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질런트 Cobalt Overview 관리 서버
Cobalt Insight Bottle Scanners를 위한 중앙화된
보고 및 시스템 관리

애질런트의 Cobalt Overview 관리 서버는 액상 폭발성 물질 검출 시스템의 Cobalt Insight를 위한 중앙화된
관리 및 보고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체크포인트, 터미널, 공항을 아우르는 총괄 모니터 및 보고서는 간단한
보안 웹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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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2
현장 기반 데이터 수집 및
네트워크 링크

웹으로 운용 가능한 장비
비밀번호/SSL 암호화

규제 준수

관리

접근성

선택 가능한 세부 레벨로 설정 가능

체크포인트, 터미널, 공항에 따라 스캐너 그룹
간 설정 가능

시스템 상태 및 경고 상태 원격 모니터링

규제 준수를 돕기 위한 종합적인 데이터 보고

정기적 이메일을 통해 관리자에게 데이터 전송
중앙화된 데이터 백업 및 저장

실시간 시스템 관리

암호화된 웹 연결을 통해 어떤 장소에서든 보안
접근 가능

SeMS 및 규제 준수 제품과 호환 가능

중앙화된 사용자 접근권 제어

단일 운용 내에서 개별 단위에 적용 가능한
업그레이드 및 업데이트

여러 터미널 및 공항 장소로부터 데이터 수립

보고서 작성

각 Insight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실시간 보고서는
장비, 그룹 또는 장소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고 일정은 관리
리뷰를 위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스캐너 또는 스캐너 그룹별로
요약하여 규제 준수 또는 SeMS 보고를 위해 요청되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일상 기기 테스트 요약

애질런트 또는 지역 담당 판매처에 연락해 Overview의 장점 및 더
자세한 정보, 공항 배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서버 및 IT 요구사항 요약
요구사항

최소 요구사항

구성

Apache, MySQL, Php

최소 PC

Red Hat Enterprise 또는 CentOS6.5
듀얼 코어 x86 프로세서, 4 GB RAM

스토리지

80 GB OS, 500 GB 데이터 파티션

네트워크

기기를 서버에 이더넷으로 연결

가상 기기

Overview의 웹 제어 인터페이스로부터 권한, 로그인, 기록 접근
및 사용이 설정됩니다. 권한은 사용자 그룹 및 장소에 따라 설정
가능합니다. 시스템 설정은 모든 장비 또는 장비 하위 그룹에서
필요한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Insight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는
관리 콘솔로부터 장비로 푸시될 수 있으며, 시스템 가동 중단
시간이 최소화됩니다.

운용 관리 요약

Overview 배치

운영 체제

관리

가상 기기 배치와 호환

다음을 방문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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