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 안정성 및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사전 설계된
업계 유일의 영상 전용 컨버지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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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osung 
Information Systems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최

적화된 ICT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업으로 

㈜효성과 미국 히타치 밴타라(Hitachi Vantara)가 

합작 투자하여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히타치 밴타라의 핵심 기술 엔

진을 바탕으로 IT 사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솔루

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솔루션

다양한 IT 솔루션 및 서비스 산업별 IT 서비스 전문 기술력 국내외 다양한 솔루션 파트너쉽

효성 & Hitachi Vantara 합작회사 국내 엔터프라이즈 IT 시장 선도 고객사 현황 (950개사)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내 하이엔드 
스토리지 시장
시장 점유율
6년 연속 1위

국내 100대 
기업 중 90% 이상

디지털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정의 
데이터센터

IoT
빅데이터

130명

국내

115명

APAC

1,100명

전세계

전문 컨설턴트 & 엔지니어 보유

· 컨버지드 H/W (HVMP)
· 지능형 영상관제
· 스마트시티 솔루션

영상 보안

· 하이엔드 스토리지
·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솔루션

데이터
저장 & 관리

· 빅데이터 엔진 	 	
	 (Pentaho)
· IoT 엔진 (Lumada)

빅데이터 
&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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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분야

IoT/빅데이터/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데이터센터/클라우드/영상보안 인프라 구축 및 컨설팅
매니지드 서비스 및 프로페셔널 서비스

설립연도	1985년8월

CEO 	 정태수, Mark Ablett



영상 전용 
컨버지드 플랫폼이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 데이터의 활용도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상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영상 데이터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정적인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영상 데이터 처리의 신뢰성, 안정성 및 향후 확장성까지 
고려하여 통합된 컨버지드 플랫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버지드 플랫폼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통합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통합관제 시스템과 영상분석 시스템은

통합 플랫폼을 통해 하나의 인프라로 구축되어

스마트 시티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별 솔루션들과의 연계성은 구현되고 있지만

솔루션들을 운영하는 하드웨어는 분산 운영되고 있어

호환성, 가용성 및 안정성이 크게 결여됩니다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소프트웨어

솔루션 
인증서

기술지원

컨버지드 인프라

· 서버, 스토리지, 스위치 및 S/W까지 통합하여 하나의 인프라로 제공

· 하드웨어 RACK 장착 및 케이블링을 Factory Setup 하여 제공 

· 전체 구성 품목에 대한 사전 에이징을 통해 ON-SITE 불량률 최소화

·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단일 지원 가능한 기술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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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제시스템

영상분석
시스템 

통합 
플랫폼

진정한 통합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시티 실현

컨버지드
인프라



· 유니파이드 스토리지 사용으로 고객 니즈에 유연한 대처 

· 비디오 보안 및 모니터링을 위한 최적의 설계

· VMS, VM과 레코딩 시스템 간의 100% 성능 보장

·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장점 도입 효과 상세 사양

Hitachi
Video 
Management
Platform

영상 최적화 
All-In-One 플랫폼

High 
Availability

ScalabilityStability

고성능의 컨버지드 플랫폼

H/W 인프라가 (서버+스토리지+스위치) 
통합된 

컨버지드 아키텍처 채용

통합

최대 64PB, 32노드까지 확장 
가능하며, 10Gb 네트워크 채용으로 

안정적인 대역폭 지원

확장성

가상화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영상 시스템 채용으로 

가용성 확보

가용성

전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즉각적인 대응 및 

단일 컨택 포인트 제공

유지 보수

모든 구성 요소의 이중화 구성 및 
Hitachi Vantara의 고성능 플래시 

디스크 채용으로 성능 보장

고성능

해외 유수 VMS 솔루션 벤더와의 
협력 및 인증을 통한 

사전 검증 완료

호환성

시스템 복잡성 해소 
가상화 아키텍처 채용을 통한 물리적 하드웨어 
간소화 및 관리 간편화

공간 및 전력 비용 절감 
저장 서버 구성 요소의 획기적 절감을 통한 설치 
공간 및 전력 절약

이기종 스토리지 통합 관리 
기존 이기종 스토리지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여 관리 비용 절감

