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80P AHD DVR
 기존 DVR과는 다른 200만화소의 선명한 화질!
 기존의 아날로그 선로를 그대로 사용!!

4/8/16 채널

AFN Series

· 4/8/16ch AHD DVR
· 최대 1080P 녹화해상도 지원
· 멀티 채널 재생
· CMS, IE, 스마트폰 완벽 지원

· 4/8/16ch AHD DVR
· 최대 1080P 녹화해상도 지원
· 멀티 채널 재생
· CMS, IE, 스마트폰 완벽 지원

· 4/8/16ch AHD DVR
· 최대 720P 녹화해상도 지원�
· 멀티 채널 재생
· CMS, IE, 스마트폰 완벽 지원

· 4/8/16ch AHD DVR
· 최대 720P 녹화해상도 지원�
· 멀티 채널 재생
· CMS, IE, 스마트폰 완벽 지원

AHN Series

1080P
200만화소

720P
130만화소

960H
51만화소

D1
41만화소



매장,사무실매장,사무실

· 4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60fps @1080p Recording & Playback 

· 4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AHD  녹화기 라인업

AFN series AFN series 

AHN series AHN series 

AFN-400T-H

· 8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120fps @1080p Recording & Playback 

· 8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AFN-800T-H

· 16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320fps @1080p Recording 

· 16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Max 2HDD

AFN-1600D-H

. 4ch 720P AHD or Analog Input

. 120fps @720p Recording & Playback 

. HDMI,VGA

AHN-400T-F

· 8ch 720P AHD or Analog Input

· 240fps @720p Recoding & Playback

· HDMI,VGA

AHN-800T-F

· 16ch 720P AHD or Analog Input

· 320fps @720p Recording & Playback 

· HDMI,VGA

AHN-1600D-H

어린이집어린이집
eye-ueye-u

"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Full HD급 고화질의 눈으로 
당신의 안전을 지켜 드립니다 "



매장,사무실매장,사무실

· 4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60fps @1080p Recording & Playback 

· 4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AHD  녹화기 라인업

AFN series AFN series 

AHN series AHN series 

AFN-400T-H

· 8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120fps @1080p Recording & Playback 

· 8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AFN-800T-H

· 16ch 1080P AHD or Analog Input

· 320fps @1080p Recording 

· 16 multi channel playback

· HDMI,VGA, Max 2HDD

AFN-1600D-H

. 4ch 720P AHD or Analog Input

. 120fps @720p Recording & Playback 

. HDMI,VGA

AHN-400T-F

· 8ch 720P AHD or Analog Input

· 240fps @720p Recoding & Playback

· HDMI,VGA

AHN-800T-F

· 16ch 720P AHD or Analog Input

· 320fps @720p Recording & Playback 

· HDMI,VGA

AHN-1600D-H

어린이집어린이집
eye-ueye-u

" 안심하십시오. 
이제부터는 Full HD급 고화질의 눈으로 
당신의 안전을 지켜 드립니다 "

동축 케이블 3/4P 실드 케이블 UTP 케이블 

아날로그 시스템 가능 가능 가능

HD-SDI 시스템 가능 불가능 불가능

IP 네트워크 시스템 불가능 불가능 가능

AHD 시스템 가능 가능 가능

AHD란,

200만 화소 녹화 감시 & 하이브리드200만 화소 녹화 감시 & 하이브리드

AHD  녹화장비는 ( Analog High Definiation),�아날로그 고 해상도 제품으로써,
기존 설치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 하여 HD급 고화질 감시/녹화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AHD  녹화장비는 ( Analog High Definiation),�아날로그 고 해상도 제품으로써,
기존 설치된 케이블을 그대로 사용 하여 HD급 고화질 감시/녹화가 가능한 장비입니다.

모든 종류의 케이블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에 카메라와 녹화기만 교체해 주면 Full HD 급 고화질 영상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케이블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설치된 장소에 카메라와 녹화기만 교체해 주면 Full HD 급 고화질 영상을 만나 실 수 있습니다. 

128배속 재생128배속 재생

보급형 금액으로 최대 200만 화소 까지 녹화 감시가 가능보급형 금액으로 최대 200만 화소 까지 녹화 감시가 가능

주요 특장점들주요 특장점들

200만화소(1080P) 감시 및 녹화200만화소(1080P) 감시 및 녹화 아날로그에서 full HD까지 하이브리드 아날로그에서 full HD까지 하이브리드 

소비자 편의 UI구성소비자 편의 UI구성 POS 기능 지원POS 기능 지원 듀얼 스트리밍듀얼 스트리밍

다양한 검색 지원
(즉시 검색,달력 검색 , 
Event 검색, POS검색)

다양한 검색 지원
(즉시 검색,달력 검색 , 
Event 검색, POS검색)

멀티 재생멀티 재생 Full HD out put
(HDMI, VGA)
Full HD out put
(HDMI, VGA)

완벽 Digital Zoom
(실시간 감시, 재생, 스마트폰, 
CMS간 Digital zoom 기능 지원)

완벽 Digital Zoom
(실시간 감시, 재생, 스마트폰, 
CMS간 Digital zoom 기능 지원)

