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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수행 480,000+

AxxonSoft 는 지능형 영상관제(VMS)와 물리보안정보관리
(PSIM) 분야의 세계적 선도 개발 기업입니다. 2003 년 회사
설립 이래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안전
및 보안 산업 시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판매 국가 140+

고객 13,000 +
직원 수 550+

www.axxon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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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Build Your Own VSaaS» 솔루션 런칭

2019

Intel® OpenVINO™ 툴키트 배포
VMS 최초로 ONVIF Profile T 지원
AI 툴에 행동분석 추가

2018

AxxonNet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런칭
제품군 GDPR(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AI 기반 영상분석에 버려진 객체 포함

2017

사람 및 차량 검출에 AI 적용
10,000 대 이상의 IP devices 장치 통합

2016

화재 및 연기 감지에 딥러닝 적용
H.265 와 Intel® Quick Sync Video
하드웨어 영상 디코딩 적용으로

포렌식 검색(Forensic Search)

성능 향상

AxxonSoft 의 포렌식 검색 기술은 다른 VMS 벤더보다 앞서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에서 즉각적인 포렌식

2015

8,500 대 이상의 IP devices 장치 통합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을 업로드
하거나 자동차번호판 번호나 객체의 크기와 색상과 같은
검색조건만 입력하면 몇 초 내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벤트를

2013

기술 적용
2012

OF AXXONSOFT
TECHNOLOGY

신기능으로 GPU 사용한 어안 카메라
이미지 드와핑(Dewarping) 및 GreenStream

검색할 수 있습니다.

HISTORY

Intellect 가 최초로 ONVIF Profile G 지원

Axxon Next 런칭
- NGP 기반 무제한 확장성 VMS

2011

포렌식 검색(Forensic Search) 도입
IP 장치 엣지 비디오 분석 지원
- 영상 검출 이벤트 및 메타데이터 가능

2010

ONVIF 에 공헌멤버로 가입
Auto Intellect 교통법규 위반 레코딩 시작

2009

Axxon Smart IP 릴리즈 – NGP 기반 최초 VMS
버전
Intellect H.264 지원

2008

다양한 제조사의 134 대의 IP 장치 통합

2006

Next Generation Platform (NGP)에 새 컨셉 적용
- 마이크로 모듈 아키텍처 및 SolidStore
파일시스템

2005

산업 별 솔루션 도입 – POS Intellect, Auto
Intellect,
ATM Intellect, Face Intellect

2004

액세스 컨트롤/알람 시스템 최초 통합
10 대의 Axis IP 카메라 지원

인공지능 (AI)

Motion Wavelet 코덱 - 대규모 디지털 비디오

AxxonSoft 는 2016 년부터 영상분석 기반의 딥러닝 R&D 에

보안 시스템 구축 가능, 범용 보안 플랫폼 컨셉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하여 2017 년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AI 기반의 영상 분석 학습 사이클을 구현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입수된
영상으로 신경망 학습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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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Intellect PSIM 첫 안전도시 프로젝트 수행

AXXON NEXT VMS
혁신적인 기술과 수많은 사이트에 설치/배포된 경험이 결합되어 있는
영상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사이트의 규모나 복잡한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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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ON NEXT 기능 및 기술
AI 기반 분석

스마트 포렌식 검색

MomentQuest
MomentQuest 는 라이브비디오를 분석하고
메타데이터를

생성합니다.

특정

영역

내

움직임, 라인크로싱, 크기, 색상, 방향, 속도와

행동 분석

맞춤형 신경망 도구

행동분석기는 사람의 특정 자세를 검출하여

실제 현장의 영상으로 학습 및 AI 분석 툴을

위험한 상황을 인식합니다. 예를 들어, 캐셔

활용하여 현장 별 요구 사항에 맞게 활용할 수

가 손을 올리거나 ATM 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인식해서 안전장

있는 사람의 자세를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

비 사용 여부를 감지합니다.

같은 검색 조건만 입력하면 단 몇 초 안에
관련 영상의 썸네일이 제공됩니다.

합니다. 1 차 대응자에게 신속하게 위험을
알려 개인, 그룹 및 공공기관의 위험을 최
소화합니다.

