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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count the number of pixels

Click the Pixel count icon().
Drag the mouse over the video to set an area. From this area, the number of pixels will be
counted and displayed on the screen.

Profile

The name and detailed information of the Video profile applied to the current live
screen will be displayed. When you press the [Profile] drop-down icon, a Video profile
list that can be used from the current web viewer will appear; when you select the
desired Video profile, it will be applied to the live screen immediately. You can check
the resolution, codec, frame rate and target bitrate of the selected Video profile.

Display

Set the contrast, brightness, sharpness and color level of the live screen; when you
enter the setting, it will be applied to the live screen immediately. Click the  button if
you want to reset all the display settni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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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ngyo-ro 319 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463-400 Rep. of KOREA 
Tel: +82.70.7147.8753 Fax: +82.31.8018.3740 
www.hanwha-securi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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