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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발생 시 현장 CCTV 영상을 경찰차에 전송하여 신속한

상황 해결 및 112 신고 출동 시 신고지역 영상 정보 제공

스마트 폴리스

 스마트 폴리스는 상황발생 시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112 순찰차에 전송하여 긴급 출동 중에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도착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시간 위치기반 범죄 대응 솔루션 입니다.

 시민의 신고로 접수된 112 상황에 대해서도 현장 출동 시 출동 지역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사전에 현장에 맞는 대응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 PTZ 제어 및 상황별 이벤트 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12 신고접수출동

CCTV 현장상황 접수

스마트센터

영상정보
상태이관

앱으로 신고위치
주변의 CCTV 실시간
영상 요청

- 사건카드 생성
- 상황 확인 후

영상 전송
- 처리결과 회신

및 관리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

APP을통해 실시간 현장상황 확인

현장 출동 후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사건 해결

사건확인 후 완료 승인

스마트 폴리스 서비스

관제센터 운영자  영상 이관

112 순찰차  영상 요청

현장 이벤트 발생 스마트 센터 - 영상 할당

요청 및 이관 된 이벤트를
해당 사용자에게 할당

스마트 폴리스 - 영상확인

전체화면 보기 및 PTZ 프리셋 제어

상황 종료 후 결과 전송



•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0길 28 마리오타워 7층

• 전 화 : 02-558-9130 (대표)

• 팩 스 : 02-558-7868

• 이메일 : sales_korea@in-con.biz

• 홈페이지 : http://www.in-con.biz

주소 및 연락처

APP 구성

스마트센터로 부터 할당된 상황 정보 및 영상 표출 부분과, 112 신고에 의한 순찰차에서 영상을 요청하여 해당 영상을 수신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송되는 영상은 고화질 CCTV 영상으로 순찰차에서 현장 상황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센터  스마트 폴리스로 할당된 영상 표출 화면

스마트센터에서 해당 사용자에게 영상 할당 스마트 폴리스 APP 에서 할당 된 영상 관제 및 PTZ 제어

스마트센터 란?
스마트센터는 VMS에서 영상을 모바일로 전송 및 권한을 할당해 주는 모바일 관리자 역할의 소프트웨어로 3RD Party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 폴리스’앱 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VMS + 스마트센터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센터는 모바일을 통한 영상 할당 및 결과 처리가 주된 목적이므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 군은 ‘스마트
폴리스’, ‘재난감시시스템’, ‘신고접수서비스’,’안심귀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