 서버

CMS 녹화 서버

중앙 집중식 관리 시스템

간단한 배포

최대 300대의 NAS 장치와 5,000대의 IP 카메라
지원

대체 작동 및 페일백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 시 대체 작동
*녹화를 원래 서버로 다시 동기화할지 여부 결정
가능

일회성 투자

CMS 기능에 추가 라이선스 비용 불필요

https://global.download.synology.com/download/Document/WhitePaper/Surveillance_Station_CMS_Failover_White_Pap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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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 N+M 대체 작동 메커니즘

CMS 호스트 서버

녹화 서버 A 녹화 서버 B 녹화 서버 C



CMS 호스트 서버

녹화 서버 A 녹화 서버 B 녹화 서버 C

본사 서버

High Availability

CMS & N+M 대체 작동 메커니즘

액티브 서버 패시브 서버



CMS 호스트 서버

녹화 서버 A 녹화 서버 B 녹화 서버 C

대체 작동 서버

CMS 관리

대체 작동

High Availability

CMS & N+M 대체 작동 메커니즘

본사 서버

액티브 서버 패시브 서버



ㄒ

CMS 호스트 서버

녹화 서버 A 녹화 서버 B 녹화 서버 C

CMS 관리

대체 작동

High Availability

CMS & N+M 대체 작동 메커니즘

대체 작동 서버

본사 서버

액티브 서버 패시브 서버



CMS 관리

대체 작동

CMS 호스트 서버

녹화 서버 A 녹화 서버 B 녹화 서버 C

High Availability

CMS & N+M 대체 작동 메커니즘

대체 작동 서버

본사 서버

액티브 서버 패시브 서버



카메라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카메라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NVR 스토리지
(다른 벤더사)

저용량 드라이브만 지원

베이 제한 & 확장 불가

추가 관리 필요

트러블 슈팅 어려움



간소화된 관리 단일 지원 담당자

최대 16TB 용량 드라이브 지원

RAID 구성 및 전체 데이터 보호

VMS + Storage

최대 96개 드라이브까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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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대만 통신업체

300+ 지사
180 일 녹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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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호스트 & 아카이브
서버

로컬 지점 녹화 서버 x 300+

지사A 지사B 지사C

본사

180일 동안 본사에
저장된 아카이브 영상

현지 지사에 30일 동안
보관된 영상

매일 본사에 저장
10pm – 10am



▪ 대용량 스토리지

▪ VSM+스토리지 솔루션

▪ 유연한 아키이빙 기능

Synology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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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대역폭제어

맞춤형작업일정 유연한보존정책

Archive Vault



카메라호환성 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중앙집중식관리 장시간녹화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고급 비디오 분석

서베일런스 솔루션에 대한

3가지 공통 요구 사항

카메라 호환성 중앙 집중식 관리 장시간 녹화



41

DVA 3221
딥러닝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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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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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및 차량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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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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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인식

• 실시간

• >97% 정확도

• 표시된 사용자: 

허용, 차단, VIP

• 경보



• 강력한 즉각적인

얼굴 검색

• 조정 가능한 유사성

임계값

얼굴 인식



프라이버시
일회성
비용

호환성
Synology 

NAS 
전체 기능

DVA3221



RS819

DS118

DS218

DS218play

DS418

Synology의 전체 제품 라인에서 선택

RS820 (RP)+ RS2421 (RP)+

RS2821RP+

RS1221 (RP)+

DS920+DS220+ DS1520+ DS2422+DS1621+

DVA3221

DS3622xs+

RS3621RPxs

SA3600

RS3621xs+RS4021xs+

중소기업
(50 ~ 200명 직원)

25-40대 카메라 지원

소규모 기업
(10 ~ 50명 직원)

15-32대 카메라 지원

중기업/대기업
(200 ~ 4000명 직원)
75-128대 카메라 지원



RS819

DS118

DS218

DS218play

DS418

Synology의 전체 제품 라인에서 선택

2-3년 보증 5년 보증

RS820 (RP)+ RS2421 (RP)+

RS2821RP+

RS1221 (RP)+

DS920+DS220+ DS1520+ DS2422+DS1621+

DVA3221

DS3622xs+

RS3621RPxs

SA3600

RS3621xs+RS4021xs+

중소기업
(50 ~ 200명 직원)

25-40대 카메라 지원

소규모 기업
(10 ~ 50명 직원)

15-32대 카메라 지원

중기업/대기업
(200 ~ 4000명 직원)
75-128대 카메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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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카메라 지원

5년 보증

영구 카메라 라이선스

96개 드라이브로
확장 가능

AI 구동 DVA
모바일 및 웹 브라우저

액세스

Surveillance 
Station

CMS 최대 300개
사이트 및 5,000개

카메라

Surveillance 
Station

모바일 및 웹 브라우저
액세스

8000+
카메라 지원 CMS 최대 300개

사이트 및 5,000개
카메라

96개 드라이브로
확장 가능

AI 구동 DVA

영구 카메라 라이선스

5년 보증



52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