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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xxonSoft 

AxxonSoft는 VMS (영상관리 소프트웨어, Video Management Software) 및 PSIM (물리보안정보관리, Physical 

Security Management)의 오픈 영상관리 플랫폼 및 통합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글로벌 선두 업체입니다. 2,500개 

이상의 공식인증 파트너와 함께 매 달 평균 1,500건 이상의 AxxonSoft VMS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및 세계의 

주요 각국에 40개 이상의 지사를 운영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제공합니다. 

AxxonSoft가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는 IP 카메라의 선도기업 뿐 아니라 출입통제 

시스템, 보안 방재 시스템, 그 밖의 보안 장비 제조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AxxonSoft는 ONVIF 포럼 

멤버로써, 약 8,500대 이상의 IP 카메라 모듈을 연동하고 있기때문에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카메라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한 장비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BOUT AXXONSOFT 

AxxonSoft는 IP 비디오 감시 분야의 
세계 최고 4대 개발사 중의 하나입니다 . 
(IMS 리서치(영국)에 의해 선정) 

AXXONSOFT의 사명 

AxxonSoft를 사용하여 소규모 영세 상점에서부터 다국적 기업을 아우르는 모든 규모 및 사업형태에 맞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운영 시스템에서 AxxonSoft를 실행하여 수백대의 서버와 수천대의 

카메라를 연동시켜 단일 통합 보안 장치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AxxonSoft를 통해 규모와 목적이 다른 모든 사이트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스마트한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xxonSoft VMS 및 PSIM 플랫폼은 150개 이상의 지방자치제 안전도시 프로젝트와 공항, 항만, 은행, 

공업부지, 소매점, 주유소 체인점의 보안 시스템, 그 외 수많은 정부 및 업무 시설 등 전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AXXONSOFT 주력 제품인 INTELLECT는 모듈 별 아키텍처로 구성된 물리보안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모듈 별 

선택이 가능하고 확장성이 뛰어나므로 아무리 복잡한 구성일지라도 다양한 장치들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타사 경쟁제품과 차별화 되는 Intellect의 주요 장점은 시스템 규모, 업종, 사용 중인 장비 브랜드에 구애 받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게 Intellect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듈 별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고객이 특정 사이트의 보안에 요구되는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여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완벽하게 설정된 강력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로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단일 인터페이스 상에서 비디오 보안 감시, 화재 및 알람 시스템, 경계 보안, 

출입통제 시스템, 오디오 모니터링 등과 같은 보안 업무를 중앙 집중화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파트너와의 협력관계는 AxxonSoft가 비즈니스를 잘 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AxxonSoft사의 소프트웨어에 

정통한 파트너가 주도하여 설치업자, SI와 함께 AxxonSoft 제품 및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서드파티 

하드웨어로 시스템을 설계 하고 구성합니다.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AxxonSoft사가 파트너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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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사 지원 업무 

 파트너는 적시에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복잡한 요구사항에도 이에 맞게 설계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사를 지원하여 보안 시스템에 솔루션을 통합, 설계,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 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를 돕고 진정한 전문가로서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파트너사에게 
교육 코스, 세미나를 제공하고 인증서를 부여합니다. 
 

 파트너사는 프로젝트 설계하고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 문제를 무상으로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술문제 지원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AxxonSoft 사무실에 연락을 하시거나 https://support.axxonsoft.com에 
방문하시어 온라인으로 지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을 지원합니다. 제품 및 솔루션에 관한 인쇄물, 전자문서, 기타 마케팅 자료와 파트너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파트너사와 함께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영업 분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https://support.axxonsoft.com/jira/secure/Dashboard.js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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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 PSIM 

Intellect PSIM 

 오디오 녹화 및 비디오 분석을 포함한 비디오 감시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시스템 
 

