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ail

리테일 업체용
Axis 네트워크 비디오 솔루션.
사전 대응적인 감시부터
향상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까지.

새로운 가능성,
더 큰 이익.
소매업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경쟁은 심화되고 마진은 줄어들고 있으며,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영상 감시를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재고해 볼 적기입니다. 영상 감시 솔루션은 이제
안전과 보안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 대응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은 손실을 방지하고 판촉 활동을 개선하며
고객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상점을 운영하든,
체인점을 운영하든 상관없이 모든 리테일 운영에 관한
견실한 사업 감각을 갖추게 합니다.

손실 방지와 안전성, 보안을 위한
솔루션
출입구
EAS 통합 기능이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비디오
녹화가 실행되고 보안 담당
직원에게 실시간 경고가
전송됩니다. 눈 높이에
은밀하게 설치할 수 있는
Axis 카메라는 범죄 과학
수사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POS(Point of Sale)
POS 시스템과 통합하여
계산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 수상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 거래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Axis
고정형 HD 네트워크 카메라는
계산대에 범죄 예방 효과를
제공하며 POS 구역을 탁월한
품질로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진열용 유리 케이스
총성, 유리 깨지는 소리와
같이 매우 큰 소음이 나는
경우, 사운드 디텍션 기능이
보안 관리자에게 자동 경고를
보냅니다. Axis의 비노출
카메라는 좁은 공간에서
특별한 품목을 엄격하게
감시해야 하는 장소에 매우
적합합니다.

매장 전체 보기
Axis 파노라마 카메라는 360º 화각을 제공하므로, 단일
뷰에서 모든 활동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매장 복도

창고

Axis Corridor Format은
매장 내 통로를 감시하는 데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16:9 화면 비율이 자동으로
9:16 비율로 전환되어 최대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Axis’의 유연하며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창고에서 발생하는 제품
손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 최적화 및 고객 환경을 위한
솔루션.

출입구
VIP 식별 기능을
활용하면 VIP 손님을
인식하고 직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므로
보다 매끄러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 줄
대기열 관리 기능은
대기줄이 사전 설정된
임계값을 초과하면
실시간 경고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계산대 대기
고객 흐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선반 공간

권장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
>
>
>
>

AXIS
AXIS
AXIS
AXIS

P85 시리즈: 눈 높이 설치용 네트워크 카메라
M11 시리즈: 고형정 HD 네트워크 카메라
F 시리즈: 유연한 비노출형 네트워크 카메라
M3027-PVE: 파노라마 네트워크 카메라

히트 맵(heat map)을
이용하여 매장 내
인기 장소, 미활용
구역, 병목 현상 발생
지점, 고객이 상품
디스플레이와 상호
작용하는 곳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
구역
인원 계수 기능으로
고객 흐름을 분석하고
전환율과 상점
트래픽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A xis는 제품의 탁월한 품질에서부터 우수한 서비스 및 지원 수준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은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영국의 한 유명 리테일 업체에
수천 대의 Axis 카메라를 단 한 건의 문제도 없이 설치했는데, 이는 Axis와 오랜 기간
파트너로 일하며 쌓은 신뢰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Ben Merchant, KMH Group 운영 관리자

전세계 리테일 환경에서
입증되었습니다.
> Acqua e Sapone — 이탈리아

> The French Department Store LLC
(Galeries Lafayette) — 아랍에미리트

> Pescara Fish Market — 이탈리아

> Albert Heijn — 네덜란드

> Grape Group, liquor stores —
오스트레일리아

> Piggys — 영국

> Amavita — 스위스

> Hessburger — 핀란드

> Polarn & Pyret — 스웨덴

> Ardenberg — 네덜란드

> Hindmarch & Co — 영국

> Ripley — 칠레

> Benetton — 오스트리아/스페인

> Hughes & Hughes — 아일랜드

> Romero Jara-Jabugo — 스페인

> BILTEMA — 스웨덴

> Hugo Boss — 프랑스

> Saks Fifth Avenue — 아랍에미리트

> Boots — 영국

> ICA — 스웨덴

> Sasol Convenience Centre — 남아프리카

> Brothers — 스웨덴

> Intersport Megastore — 네덜란드

> Sephora — 프랑스

> C&A — 프랑스

> La Despensa Supermarkets — 스페인

> Shoprite Checkers — 남아프리카

> Cafe Royal — 영국

> La Panière — 프랑스

> Spar — 오스트리아

> Camper — 전 세계

> Lacoste — 스페인

> Springfield Food Court — 미국

> Cape Quarter — 남아프리카

> Lestra Kaufhaus — 독일

> Stadium — 스웨덴

> Carolina Herrera — 스페인

> Lidl — 스웨덴

> Superconti SpA — 이탈리아

> Cases Group — 스페인

> Lorient Fish auction — 프랑스

> Supercor — 스페인

> Adidas — 체코

> Phone Wave — 미국

> Chemist Warehouse — 오스트레일리아 > Makro Superwholesalers — 콜롬비아
> Citgo Sooper Stop — 미국
> MegaGrinn — 러시아
> Combi Mart — 대한민국
> Moulin de Païou — 프랑스

> Supermarkets Natalka — 우크라이나

> Colruyt — 벨기에

> MQ — 스웨덴

> Dagrofa — 덴마크

> Netto — 스웨덴

> Tobacco stores in the city of Prato —
이탈리아

> Diamend Jewelry — 중국

> Newclare Motors — 남아프리카

> Douglas Court Shopping Centre —
아일랜드

> Nike — 벨기에

> Echassons Pharmacy — 프랑스
> El Corte Ingles — 스페인
> Flavco Qld. Pty. Ltd — 오스트레일리아

> Nine Shopping Centers — 아르헨티나
> Opencor — 스페인
> Paul Smith — 영국

> Target — 미국
> Time Trend Stores — 폴란드

> TRUCCO — 스페인
> Victoria Supermarkets — 러시아
> Volkswagen 4S stores — 중국
> Xinyu Hendry Holdings — 중국
> YUMSAAP CO — 태국

개봉 즉시 사용 가능한 녹화 솔루션
AXIS Camera Station S10 레코더 시리즈는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고해상도 감시용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XIS S10 레코더는 라이센스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사전 탑재되었고, 설치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구성되었습니다. Axis의 폭넓은 카메라 제품군 및 기타 장치, 모니터와 연결하여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중규모 설치 환경을 위한 플러그 앤 플레이 솔루션을 구성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트 및 시스템 관리

입출력 통합
AXIS P8221

네트워크 카메라

보안/비즈니스 분석

AXIS Camera Station
AXIS S10 Series

방문자 관리

Why Axis?
> 네트워크 비디오 분야의
최고 전문가 및 세계적인
기술 선도 기업
> 전세계에 걸쳐 분포한
고객 사례로 입증된 경험
> 업계 최대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비디오 제품군
> 프로젝트 설계, 보증 및
사후 지원 서비스
> 네트워크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험 축적

Axis는 규모와 복잡도에 상관 없이 귀하의 필요에 맞는
탁월한 영상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xis.com/retail을 참조하십시오.
최신 뉴스는 www.retail-surveillance.com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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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테일 업체의 요구에 맞춘
Axis의 토털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