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  점유 관리 기능을 카메라에 직접 탑재

>  방문자 수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 제공 및 즉각적 조치를 위한 점유 추적 
>  설치가 용이하고 출입 관리 시스템(예: 도어 제어, LED 지시등, 스피커)과 간편하게 통합

>  고객 흐름 분석을 통한 매장 계획 개선, 에너지 절감 보조, 디지털 사이니지와 연동한 마케팅 메시지 
표출로 부가 가치를 창출

오늘은 매장 점유 인원수에 대한 규정 준수. 
내일은 비즈니스 성과 개선.
매장 방문 고객수는 항상 핵심 지표이지만,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리테일러는 언제든지 매장 
내 고객수를 최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점유 계산기는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수를 조절하여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준수하면서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규제가 완화되면,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여 매장 전체의 고객 유동을 분석하고 방문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장 배치와 효율적인 직원 할당과 같은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보하고 마케팅 캠페인의 성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관리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동 방식
이 애플리케이션은 매장 내의 인원수에 관한 데이터를 취합하여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에게 매장 내부의 실시간 
촬영 영상과 함께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매장 내에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몇 명이 더 매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리테일 업계를 위한  
Axis 점유율  
제어 솔루션



Welcome!

솔루션 구성: 

>  AXIS FA54 및 AXIS FA1105 Sensor Unit
>  디지털 스크린
>  분석 애플리케이션:  AXIS Occupancy Estimator 및 Axis 파트너의 Camstreamer Store Occupancy Manager 
>  AXIS C2005 Network Ceiling Speaker 또는 AXIS C1410 Network Mini Speaker

방문자 수가 임계값에 도달할 때 오디오 메시지 또는 출입 제어를 자동으로 실행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의 수를 실시간으로 추적

>  고객에게 들어오거나 기다리도록 안내함으로써 리테일 매장 내부의 사람 수를 추적, 계수 및 제한.

한도에 도달함 실내 인원 9명

오늘날의 리테일러를 위한 Axis 솔루션 관련 문의:  
info-kr@axis.com.

>  외부 스피커를 통해 특정 메시지를 재생.
>  출구는 항상 열어 두고, 입구는 자동으로  

잠금 & 잠금 해제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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