화재 인식
녹지와 같은 공터에서는 화재 및 연기 감지
센서의 사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AI
기반 불꽃 및 연기 검출기 적용 시 화재 조기
검출 및 초동 대응이 가능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얼굴 및 차량 번호 검색
Axxon Next 는 사람의 얼굴과 차량 번호판을
캡처하고

인식합니다.

사용자는

영상에서

사람의 사진이나 차량 번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카메라에 대한 검색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검색 기능 제공

\
객체 검출
신경망을 기반으로 특정 유형의 객체(예: 사람이나 차량)를 정확히 검출합니다. 검출 객체와 관련
없는 세부 정보를 포함한 복잡한 장면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검출된 객체에 기존의
영상 분석(배회, 라인 크로싱 등)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알람 이벤트, 북마크, 일정한 시간 간격
(TimeSlice)으로 썸네일 검색 등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Axxon Next 리테일 팩

히트맵(Heat map): 혼잡도 표시
히트맵(Heat map)은 매장 내 여러 구역에서 고객의 행동 양상(방문객
수/머문 시간)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그래픽 자료입니다. 이 기능은
모든 객체 또는 포렌식 검색을 위해 지정한 특정 객체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POS 데이터와 영상 연결/검색
Axxon Next 는 계산대(POS)에서의 데이터를
수신하여 영상 소스에 연결합니다. 영수증의
텍스트를 영상에 오버레이 시키거나 별도의
창에 디스플레이 시킬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
있는 데이터로 해당 거래 영상을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열(Queue) 관리
대기열 관리 기능을 통해 대기 영역 내의 인원 수를 감지합니다. 실제 고객의 대기열을 파악하여
장단기적으로 인적 자원을 효육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성별과 연령대 예측 보고
얼굴 인식 검출기로 방문자의 연령 및 성별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객 분석,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타겟팅과 같은 마케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고서 생성

얼굴 인식

사용자는 POS 거래 데이터, 방문객 수, 대기열

얼굴

방문자 카운팅

길이, 연령 및 성별, 기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십시오. Positive list 에는

상점이나 특정 영역에 출입하는 고객의 수를

온라인 상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VIP 를, Negative list 에는 수배자처럼 경계를

집계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소매 체인점의 모든

요하는 사람을 등록해서 알람을 받을 수

보고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집계된

정보를

거래

내역

데이터와 통합하여, 방문에서 구매로 전환된
비율을 계산하거나 더욱 효율적인 마케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식

매칭

기능을

사용해서

자동

www.axxonsof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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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ON INTELLECT ENTERPRISE PSIM
Axxon Intellect Enterprise 는 모든 수준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보안 정보관리 플랫폼입니다. 맞춤형 보안
시스템으로 수많은 카메라를 운영하거나, CCTV 를 사용한 출입통제, 침입자 발생 경보, 방재 감지 등의 외부 시스템과 연동시켜
얼굴 인식, 도로 교통량 모니터링, POS 모니터링과 같은 수준 높은 기능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Axxon Intellect Enterprise 가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다.

무제한 확장가능한

4 단계의 자동화

엣지 디바이스와의

분산형 아키텍처

손쉬운 연동

ATM

금전등록기

인터콤

시스템

SD & HD
아날로그
카메라

INTELLECT
ENTERPRISE

모드버스

ONVIF

BACnet

OPC
경보시스템

SNMP

액세스 컨트롤

40+
시스템

IP 장치

10,000+

다양한 제조사의 장비를 연동하여 단일 마스터 관제 센터에서
관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40+

모델

통합 플랫폼의 강점
•

화재/보안 알람 시스템

기존 장비를 시스템에 연동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하드웨어 및

시스템

독립 시스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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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스템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운영자의 작업 효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

여러 장비에서 받은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더 높은
수준의 상황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연동 동작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경계 보안