 경계 보안 
 

 얼굴 및 번호판 감지 
 

 POS/리테일 샵 모니터링 

INTELLECT 동작 개요 

Intellect는 모든 수준의 복잡한 보안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는 물리보안 정보관리 플랫폼입니다. Intellect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출입통제, 비디오 보안감시, 오디오 감지, 다양한 산업 솔루션 (Retail Intellect, 
Auto Intellect, ATM Intellect, Face Intellect)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아키텍처이므로 다른 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중앙 관제센터 혹은 원격의 워크스테이션에 접근하여 시스템을 구성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IF…THEN”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이벤트 발생 시에 원하는 알림 설정을 하는 등 

Intellect를 사용하여 시스템 관리 업무를 자동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스크립터로 화재/보안 알람, 출입통제, 비디오 보안감시 등의 여러가지 시스템에 대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체계를 이전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Intellect는 특정 업종에 맞는 특화된 솔루션(Vertical Solution)에 대한 다양한 모듈을 

제공합니다. 타사 경쟁제품과 차별화 되는 Intellect의 주요 장점은 시스템 규모, 업종에 구애 받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맞게 Intellect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듈 별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고객이 특정 사이트에 요구되는 필요한 기능만을 선택하여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적용분야 

 ATM 네트워크 보호 
 

 종합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교통 위반 시 자동 녹화 

 
 자동차, 철도, 화물 컨테이너 번호판 자동 감지 

한 대 혹은 그 이상의 컴퓨터에 Intellect 소프트웨어 모듈이 설치되고 Intellect 비디오 서버가 생성됩니다. 이 

서버에 다른 하드웨어가 연결됩니다. 서버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보안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 

단일 시스템은 1개의 서버에서부터 무한대의 서버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의 서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구성, 관리, 모니터링은 관리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지며 이 워크스테이션은 Intellect 전용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서버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웹 브라우저, Apple TV, 또는 iOS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앱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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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 

서버와 워크스테이션은 LAN, WAN, Wi-Fi 등을 통해 표준규격의 TCP/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이때문에 장비 간에 거리가 지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모듈 간에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기반의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춤으로써 광범위한 영역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며 복잡하고 

지리적으로 분산된 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로 여러 군데의 사이트를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마스터 관제 센터에서 모든 시설을 모니터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PSIM 오픈 아키텍처 

오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연동하고 Intellect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AxxonSoft나  파트너 , 또는  독립된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연동  및  솔루션  창출  작업을  하며 

AxxonSoft에서는 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KD/API)를 제공합니다. 

연동 

IP 연동: 하이브리드 시스템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 맞추어 지듯이 Intellect를 통해 모든 보안 시스템이 한데 모여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가 목적에 따라 상호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드웨어의 기능, 종류, 제조사, 위치, 스펙에 구애 받지 않고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편리한 점은, 이렇게 다양한 제조사의 하드웨어를 사용자 
친화적인 Intellect의 인터페이스 상에서 중앙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RIVERS PACK 

Intellect는 특허 제조업체의 인터페이스로 통합된 약 2,750대의 IP 장비를 포함하여 

8,500대 이상의 IP 카메라 및 IP 비디오 서버를 지원합니다. 많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 

여전히 IP CCTV 하드웨어 장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Intellect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아날로그 장비와 IP 장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기존의 아날로그 CCTV를 그대로 쓰면서 점진적으로 IP 카메라로 변경해 하면 

됩니다. 또한, 경비를 크게 지출한다거나 장비 간 호환성 문제의 우려 없이도 요구 

사항에 맞는 기능과 가격대에 맞는 장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는 서드파티 IP 카메라의 연동을 지원하며 새로운 장비가 추가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Drivers Pack에 업데이트 됩니다. AxxonSoft 웹 사이트에서 새로운 버전의 

Drivers Pack을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현재 설치된 Intellect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Drivers Pack은 Intellect 릴리즈 주기와는 별도로 자주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시스템 서버에 Intellect를 재 설치할 필요가 없이 새로운 IP 장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rivers Pack은 업데이트 시마다 50여대의 새로운 IP 장비가 추가되며 일년에 약 6번 

