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성, 보안성, 효율성은 모두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솔루션을 
갖추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생산성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최우선순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Axis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비디오 분야를 선도하는 Axis의 지능형 
제품과 기술은 서로 매끄럽게 작동하도록 설계
되었으며, 보안성을 향상시키고 일상의 운영을
단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완벽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또는, 기존 정책과 지정 장비에 맞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Axis의 소프트웨어와 
고객이 선택한 PC 및 서버를 사용하여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신뢰성과 간편한 사용
AXIS Camera Station은 유연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로 명확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어 승인된 모든 사용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사항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특징과 기능을 간편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조 현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족
어떤 조건에서든 실내/외 상황을 선명하고 
디테일한 영상을 확보하십시오. 입구와 제한  
구역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십시오.  
직원 및 무단 침입자와 커뮤니케이션하십시오. 
AXIS Camera Station을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이 
정말 간편해집니다.

안전 및 보안 확보
Axis 솔루션은 최고의 가성비와 최상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성능을 제공하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간편한 솔루션으로
AXIS Camera Station을 통해 관리하는 엔드-투-엔드 보안 솔루션으로
제조 현장에서 모두의 안전을 보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axis.com/products/axis-camera-station

출입 관리

> 업무시간 후 출입구를 간편하게 관리

> 방문자의 출입을 원격으로 관리

> 도어가 강제로 열렸거나 열려 있는 
상태일 경우 경보를 수신

> 날짜와 시간이 포함된 비디오 로그를 
통해 원활하게 조사 수행

네트워크 스피커 
스피커를 통해 또렷한 실시간 음성 메시지 
또는 사전 녹음된 메시지를 방송하여 
직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무단 침입자에게 
경고

분석 애플리케이션

원치 않는 행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최첨단 툴입니다. . 

> AXIS Perimeter Defender – 공장을 
침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감지하여 
대응 

> AXIS Loitering Guard – 공장의 특정 
장소에 사람 또는 차량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경우 경보 전송

네트워크 카메라

> 고해상도 비디오를 제공하는 
폭넓은 카메라 포트폴리오

> 가혹한 환경에 대비한  
견고한 카메라 

> 기계류의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열상 카메라 

> 출입구에서 눈높이 수준의 식별을 
제공하는 신장 측정 기둥형 
카메라

> 오버뷰를 제공하는 360도 카메라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
Axis의 최신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구축하십시오. Axis의 강력한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인 AXIS 
Camera Station이 내장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는 사용하기 
쉬워 누구나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건을 취급하고 고화질 증거 
영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녹화 영상을 내보내기 전에 
객체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3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I/O 모듈

> 기계류, 안전 시스템, 제한구역 도어, 
패닉 버튼이 전송하는 알람 입력을 
받아 경보 전송, 비디오 녹화, 오디오 
메시지를 트리거

> 조명을 켜거나 도어를 잠그거나 
출입구를 여는 기타 장비를 제어하여 
운영 효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