•

보안 인력으로 인한 실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외부 인터페이스로부터 시스템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통합 솔루션
사용자는 사이트의 보안 시스템에 요구되는 필요한 모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강력한 기능을 갖춘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CFA Intellect 는 Intellect PSIM 플랫폼을 사용하여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입니다. ACS, PIDS, FSA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POS Intellect 는 매장 감시, 업종 별 영상 분석 및 계산대
모니터링이 결합된, 리테일 샵을 위한 비디오 모니터링
솔루션입니다. 일반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전 체인점의
리포트를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및 표로 이루어진 웹 리포트에는
POS 거래내역, 수상한 거래 및 영상 분석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TM Intellect 는 비디오와 거래 내역을 연동하여 ATM 및
키오스크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과
함께 제공되며 사이트에서 발생한 알람을 수신하고 처리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을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알람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uto Intellect 를 사용해서 교통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차, 철도 및 화물
컨테이너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또한 교통
위반 차량을 자동 식별하여 위반 사항을 기록하고, 교통량 통계
데이터를 수집 후 차량 접근을 제어하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Face Intellect 는 액세스 제어가 중요한 공공장소 및 인프라
사이트를 위해 개발된 모듈입니다. 이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는
사람을 식별 후 사진과 일치하는 얼굴을 캡처, 기록 및
검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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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XONSOFT 설치 사이트
교육

산업
Doosan Babcock Energy Polska

바이브르트(Bayburt) 대학

폴란드

터키
전체 카메라 수량:

전체 카메라 수량:

400

75

솔루션: 헬멧 미착용 직원 검출

솔루션: 5 개소 중앙 집중관제

ArcelorMittal Kryvyi Rih

산 카를로 대학(Collegio San Carlo)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전체 카메라 수량:
전체 카메라 수량:

200

600+

솔루션: 자동차 및 철도 번호 인식, 경보

솔루션: 얼굴 검출

시스템 통합

공공기관

MHP
우크라이나

2014 년 대통령 선거
전체 카메라 수량:

튀니지

500+

솔루션: 영상분석, ANPR, 출입통제 및 경보
전체 카메라 수량:

269

시스템 통합

솔루션: 테러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는 인물
1000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안면인식

운송 및 물류
밀라노 법원
Nova Poshta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전체 카메라 수량:

594

솔루션: 번호판 자동 인식

전체 카메라 수량:

2500+

솔루션: 서버 5 대와 원격 클라이언트 25000 개로
전국 2500 곳을 관제

은행 및 금융

브로츠와프(Wrocław) 중앙 기차역
폴란드

STB

전체 카메라 수량:

튀니지

266

솔루션: 출입통제, 화재 경보 시스템 통합,
전체 카메라 수량:

1500

328 계층 인터랙티브 맵, 82 매크로

솔루션: ATM 통합

Raiffeisen 은행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우크라이나

멕시코

전체 카메라 수량:

17,000+

솔루션: 전체 600 지점 관제

8

전체 카메라 수량:

2250

솔루션: 영상 분석, 스마트 포렌식 검색

소매

국토안보
아부다비 IKEA 매장

양산 Safe City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전체 카메라 수량:

420

전체 카메라 수량:

Solution: 금전 등록기 시스템 통합

3190

솔루션: 외부 영상에서도 분석 가능한
스마트 포렌식 검색

Segmüller
독일

Barwa Al Baraha
전체 카메라 수량:

카타르

500+

Solution: 10 개소 금전 등록기 시스템 통합
전체 카메라 수량:

4350

Mudo 리테일 체인
2018 FIFA 월드컵 개최지

터키

러시아
전체 카메라 수량:

1920
전체 카메라 수량:

솔루션: 120 체인점, 영상 분석

9000+

솔루션: 경기장 10 곳, 얼굴인식, ANPR,
출입통제, 화재/보안 경보 시스템 통합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

SPAR 리테일 체인

아스널 FC

오스트리아

영국

전체 카메라 수량:

300+

비즈니스 단지 및 쇼핑몰

전체 카메라 수량:

208

호텔

두바이 세계 무역 센터
Al Messila 리조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전체 카메라 수량:

400

솔루션: 입구에서 방문자 얼굴 인식, 영상 분석 및

전체 카메라 수량:

787

스마트 포렌식 검색

Al Ain 몰

아틀란티스 더 팜 호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리미트

전체 카메라 수량:

814

전체 카메라 수량:

2050

Solution: 리테일 분석

소피텔 런던 세인트 제임스
Mirqab 몰

영국

카타르
전체 카메라 수량:
전체 카메라 수량:

1427

70

Solution: 영상 분석, 얼굴 인식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