정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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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IONS 
 
IP devices 
 
360Vision 

3S Vision 

Abron 

ABUS 

ACTi 

Acumen 

Adino 

Alinking 

AMG 

A-MTK 

Arecont Vision 

ARH 

Arlotto 

Asoni 

ASTR 

Astrohn 

Aver 

Avigilon 

AVTech 

Axis 

Basler 

Balter 

Beward 

Bosch 

Brickcom 

Canon 

Certis 

Cisco 

CNB 

ComOnyx 

Compotrol 

CP Plus 

Dahua 

Dallmeier 

Digiever 

DiGieyes 

Digimerge 

D-Link 

Dynacolor 

EasyN 

Eneo 

Etrovision 

ETZ 

Euresys 

EverFocus 

eVidence 

EVS 

FineCCTV 

FlexWatch 

FLIR 

G4S 

Ganz 

Ganz ZNC 

GeoVision 

Grandstream 

Grundig 

Gunnebo 

Hanwha Techwin 

HikVision 

Honeywell 

Hunt 

IDIS 

Infinity 

Infinova 

InMotion 

Intellico 

IPS 

iPUX 

IQinVision 

iZett 

J2000IP 

Jassun 

JVC 

Legrand 

LevelOne 

LG 

LTV 

Magic Box 

Mango DSP 

March Networks 

MBK 

Mediatronix 

Merit Lilin 

Messoa 

MicroDigital (MDi) 

Mobotix 

MOXA 

NEXCOM 

NexusIP 

Novus 

Oncam Grandeye 

Optelecom-NKF 

Panasonic i-Pro 

Panasonic (BB/BL) 

Partizan 

Pelco 

Pinetron 

PixEYE  Planet 

Probe 

PROvision 

Qihan 

QNAP 

RIVA 

RVi 

Santec 

Sanyo 

SEEnergy 

Sentry360 

SimpleIP Cam 

Sinkross 

SNR 

Smartec 

Smartec_G2 

Sony 

 INTEGRATED 

  AXXONSOFT 
 
 
Spezvision 

ST 

StarDot 

Stream Labs 

Stretch 

Sunell 

Sunkwang 

Surveon 

SVPlus 

Tantos 

Tamron 

Tattile 

TBK 

TEDD_G1 

Tiandy 

TRENDnet 

TVT 

UDP 

V1netIP 

Veilux 

Videosec 

ViDigi 

VIDO 

Visiocom 

Vision 

Visualint 

Vitek 

VIVOTEK 

VMsistemos 

WuT 

Xenics 

Y-cam 

Yuan 

Yudor Technologies 

ZAVIO 

XeronVision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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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Access Control Systems) / FSA (Security and Fire Alarms Systems) / 
PPS (Perimeter Protection Systems) 

