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잡한 장비 없이 우리매장을 고화질로 선명하게!  

고화질 영상제공은 물론 데이터 분석까지!

365일 언제나 우리 매장을 든든하게! 

클라우드 캠이 지켜 드립니다.

※ 서비스 내용과 실제 서비스 모델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양의 일부가 협력사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능형 영상 탐지 / 분석 서비스       

침입탐지 및 알림 서비스

①감지구역 설정으로 주요 경비대상  감시 가능(Push메시지, E-mail 통보)

②최소/최대 크기 설정으로 오경보 최소화(소동물 등)

③침입 감지 스케줄 설정(최대 10개)으로 업무시간외에만 침입감지 가능

사람계수 파악 및 분석 서비스

①구역을 지정하여 IN / OUT 설정

②머리계수 기준으로 카메라 화면을 수직으로 설정

③일자/시간대별 분석 현황 Report 제공

글로벌 탑 솔루션보다 월등히 높은 정확도로 설정된 구역의 침입탐지 및 사람 계수 파악(People Counting), 카메라 훼손감지 등 지능형 영상
분석 보안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간편한 PC/ 스마트폰 영상 모니터링

이런 고객님께 추천드립니다

홈페이지(cloudcam.skbroadband.com)에서 회원 가입 후, 
웹과 모바일에서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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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cloudcam.skbroadband.com 접속

•ID/PW 입력

[모바일]
•구글 Play스토어, 애플 Appstore 선택

•SKB CLOUD CAM 입력/설치

•ID/PW 입력    

*모바일에서 회원가입은 불가능

영상모니터링 통계 지능형영상분석

SK브로드밴드의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캠!
믿을 수 있는 전문 서비스로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든든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CCTV 작동중 CCTV 작동중

클라우드 캠 

CCTVCCTV 작동중 클라우드 캠
SK브로드밴드 첨단 영상보안 서비스

클라우드 캠만의 4無 서비스

 출동걱정 無 : 침입탐지 자동알람, 최첨단 카메라 제공

 보안걱정 無 : 해킹 차단, 저장장치 분실/훼손 우려 없음

 도난걱정 無 : 도난 등 사고 보상 최고 일천만원

 A/S걱정 無 : 서비스 기간 내내 SK에서 무상 제공

1. 매장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고객님
(침입탐지 기능과 안심서비스로 지켜드립니다)

3. 사업장이 멀리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고객님
(언제어디서나 스마트폰 PC로 모니터링 가능하고, 클라우드서버 방식으로 도난, 화재, 내부직원에 의한 영상 훼손이 없습니다!)

2. 매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매출 향상을 원하시는 고객님
(피플카운팅과 히트맵 기능으로 마케팅 정보를 드립니다)

HYEONGDAE KIM



스마트한 영상 보안 시스템 - 클라우드 캠
클라우드 캠은 별도의 영상 저장장치(DVR/NVR) 없이 영상 촬영, 저장 기능 및  

침입탐지 자동알람, 사람 계수(People Counting), 카메라 훼손 감지 등의

지능형 영상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영상보안 서비스입니다. 1 안정적인
CLOUD 영상저장 2 든든한

지능형 영상분석(침입탐지) 3선명한
HD급 영상 화질

CLOUD CAM 장점

매장의 도난 및 강도사고에 대하여 1차 지능형 침입탐지 기능으로 예방하고, 

2차로 한화손해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SKB는 고객 정보전달 및 보험료를 대납하고, 사고접수에서 처리는 한화손해보험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든든한 안심서비스 - 지능형 침입탐지 / 도난 손해보험

 지능형 침입탐지 제공
•주요 경비대상물 감시

•침임 탐지시 Push 메시지 알림

  •원하는 시간에 스케줄 감시설정

 도난 손해 담보
•현금. 유가증권

•가재 일체와 집기비품을 포함한 모든 동산

•귀금속류, 보옥.보석 및 고지된 귀중품

•글, 그림, 골동품 이와 비슷한 것

 강도 상해 담보
• 침입강도 사망. 후유장해담보  

(가입자 및 고지종업원)

 보관시설 파손 담보
• 도난사고에 따른 건물, 유리, 출입문, 

금고 등의파손 담보

  최대 배상 한도 계 비고

침입강도 사망/후유장해 5,000만원 - 서비스 이용자 담보(최대 2명)

도난손해

현금/유가증권 400만원

최대 1,000만원
자기부담금 없음

동산/귀금속 400만원

도난시설파손 200만원 도난행위에 의한 파손만 담보

제휴

•최대해상도 : 1,920 X 1,080

•2메가 픽셀 Full HD 카메라

•WDR 모드 30FPS 전송
*Wide Dynamic Range

•Day&Night (ICR)

•최저조도 0 Lux
*ICR(국제인증원)인증

•IR 가시거리 10m
*Infrared Ray

실내형 카메라
•최대해상도 : 1,920 X 1,080

•2메가 픽셀 Full HD 카메라

•WDR 모드 30FPS 전송
*Frames Per Second

•Day&Night (ICR)

•최저조도 0 Lux

•IR 가시거리 15m

•IK10, IP66 방진/방수 기능
*KSC(한국산업규격)인증

실외형 카메라

CLOUD CAM 카메라  (한화테크윈 제품 사용)

※ 저장 화질 및 저장기간 : 기본 30일 연속 저장 (Default 설정), 화질 720P (1280*720), 15FPS

 더욱 향상된 영상 압축으로 매끄러운 영상 전송 (압축방식 H.264)

 IR LED(0LUX) –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영상제공

 WDR 역광보정기능을 통한 선명한 영상감시

 안개보정 및 흔들림 보정을 통한 고해상도 영상(720p) 제공

첨단 고화질 영상 서비스 :

클라우드캠 서비스 개념

Cloud 영상저장 + 지능형 영상분석(침입탐지)

CLOUD CAM NVR DVR

상품
특징

카메라
IP 카메라 아날로그 카메라

영상압축을 카메라에서 실시 단순촬영 / 압축은 DVR

영상저장
CLOUD 서버저장 NVR(하드디스크) 저장 DVR(하드디스크) 저장

SK텔레콤 IDC센터 매장 매장

지능형 기능
기본(무상) 제공 카메라에 S/W설치(고가) -

침입탐지, 사람계수, 훼손감지 침입탐지, 사람계수, 훼손감지 -

[NVR/DVR 방식]

DVR모니터

CCTV 카메라

TCP/IP 인터넷

Web 연결

Mobile (스마트폰)

원격 PC

관제센터 >>
장비 이상유무
실시간 Check!

영상저장장치 없이도 안전하고 오래 동안 
Cloud 기반 영상저장 (기본 30일)

Full HD카메라 (약 200만 화소)

고화질 영상 촬영

외부 영향 (침입자, 내부직원, 화재)으로 
저장된 영상의 도난/훼손의 우려 없음

언제, 어디서나 PC/스마트폰
실시간 모니터링

침입탐지 자동 알람, 사람 계수 파악
(People Counting), 카메라 훼손 
감지 등 지능형 영상분석 제공

다중 사업장 (프랜차이즈 등)
통합 영상 보안관리

저장장치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배선이 필요 없음
(인테리어 훼손 최소화/간편한 설치)

SK브로드밴드 24시간 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간내 무상 A/S 제공)

[CLOUD 방식]

Web 연결

Mobile (스마트폰)

원격 PC

관제센터 >>
장비 이상유무
실시간 Check!

CCTV 카메라

TCP/IP 인터넷 TCP/IP 인터넷

SKT 클라우드 서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