AFN series
(1080P AHD DVR)

Analog D1Analog 960H

AHD 1080PAHD 720P



인텔리전트

썸네일

 E-map

최대 512채널

원격 Desktop

CMS (통합관제프로그램)

차원이 다른 스마트폰 감시 기능차원이 다른 스마트폰 감시 기능

고객이 원하는 "도메인"을 입력 "확인"버튼을 눌러 중복 여부가 이상 없으면 "성공""확인"버튼을 눌러 중복 여부가 이상 없으면 "성공"

http://도메인.nsddns.org/포트 생성 완료

스마트폰에서 HD화질의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스마트폰에서 HD화질의 빠른 속도로 여러분을 지켜 드립니다

쉽고 빠른 DDNS 설정쉽고 빠른 DDNS 설정

당사는 국내에 DDNS서버를 개발,구축하여 대형 IDC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국내에 DDNS서버를 개발,구축하여 대형 IDC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재생바 기능편리한 재생바 기능

· HD 고화질 스마트폰 감시
· 멀티 채널 영상 보기 (최대 16채널)
· 멀티 채널 영상 재생 (최대 16채널)
· Pinch-up 줌 기능 (라이브 및 재생)
· ANS (한채널 자동 HD 화면 전환 기능)
· 편리한 달력 검색 및 재생 바 기능

· HD 고화질 스마트폰 감시
· 멀티 채널 영상 보기 (최대 16채널)
· 멀티 채널 영상 재생 (최대 16채널)
· Pinch-up 줌 기능 (라이브 및 재생)
· ANS (한채널 자동 HD 화면 전환 기능)
· 편리한 달력 검색 및 재생 바 기능

16분할 라이브 영상16분할 라이브 영상캘린더 검색�
(날짜,시간,분까지 선택)
캘린더 검색�
(날짜,시간,분까지 선택)

스텝

1
스텝

2
스텝

3

· 최대 512채널 라이브 뷰

· Interactive E-map &  이벤트 뷰어�

· 원격재생 (최대 64x)�

· 썸네일, 북마크, 이벤트,ATM/POS, 

· 인텔리전트 검색 지원�

· PTZ 컨트롤, Favorite 기능 지원

· 원격 Desktop viewer (원격 설정)�

· 최대 512채널 라이브 뷰

· Interactive E-map &  이벤트 뷰어�

· 원격재생 (최대 64x)�

· 썸네일, 북마크, 이벤트,ATM/POS, 

· 인텔리전트 검색 지원�

· PTZ 컨트롤, Favorite 기능 지원

· 원격 Desktop viewer (원격 설정)�

다채널▶(sub) 한채널▶(HD)
ANS(Auto Network Quality setup)
고화질 자동변환 기능

다채널▶(sub) 한채널▶(HD)
ANS(Auto Network Quality setup)
고화질 자동변환 기능

·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고화질 영상 감시가능· 저사양 스마트폰에서도 고화질 영상 감시가능

HD 영상HD 영상



AHN Series

AFN Series
모델 AFN-400T-H AFN-800T-H AFN-1600T-H

압축 방식 H.264 Main Profile

최대 녹화 해상도 1920*1080 * 15 FPS * 4 CH = 60 FPS 1920*1080 * 15FPS * 8CH = 120 FPS 1920*1080 * 15FPS * 16CH = 240 FPS

최대 재생 해상도 1920*1080 * 15 FPS * 4 CH = 60 FPS 1920*1080 * 15FPS * 8 CH = 120 FPS 1920*1080 * 15FPS * 16 CH = 240 FPS

영상 입력 4CH AHD 1080P / 960H /  SD 8CH AHD 1080P / 960H / SD 16CH AHD 1080P / 960H / SD

영상 출력 1 HDMI (Max. 1920 x 1080P), 1 VGA

음성 입력 2채널 (RCA) 4채널 (RCA) 6 채널 (RCA)

음성 출력 1채널 (RCA)

음성 코덱 ADPCM

Ethernet 1 Port  (10/100Mbps / RJ-45)

PTZ 1 Port (RS-485 터미널 블럭) 

POS/ATM 2포트 2포트 2포트

USB 포트 2포트 (전면 1 / 후면 1 ) 2포트 (전면 1 /후면 1 )  2포트 (전면 1 / 후면 1 )   

하드디스크 저장 최대 1개 (SATA), MAX 4TB 최대 1개 (SATA) , MAX 4TB 

제품 사이즈 255(mm)*45(mm)*225(mm)

전원 Adaptor ( DC12V 2A)

모델 AFN-400T-H AFN-800T-H AFN-1600D-H

압축 방식 H.264 Main Profile

최대 녹화 해상도 1920*1080 * 15 FPS * 4 CH = 60 FPS 1920*1080 * 15FPS * 8CH = 120 FPS 1920*1080 * 15FPS * 16CH = 240 FPS

최대 재생 해상도 1920*1080 * 15 FPS * 4 CH = 60 FPS 1920*1080 * 15FPS * 8 CH = 120 FPS 1920*1080 * 15FPS * 16 CH = 240 FPS