Access Net 

Apollo 

Aritech 

BIOSMART 

Castle 

Detectomat 

Elsys 

FFT 

FireSec 

FORTEZA 

FortNet 

FoxSec 

FSG 

Gate Parking 

HID 

HoneyWell 

HunterPro 

Intrepid 

KeyWatcher 

KeyKing 

NAC 

NCG-9 

Nitgen 

OPTEX 

PARADOX 

Paxton 

ParsecNet 

Pelco 

PERCO 

Polon Alpha 

Rovalant 

RusGuard 

SALTO 

Satel 

Securiton 

Siemens Cerberus Eco 

SOYAL 

Suprema 

TSS 

Umirs 

UniPos 

Z-line 

Cash Centre Hardware 

ALOHATechnologies 

Arch Software 

BC4000 

Borlas Retail 

Cash 

Casio 

CRS 3000 

Crystal UKM v3.2.3 

D-Store 

D-Store 

DEBUG_POS 

DOS->WIN 

Dresser Wayne AB 

E-LECLERC TACTIL 

FIT 

HRK 

IBM 

IBS 

INTEC TPV SQL 

IPS 

Marketer ISM-3000 

Maxishop10 

Micros 

NCRReal POS 

POSitouch 

Posmaster 

POSWare 

PowerTill 

Retalix 

Samsung SAM4S 7000 Series 

Scheidt&Bachmann 

SHARP 

Siemens 

Smartfuel 

SP101FR-K 

SPSR Express 

SuperMAG 

SystemGroup 

TB-003/05-D 

TEC-1595 

Tendo 

TillyPad 

UCS 

Vectron 

VIMAS Technologies 

Wincor Nixdorf 

XML based protocol 

Laurel K4 4-pocket 
Banknote Sorter; 

LAUREL K8 8-pocket 

Banknote Sorter; 

DeLaRue Kalebra 

Counter / Sorter; 

Shinwoo SB 1100/2000 
Sorter; 

Kisan K500PRO 
Banknote Sorter; 

Newton FS Sorter; 

Newton VS Sorter; 

Plus P624M Sorter; 

Glory GFR-220 

Banknote Sorter; 

Magner 150 Digital; 

Unixcam 1500х Sorter; 

GLORY UW 500 Long MC 
Banknote Sorter; 

SBM SB-2000 
Banknote Sorter; 

GLORY USF51 

Banknote Counter. 

INTEGRATED 

 AXXONSOFT 

Money Counters and Banknote Sorters / Checkers / Counters 

And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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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SUBSYSTEM 

비디오 시스템 
 
Intellect 플랫폼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강력하고 기능적인 비디오 관리 시스템으로써  
분산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 뛰어난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제한 비디오 서버와 카메라 지원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로컬 또는 원격 워크스테이션 무제한 설치 가능 
 비디오 감시와 다른 기능과의 연동 

안정성 

 시스템의 상태와 성능 모니터링 
 서브 시스템에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복구 

유수한 연동성 

아날로그 장비와 IP 장비 모두 지원 

산업별 규격 준수 

ONVIF 지원 

모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시스템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장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여 복원될 
것인지, 시스템에 연결된 하드웨어 장치가 연중 무휴로 가동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 Intellect에는 아래와 같은 특별한 기능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비디오 시스템은 다른 시스템에서도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Intellect에서는 한 시스템에서 수신된 
데이터가 다른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이벤트 발생에 따른 동작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트리거 하는데 쓰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보안 센서가 꺼질 때마다 센서가 있는 영역에 있는 카메라의 비디오가 
별도의 모니터에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은 이런 간단한 스크립트까지도 영상과 함께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되어 운영자가 알람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ntellect는 하드웨어 비디오 압축, 비디오 캡쳐 카드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카메라를 지원하며 동시에 IP 
카메라와 IP 서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조사의 8,500대 이상의 모델이 지원되며 특허 
제조업체의 인터페이스로 통합된 약 2,750대의 IP 장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하드웨어 
리스트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매 달 새 Drivers Pack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이트와 사용자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최적화 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는 핵심이 되는 모든 산업 규격을 준수합니다(ONVIF 장치 연결 프로토콜, GB/T28181과 RTSP, 
범용적으로 쓰이는 MJPEG, MPEG-4, JPEG2000, H.264, H.265 코텍 지원). Intellect는 Axis, Bosch, 
Panasonic, Sony, VIVOTEK과 같은 브랜드의 일반적인 장치 프로토콜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Intellect 
자체 코덱인 모션 웨이브릿(Motion Wavelet) 코덱을 사용하여 대역폭과 CPU 용량을 기반으로 하여 
비디오 스트림을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네트워크 부하를 줄여줍니다. 

