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 12배속 동영상 채널 및 20배속 초과 네트워크 채널의 동시 녹화

•

여러 장치를 하나의 기록기에 스택을 구성하여 더 많은 동영상 및 네트워크 채널을 구성

•

Hardware-In-the-Loop (HIL, 하드웨어 모의장치) 시뮬레이션용 동영상 및 네트워크
데이터 동시 재생

•

고객 제작 모듈을 포함한 유연한 인터페이스 실현을 위한 FPGA 기반의 모듈형

•

모든 자동차 동영상 인터페이스
(TI® FPD Link-III, Maxim Integrated™ GMSL, Ethernet… 포함)

•

차량 네트워크: BroadR-Reach®, Ethernet, CAN, LIN, FlexRay, UART, WLAN,
DIG I/O, GPS…

•

동영상 녹화 및 데이터 기록은 중앙 타임스탬프 되어 저장됨

•

직관적인 대시보드 응용 프로그램으로 HW 구성 및 녹화, 재생을 제어함

•

4G 이동 통신망을 통해 시험 차량군에 설치를 제어할 수 있음

•

표준 및 트리거 방식의 동영상 녹화와 트리거 전 및 후의 데이터 기록

•

트리거와 필터를 차량 데이터베이스의 신호와 메시지로 설정할 수 있음

•

데이터는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기록 형식으로 기록됨: ROS, ASC, PCAP, MDF4...

•

현재 지원되는 차량 데이터베이스: CAN XML DBC, LIN LDF, FlexRay FIBEX

•

4개의 이동식 SSD 디스크 (FAT32, 2-16 TB 결합형) 로 몇 시간 녹화 가능

•

작고 강한 하우징 (14”x11”x4.5”), 매우 낮은 전력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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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Data Loggers for Camera-Based ADAS/AD

logiRECORDER System Connections

logiRECORDER 대시보드
대시보드 PC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드웨어 구성, 연속 및 이벤트 트리거 방식의 녹화를 위한 고급 트리거 및 필
터 설정, 동영상 및 네트워크 데이터의 병행 재생, 녹화된 데이터 조작 및 오프라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대시보드로
WiFi 및 4G 이동 통신망을 통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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