영상 입력 4CH AHD 1080P / 960H /  SD 8CH AHD 1080P / 960H / SD 16CH AHD 1080P / 960H / SD

영상 출력 1 HDMI (Max. 1920 x 1080P), 1 VGA

음성 입력 4채널 (RCA) 4채널 (RCA) 6 채널 (RCA)

음성 출력 1채널 (RCA)

음성 코덱 ADPCM

Ethernet 1 Port  (10/100Mbps / RJ-45)

PTZ 1 Port (RS-485 터미널 블럭) 

POS/ATM 2포트 2포트 2포트

USB 포트 2포트 (전면 1 / 후면 1 ) 2포트 (전면 1 /후면 1 )  2포트 (전면 1 / 후면 1 )   

하드디스크 저장 최대 1개 (SATA), MAX 4TB 최대 1개 (SATA) , MAX 4TB 

제품 사이즈 255(mm)*45(mm)*225(mm)

전원 Adaptor ( DC12V 2A)

소프트웨어

마법사 기능 마법사 기능 ( 한번에 녹화 설정과 네트워크 설정 가능 ) 지원 

ANS 기능 support 네트워크 자동 설정

녹화 세팅 요일 / 시간 / 채널 ( 연속 녹화 + 이벤트 녹화 + 사전녹화 )   

네트워크 전송방식 듀얼 스트리밍 지원

녹화 스케줄 모드 연속 / 알람 / 움직임 /  패닉  ( Fully Programmable ) 

사전 녹화 최대 30분

움직임 감지 영역 설정 방식 ( 마우스 드래그 방식 )

재생 속도 x1, x2, x4, x8, x16, x32, x64, x128

백업 파일 형식 EXE ( 자체 실행 포맷 ), JPEG

백업 매체 USB, 네트워크 백업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라이브, 검색 및 재생, 백업, 카메라제어,  원격 제어 (Windows / Mac / Linux)  

모바일 접속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 안드로이드 타블렛 모두 지원  

제품 사양

공통 사양

모델 AHN-400T-F AHN-800T-F AHN-1600D-H

압축 방식 H.264 Main Profile

최대 녹화 해상도 1280*720 * 30 FPS * 4 CH = 120 FPS 1280*720 * 30 FPS * 8 CH = 240 FPS 1280*720 * 20FPS * 16CH = 320 FPS

최대 재생 해상도 1280*720 * 30 FPS * 4 CH = 120 FPS 1280*720 * 30 FPS * 8 CH = 240 FPS 1280*720 * 20FPS * 16CH = 320 FPS

영상 입력 4CH AHD 720P / 960H /  SD 8CH AHD 720P / 960H / SD  16CH AHD 720P / 960H / SD  

영상 출력 1 HDMI (Max. 1920 x 1080P), 1 VGA

음성 입력 4채널 (RCA) 4채널 (RCA) 6채널 (RCA) 

음성 출력 1채널 (RCA) 

음성 코덱 ADPCM

Ethernet 1 Port  (10/100Mbps / RJ - 45)

PTZ 1 Port (RS-485 터미널 블럭) 

POS/ATM 2포트 2포트 2포트

USB 포트 2포트 ( 전면 1 / 후면 1 ) 

하드디스크 저장 최대 1개 (SATA), MAX 4TB 최대 1개 (SATA),  MAX 4TB 최대 2개 (SATA), MAX 4TB 

제품 사이즈 255(mm)*45(mm)*225(mm) 350(mm)*45(mm)*295(mm)

전원 Adaptor ( DC12V 2A) Adaptor ( DC12V 2A) Adaptor ( DC12V 4A)



(주) 넷인포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벽산 선영 테크노피아 904호

TEL: 031-429-1852   FAX : 031-429-1854  홈페이지 : www.netinfocctv.com   

(주) 넷인포
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3, 벽산 선영 테크노피아 904호

TEL: 031-429-1852   FAX : 031-429-1854  홈페이지 : www.netinfocctv.com   

용산 지사 (주)세아영상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원효전자상가 4동 107호

TEL. 02-702-0006   FAX.02-702-7028

용산 지사 (주)세아영상
서울 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51-30 원효전자상가 4동 107호

TEL. 02-702-0006   FAX.02-702-7028

기술지원  전화 : 1899-7613            이메일 : tech@netinfocctv.com�

영업문의  전화 : 031-429-1852      이메일 : sales@netinfocctv.com

기술지원  전화 : 1899-7613            이메일 : tech@netinfocctv.com�

영업문의  전화 : 031-429-1852      이메일 : sales@netinfocctv.com

편리한 콜센터
자체 콜센터 운영으로 원격 지원 및 기술지원 서비스 (TEL : 1899-7613)

A/S 센터 운영
AS 센터 운영으로 제품 하자 발생시 빠른 애프터서비스 지원 

1년 무상 A/S
책임 보증 기간 내에 발생한 기계 고장은 당사에서 무료로 수리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한 고장 제외)

·고객의 ! 고객에 의한 ! 고객을 위한 ! 특별한 서비스

eye-U만의 특별한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