AxxonSoft는 ONVIF (Open Network Video Interface Forum, 영상보안시스템용 표준 인터페이스)의 
멤버입니다. ONVIF 멤버로서, AxxonSoft는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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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분석 기능 

독자적인 MOTION WAVELET 코덱 

제조업체와 장비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한 오픈 프로토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IP 장치를 연동시켜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대폭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ONVIF 호환 IP 장치는 별도로 연동 과정을 거치지 않고 Intellect 시스템에 
연결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TCP/IP 네트워크에 연결한 후 Intellect 마법사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추가하기만 하면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는 ONVIF Profile G와 호환되는 세계 최초의 PSIM 입니다. ONVIF Profile G는 온보드 비디오 
저장과 검색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Intellect에 있는 지능형 비디오 분석을 위한 다양한 툴은 비디오 감시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존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줄여줍니다. 10개 이상의 비디오 검출 도구를 사용하여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여 감시하고 싶은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검색(Forensic Search)을 사용하면 화각 내에 있는 객체의 움직임에 대해 사용자가 설정한 검색 
조건을 기반으로 거의 즉각적으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찾기 위해 수 
시간 동안 비디오를 돌려봐야 하는 기존 방법에 비교하면, 포렌식 검색은 사용자의 시간을 대폭 절약해 
주는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에서는 카메라 측의 엣지(edge) 비디오 분석 기능과 
특정 비디오 분석 장치도 지원합니다. 상황 분석 기술을 사용하여 Intellect에 검출 도구를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Motion Wavelet이란 AxxonSoft와 Stream Lab에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특별히 개발한 웨이브릿 변환 
기반의 비디오 코덱으로 인터 프레임(inter-frame)과 인트라 프레임(I-frame) 압축 기술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Motion Wavelet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디오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MJPEG과 비교해 볼 때, Motion Wavelet은 (인터 프레임 압축 기술과 고도로 발전된 인트라 
프레임 기술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더 작은 크기로 압축합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저장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스트리밍 시 요구사항은 더 완화됩니다. 
 

• Motion Wavelet은 MPEG-4에서 요구되는 안정성과 대역폭이 그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코덱입니다. 
 

• Motion Wavelet은 워크스테이션과 비디오 서버에 더 작은 용량의 CPU를 차지하여 부하를 
적절하게 유지합니다. 압축을 풀지 않고도 해상도에 따라 비디오 스트림을 자동으로 전환시키고 
프레임을 떨어뜨립니다. 간략히 말해서, 비디오 스트림이 현재 상태에 요구되는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로 변환되어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서버는 클라이언트 요구에 맞춰 
스케일링 하기 전에 비디오 압축을 풀 필요가 없으며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스크린에 맞추기 위해 
요구되는 해상도보다 높은 해상도의 스트림을 풀 필요가 없습니다. 

Motion Wavelet 코덱은 다양한 대역폭을 가진 조건에서 뿐만 아니라 속도가 느리거나 혹은 빠른 컴퓨터 
하드웨어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Intellect 시스템에  충분한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내에서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GeenStream은 주어진 감시 환경에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함으로써 워크스테이션 CPU와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시킵니다 .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모니터링 해상도에 맞는 최소 
해상도의 비디오 스트림을 동적으로 선택하여 원격 컴퓨터로 전송해 주는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전체 화면으로 비디오를 디스플레이 하면 더 큰 해상도의 스트림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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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7 Core i7 

FullHD 

12 cams  Full HD 
 16 cams 
Full HD + 640x360 

 16 cams 
Full HD + 640x360 

 16 cams 
Full HD + 640x360 

 16 cams 
Full HD + 640x360 

Basic Stream 

12 vs 64 

 GREEN STREAM 
High-Quality Videostream 
Low-Quality Videostream 

High-Quality Videostream 
Low-Quality Videostream 

VIDEO SUBSYSTEM 

NETWORKING 

VIDEOGATE 

GREENSTREAM 

Intellect는 비디오 감시를 위해 네트워크 중심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서버에 저장된 비디오를 (실시간 또는 스케줄에 따라) 장시간 저장을 위해 지정해 둔 
전용 아카이브 서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는  특정  서버의 아카이브는 물론 , 전용 아카이브  서버에  보관된  
아카이브에도 접속 가능합니다.  