All-In-One Support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통합 유지 보수 서비스를 
통한 단일 벤더 유지 보수 

Pre Configure & Customize

HVMP 150 HVMP 500 HVMP1000 HVMP Selector

지원 카메라 최대 300대 최대 1,000대 최대 10,000대 최대 20,000대

카메라 사양 200백만 화소(1920x1080) / 30프레임 이상 

Node 구성 2 ~ 3Node 4 ~ 32Node 2 ~ 32Node 

CPU Dual CPU 2.1GHz ~ 3.4GHz (max. Scalable Processor), 8Core ~ 28Core 

메모리 64GB DDR4 128GB DDR4 최대 1.5TB DDR4

Interface 4 x 8GB HBA, 6 x 1G or 4 x 10G NIC 16GB HBA, 10G NIC

SAN 스위치 Cisco or Brocade 스위치 2개

최대 용량 16PB 64PB

디스크 구성
Hitachi VSP G Series Storage : 
OS, Live Data (고속 영역) / Archive Data (저속 영역)

소프트웨어 기본 : VMware vSphere Standard 6, vCenter 6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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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isualization 
Suite

Digital 
Evidence 
Management

Social 
Intelligence 
Analytics

Hitachi Visualization Suite는 광대역 통합 관제 솔루션으로, 

IoT 및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비정형 데이터 레이어까지 분석 및 시각화할 수 있으

며, 지도 상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 하나의 화면에서 비정형 데이터 레이어까지 표출

· 다양한 종류의 IoT 데이터를 시각화

· 범죄 분석 및 예측에 대한 리포팅, 도식화

· 사건별 / 장소별 통계 및 분석 데이터 확인 용이

· 색상 강도를 통해 위협 수준 파악이 쉬움

· 각 사건에 대한 세부 정보 및 관련 영상 확인 가능

데이터 시각화

직관적인 UI

· 이기종 디지털 레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

· 컴퓨터 등의 디지털 소스에서 데이터 수집

· 비디오, 오디오, 사진, PDF 관리

· 파일을 보거나 편집, 삭제, 추가에 대한 히스토리 열람

· 소셜 기반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실시간 오픈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집 및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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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ideo 
Analytics

Live 
Face 
Matching

빠른 얼굴 인식 속도
초당 60개 Face 인식

자동 경고 리포트 제공
이벤트 Log 기반 검색 및 리포트

높은 얼굴 인식율
조도 및 피부톤 보정

용이한 커스터마이징
Web API 제공

얼굴 인식에 대한 견고성
넓은 얼굴 인식 각도 제공

다양한 카메라와의 호환
유연한 확장성 

관제 효율성 향상

복합 분석 엔진을 통한 
신뢰도 제고

원근감 반영을 통한 
3차원 공간 분석

분석 위치를 지정하여 
리소스의 효율적 관리

영상 보정 기술로 
정확도 제고

흔들리는 카메라의 시야 보정

좋지 않은 기상 조건이라도 
비, 눈, 안개 필터를 통해 

노이즈 제거

모듈별 특화된 
알고리즘 제공

감지 모듈 별 특화된 
알고리즘을 제공하여, 
최적화된 이벤트 감지

객체 추출 및 
객체 겹침 제거 기술

People Counter

Traffic Analyzer

Pentaho를 통한 연계 데이터 분석

Pentaho
데이터의 수집, 처리, 저장부터 분석 및 시각화까지 

모두 제공할 수 있는 Pentaho를 통해 

영상 관련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Video) 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시각화

분석 리포트

대화형 리포트

대시보드

데이터 분석데이터 통합

데이터 수집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적제

이벤트 빈도

이벤트 장소

이벤트 주기

변화량 분석

데이터 소스

HVA 이벤트 데이터

LFM 이벤트 데이터

영상 관련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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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524 청담빌딩 5층  TEL 02-510-0300  FAX 02-547-9998  

부산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 타워 1303호  TEL 051-784-7811, 7813  FAX 051-463-7805

대구사무소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47 (신천동, 전문건설회관 3층)  TEL 053-426-9800  FAX 053-426-9830

서부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59 고운손빌딩 702호 TEL 042-485-4856  FAX 042-484-0366

광주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비즈타워 3층  TEL 062-385-2193  FAX 062-385-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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