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xis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설치가 쉽고 신뢰할 수 있는 녹화 솔루션
우리는 더 스마트하고 더 통합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보안 
솔루션을 개발할 때, 귀사는 그것이 반드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원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도구, VMS, 레코더, 카메라, 
스피커, 접근 제어)가 서로 긴밀하게 통합되어 놀라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AXIS Site Designer, Axis 레코더 툴박스 마법사 및 
간소화된 라이선싱 덕분에 "즉시 사용 가능하게" 설정되어 
사용하기 쉽고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에는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Axis가 
단일 창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 하드 드라이브, 그래픽 카드 및 스토리지 용량과 
같은 모든 하드웨어 구성 요소는 신뢰할 수 있는 초고화질 
감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며 5년  
보증이 제공됩니다.

Axis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를 선택하여 얻을 수 있는 6가지 이점
맞춤형 녹화 솔루션
Axis가 직접 선택한 구성요소로 맞춤 제작:
> 가장 적합한 폼 팩터
> 감시 상황에 적합한 최고의 구성 요소
> 최고의 호환성 및 신뢰성
> 많은 시나리오에서 최대 시스템 안정성
 

Axis 제품과 완벽하게 연동
>  Axis 제품 포트폴리오 및 소프트웨어와 함께  

테스트되고 검증됨
> 현재와 미래의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
> AXIS Camera Station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포함
> 즉시 사용 가능한 녹화 솔루션
> 타사 카메라 지원*
 

인증된 솔루션 - 모두 한 공급업체에서 제공
> 국제적으로 인증된 녹화 솔루션
>  Axis에서 모든 구성 요소를 구매하므로,  

배송 시간을 맞출 수 있음
>  단일 문의 창구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사전 지원, 구성 및 사후 지원

Axis 도구를 활용한 손쉬운 설치
>  설계에서 설치, 검증 및 관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AXIS Camera Station Integrator Suite
>  시간을 절약하고 간편한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직관적인 설치 마법사
> 손쉬운 유지보수를 위한 Axis 레코더 툴박스
> 시스템 백업 및 재설치를 위한 Axis NVR 복구
>  운영 체제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Axis 필드 업그레이드 키트

Axis 품질, 최고의 지원 및 적은 유지보수 
> Axis는 전체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지원합니다.
> Axis는 하드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 적시에 수정 및 취약점 수정
> 광범위한 지원 및 보증 서비스
> 모든 제품에 대해 5년 보증

총 소유 비용(TCO)을 일정 범위 내로 관리 가능
> 단순한 라이선스 모델
> 초기 비용만 지출하면 추가 비용 지출 없음
> 모두 라이선스에 포함
> 제품에 하드웨어 서비스 포함

1

2

3

4

5

6

*타사 장치가 ONVIF 프로파일 S를 준수하고  
AXIS Camera Station Device Compatibility Tool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설계

레코더 그 이상

Axis 레코더에 대한 확신

통합

Axis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는 즉시 
사용 가능한 솔루션으로,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모두 적합한 완벽한 통합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Axis 포트폴리오로 테스트 및 
검증되었습니다.

작동 상태 모니터링
성능 상태 모니터링 포털은 모든 Axis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카메라 및 서버가 
온라인 상태인지 여부와 같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
전체 시스템(레코더, VMS, 카메라 및 
스위치)에 대한 지원, 구성 질문 및 
사후 지원을 위한 단일 연락 창구를 
제공합니다.

상세 정보 참조 사이트:  
www.axis.com/ko-kr/products/network-video-recorders

5년 보증

지원, 서비스 및 라이선스 
포함

스토리지 유연성 

설정 및 유지보수 도구

단일 업체 / 단일 지원

무한한 시스템 확장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의 핵심 구성 요소

반복적 라이선스 비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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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이트 조사이든 완전히 상세하고 문서화된 시스템 
설계이든, AXIS Site Designer를 사용하면 쉽게 장치를 선택하고 
올바른 액세서리와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구축할 때 Axis 도구를 사용하면  
스토리지 계산, 대역폭 추정, 라이선스, 전력, 포트, 감시 범위 
예측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설계를 검증합니다. 솔루션을 
설치한 후, 확인 도구를 실행하기만 하면 솔루션이 예상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대해 집중 테스트가 실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