 Videogate 모듈을 통해 비디오 스트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클라이언트도 
특정 서버에서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고 서버의 대역폭에는 부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Videogate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있는 서버에서 비디오 
스트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GreenStream 기술을 이용하여 현재 모니터링 해상도에 최적화 된 비디오 스트림으로 
자동으로 변환시킵니다. 

Videogate는 비디오 스트림을 분배하는 소프트웨어 모듈입니다. Videogate가 서버에서 
비디오를 받아서 개별 클라이언트에 맞는 해상도와 프레임 속도로 다수의 클라이언트에 
비디오를 분배합니다. 불필요한 비디오 복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서버에는 부하가 줄어듭니다. 
 
Videogate로 인해 클라이언트는 다른 네트워크 세그먼트에 위치한 비디오 서버에 
액세스할 권한이 있으며 클라이언트-서버 연결을 위한 다층 네트워크 계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끊어지거나 대역폭이 충분하지 않으며 Videogate가 경고를 표시하거나 
최상의 품질로 스트리밍을 계속합니다. 

REMOTE MONITORING 

Intellect는 원격의 비디오를 감시하는 것과 PC 웹 브라우저 또는 iOS 모바일 앱에서 PTZ 
(Pan/Tilt/Zoom) 카메라를 제어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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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SUBSYSTEM 

오디오 시스템 
 
 
Intellect 오디오 서브 시스템은 오디오 신호를 전송, 처리, 분석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감시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소리를 (영상과 동기화 혹은 비동기화 하여) 녹음 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오디오로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녹음함으로써 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운영자가 사건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날짜 및 시간 별로 녹음된 오디오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파일은 WAV 
포맷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Intellect 외 표준 규격의 소프트웨어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오디오를 효과적으로 녹음하기 위한 한 가지 도구는 임계 레벨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감지된 볼륨이 
설정한 어떤 레벨을 초과할 경우에만 특정 오디오 채널에 녹음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현장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등에 맞춰 이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재생 중에 음량을 높이기 위해 오디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Intellect에서 사용되는 비디오 
캡처 카드를 통해 하드웨어 오디오를 지원합니다. 

무제한 마이크로폰 및 전화선 

시스템에서 마이크로폰과 전화선을 개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버를 원하는 
수만큼의  전화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유일하게 제한이 있는  부분은  서버  자체의 
성능입니다. 

소프트웨어 압축 

녹화가  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오디오가 
압축됩니다. 사용자는 가장 적합한 압축 수준과 
오 디 오  품 질 을  선 택 할  수  있 습 니 다 .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환은 사운드 카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르며 8~98kHz의 샘플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Intellect에는 오디오 서브시스템 관리를 위해  
표준 플레이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편의성과 사용의 용이성 

영상과 음성 동기화 되어 녹화 되는 경우에는 
영상과 음성이 자동으로 동시에 재생됩니다. 

네트워킹 

연동 

Intellect  오디오  서브시스템에서는  녹음된 
오디오를 원격으로 재생하고 원격으로 구성하는 
등 다른 서브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자랑할 
만한 모든 네트워킹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디오  서브시스템은  다른  제조사의  보안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 발생 시 다양한 유형으로 이벤트 연동 
동작을  구성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된 이벤트 처리에 대해 오디오로 경고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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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ANALYTICS 

비디오 분석 
 
 
비디오 분석 도구는 카메라의 영상을 처리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이벤트를 탐색합니다. 일반적인 분석 
내용으로는 영역 내 움직임 감지, 객체의 출현 또는 사라짐, 라인 크로싱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스템에 유연하게 이벤트 처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벤트 발생 시 비디오를 
녹화 하고, 알람을 발생시키고, 별도의 모니터에 영상을 띄우거나, 사용자 요구에 맞게 이벤트 연동 
동작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비디오 분석 기능을 통해 관련성이 없는 대다수의 비디오는 필터링 되고 
운영자는 확인하고자 하는 이벤트만 응답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보안 인력이 수많은 
모니터들을 계속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위험하거나 알람이 발생한 장면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Intellect의 비디오 분석 

