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 YOUR
PREMISES

AXIS Camera Station 감시 및 보안 솔루션으로
시설을 보호하십시오.
보안과 감시는 모든 비즈니스의 우선순위이지만
올바른 솔루션을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관리하기에 너무 크거나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히 스마트한
솔루션을 찾으신다면, Axis 가 그 해답입니다.

고객이 필요한 모든 것
운영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인
AXIS Camera Station을 통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단일 공급사가 제공
Axis 솔루션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꼭 맞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시설, 자산을
보호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Axis 솔루션은 설치, 사용,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또한 향후 필요가 커지면 이에 맞춰
Axis 시스템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단일 공급사가 모두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투자를 보장합니다.

비디오 – 선명한 이미지 제공

출입 통제 – 시설의 보안성 확보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모든 감시 필요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솔루션을 찾고 있다면 AXIS Camera Station 비디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고해상도 증거 자료를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추가를 통해 방문객과 대화하고,
출입구의 보안성을 확보하며, 제품 배달을
처리하고, 오디오를 범죄 방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시스템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XIS Camera Station은 4K UHD 카메라, 열상 카메라,
혹독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 등,
Axis의 다양한 제품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오디오 – 간편한 소통

방문객 관리 –
추가적인 보안성 확보
제어 –
기타 장치와의 원활한 통합

확실한 식별을 위한
IP 카메라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완벽한 시스템
'개봉 즉시 바로 사용 가능'한 레코더
Axis의 고성능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는
최고 4K의 고해상도 감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별도의 설정 없이 박스를 개봉해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방문객 관리를 위한
도어 스테이션

Axis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는 AXIS Camera Station
라이선스를 비롯한 모든 필수 소프트웨어가 사전
설치됩니다. 일부 모델은 더 간편한 설치를 위해
PoE 스위치가 내장되어 제공됩니다.
이들 레코더와 함께 모니터, 카메라, 기타 장치를
사용하면 완벽한 솔루션을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호환성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성과 보안성 확보
Axis와 함께 하면 모든 필요에 적합한 올바른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대비
높은 가치와 최고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스를 개봉해 바로 녹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선택하십시오. 또는
표준 PC 및 서버와 함께 Axis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객 고유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Axis는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오디오 메시지를 위한
IP 스피커

어떤 Axis 시스템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매일, 매시간
최고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이
커지고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을 신속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안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보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

차단 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위한 I/O 모듈

AXIS Camera Station에 기반한 Axis의 솔루션은
사용, 설치,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상세 정보 사이트:
www.axis.com/products/axis-camera-station

조기 경보 및
트리거 작동을 위한
분석 애플리케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