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 Black Box
해상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Sea Black Box의 선명함! 해상안전을 위한 필수품!
| Sea Black Box란?
200만화소 해상전용 카메라, 영상녹화장치(DVR) 및 kt LTE 통신망을 통해 원격에서 모바일ㆍ PCㆍ 태블릿 PC로
실시간영상 확인 및 저장영상 재생이 가능한 선박에 특화된 영상보안서비스

해상전용 영상보안시스템 제공
- 방수•방진 설계(IP67+분체도장)로 해상환경에서도 24시간 Full HD 영상 제공
- 사고 발생 시 선명한 증거자료 확보 가능

녹화장비를 전용 시건장치에 보관
- 외부 침입으로부터 녹화된 영상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kt통신기술(LTE Louter)의 광대역 LTE 커버리지
- 육지와 해상에서 모바일, PC를 통해 실시간 선체 주요시설 모니터링

보조 전원공급 장치로 촬영 지속
- 선박 정박 시에도 녹화영상 및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 카메라 4대 기준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

편리하고 스마트한 해상전용 모바일 APP제공
- 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알림 서비스(Smart Push 서비스) 제공

가입신청 및 문의 1588-0112┃www.kttelecop.co.kr┃

대한민국 안심파트너 케이티 텔레캅

서비스 구성도

선박

LTE 라우터

DVR

선박전용 카메라

전용시건장치

원격지 모니터링

kt LTE 라우터,
20~30km 광대역 통신 지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원격지 모니터링

웹뷰어/CMS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지 모니터링

서비스 상품 구성
카메라

충전식 배터리

실내 카메라

실외 카메라

•선박 전용 카메라
•200만 30FPS 전송
•야간감시 지원
•장거리 영상전송
(Up to 200m)
•Smart IR

충전식 배터리

LTE 라우터
•1700W LG 리튬이온
•AC 200V
•500회 이상 완전
충방전 지원
•카메라 4대기준
최대 20시간 사용가능

LTE 라우터

•산업용 M2M(IoT) 단말
•4G LTE 접속 지원
•WiFi, 이더넷 및 유무선
공유 기능
•유무선 자동 백업 기능

스피트돔 카메라

녹화기

모니터

시건장치랙

녹화기(4/8/16CH)

•Full HD급 해상도
•실시간 녹화•재생
•HDMI/VGA 출력
•E-SATA 지원
•시건장치랙 지원

시건장치랙
(녹화기전용)

•도어 잠금 장치
•전면 강화유리
•하부 Foot 높이조절
•후면 케이블 인입구
고무패킹 처리

•Full HD 해상도 지원
•IPS 패널
•D-Sub, HDMI 지원
LG전자 모니터

A/S도 걱정 없는 OCT Sea Black Box
장애 발생 신고, 접수

OCT
Sea Black Box

1차 원격 지원
원격지원을 활용하여
시스템 장애 점검 및 해결

고객선박

* 전국 서비스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빠른 해결 및 신속한 복구 가능
* 365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으로 전문 상담 및 예약 방문 서비스 제공

가입문의 :

T. 1588-0112

2차 방문 지원
1차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선박 정박 시 2차 방문 지원조치

www.kttelecop.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