주요 검출 도구 
 
움직임 감지 

 

움직임 검출 도구는 카메라 화각 내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나 사람을 

검출해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로써, 다른 요인의 방해 없이 

움직임을 식별합니다 . 움직임이 발생된 시점 뿐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까지도 검출합니다. 미세한 떨림도 보정됩니다. 적외선 카메라가 

필요한 IR 검출 도구는 가장 작은 객체의 움직임까지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정 방향에서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객체 / 사라진 객체 감지 

 

관찰하고 있는 범위 내에 물체나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면 , 테이블에서 노트북이 없어진 상황 , 건물 내 복도에 

외교관이  남아있는  상황 , 차량이  불법  정차된  상황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얼굴 인식 

 

감시 영역 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감지합니다. 이 기능은 엄격하게 

보안이 요청되는 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업장 내에 방문한 고객의 

수 ,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 , 시간 대 별로 방문자의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등에 대한 정보를 얼굴 인식 기능을 바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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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분석 
 

검출 도구를 이용하여 감시 영역 내에 있는 객체의 특정 움직임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라인, 

폴리라인, 스케줄 등을 지정하면 Intellect는 그에 맞는 이벤트를 감지합니다.  

검출 도구: 

 가상 직선을 기준으로 특정 방향으로 
지나가는 객체의 움직임 
 

 폴리라인 기준으로 특정 방향으로 지나가는 
객체의 움직임 
 

 영역 내의 움직임 
 

 영역 내 진입 
 

 영역 내 나가기 
 
 영역 내 객체 출현 

 영역 내 객체 사라짐 
 
 영역 내 멈춤  

 
 영역 내에서 10초 이상 배회/머무름  

 
 버려진 객체 
 
사람, 차량 등 어떤 유형의 객체라도 사용자가 
목적에 맞게 객체를 구성하여 검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변조 및 오검출 
 
카메라를 망가뜨리거나 이벤트 녹화를 중지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카메라에 변조가 시도된 경우에 검출 

도구가 경보를 발생하게 됩니다.  

1 렌즈 차단 
누군가 카메라 렌즈를 고의로 가리거나 또는 의도치 않게 렌즈가 차단된 

경우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직원이나 방문자가 카메라 근처로 접근하여 

렌즈가 가려질 경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2 카메라 가림 

 

손전등, 탐조등,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밝은 빛이 렌즈에 바로 비치는 

경우 경보를 발생시킵니다. 

 

3 위치 이동 

 

영상을 찍고 있던 카메라에 위치가 이동된 경우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카메라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다른 방향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을 경우에 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4 배경 변경 

 

카메라 이미지의 배경이 달라졌을 경우 알람을 발생시킵니다 . 많은 

부분에서 위에 나열한 검출 도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검출 

도구는 다소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위치 이동은 카메라의 위치 자체가 

변경됐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배경이 변경되는 것은 렌즈 앞에 인공 

배경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화면에 변화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5 아웃 포커스  

 

렌즈의 초점이 맞지 않아 영상이 흐려 보이고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에 

경보가 발생됩니다. 실수에 의해 초점 조절을 잘못했거나 어떤 이유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은 경우 경고를 줍니다. 

 

INTELLECT는 이러한 번들 비디오 분석 기능 뿐 아니라 IP 카메라에 

탑재된 검출 도구를 지원하며 전문적인 분석 하드웨어와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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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검색:  

녹화된 비디오의 효율적인 장면 분석 
 
카메라의 비디오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녹화된 영상에서 즉각적으로 포렌식 검색이 가능합니다.  
비디오가 녹화됨과 동시에 프레임 내에 움직이는 모든 객체와 그 움직임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색 설정을 사전에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검출 
도구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라인 크로싱, 영역 내 움직임 등의 특정 이벤트 조건만 입력하면 원하는 
이벤트가 신속하게 검색됩니다. 포렌식 검색 기술은 영상 녹화 시 동시에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모든 영상 요소에 대해 수 초 내에 즉각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 기준 
 
인터렉티브(interactive) GUI에서 다양한 검색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기준에는 Intellect의 장면 

분석 검출 도구와 비슷한 라인 크로싱, 영역 내 움직임 등이 있습니다. 폴리라인 크로싱을 제외한 모든 

검출 도구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검색을 통해 사용자는 지정한 영역에서 지정한 다른 

영역으로의 움직임과 검색하고자 하는 객체의 색상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근법 적용 옵션 
 
필요에 맞게 구성이 가능한 원근법 옵션이 있어 추적 기능을 더욱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객체를 크기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분류하여 추적할 수 있고 전경과 배경 모두의 비율에 맞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검색이 중요한 이유 
 
수많은 영상 중에서 해당 부분을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포렌식 검색을 활용한다면 녹화 영상에서 검색하고자 하는 이벤트를 손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시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신속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포렌식 검색은 비디오 

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기술입니다. 온종일 수많은 비디오테이프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줄이고 녹화된 영상에서 검색 조건을 입력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정확히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장점 
 
 검색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 영상 녹화 시에 움직임이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검색을 설치하고 구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나 인력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시스템에서 사용하기에 특히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녹화된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검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검색 조건으로 여러 번 반복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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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된 비디오 오버라이트 방지 
 
오버라이트를 원치 않는 중요한 영상이 있습니까? 

새 버전의 Intellect에서는 영상에 플래그 표시를 

하여 메모리 용량이 꽉 찼을 때 루프 레코딩(Loop 

Recording)으로부터 그 영상이 덮어 쓰기 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 표시를 지워서 

간단히 보호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책갈피  기능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녹화된 영상의 중요한 부분에 주석을 

남기고  이를  기반으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를 선택하면 북마크를 남긴 그 

순간의 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카메라 – 서버 비디오 동기화 
 
엣지 스토리지(Edge Storage)는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상을 카메라 내부에 저장하는 

기술로 시스템 효율성을 위한 진보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여기에 엣지 

스토리지의 한 가지 단점을 해결하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공항이나 주요 운송 허브와 같은 

중요한 사이트에서 카메라와 서버 사이의 통신이 잠시 중단되는 경우를 예를 들면,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한 동안 녹화된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가 복원되자마자 카메라의 엣지 

스토리지가 서버 쪽의 중앙 스토리지와 동기화되기 때문에 끊김 없이 매끄럽게 영상 녹화가 

가능합니다 . 이전 버전의 Intellect에서는 엣지 스토리지와 장치 형식으로 저장된 비디오 

아카이브를 복사하는 기능을 지원했습니다. 이전에는 표준 규격의 유틸리티나 플레이어를 

사용해야만 아카이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능 저하 없이 동기화된 아카이브를 Intellect 

파일 서브 시스템의 형식으로 변환시킨 후 Intellect 비디오 모니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점으로, 비디오 서버와 아카이브 서버에서 영상 재생을 지원합니다. 

Intellect 4.10 새로운 기능 
 
 
녹화된 비디오 내보내기 
 
이제  녹화된  비디오를  배경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내기 하는 동안 비디오를 화면에서 

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 여러  대의 

카메라에서 동시에 비디오를 내보낼 수 있으며 

변조를  막기  위해  디지털  워터마크  처리도 

가능합니다 . 4.10 버전에는  영상에  개인  정보 

부분을 블라인드 처리하여 내보낼 수 있는 사생활 

보호 마스킹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마스킹을 

적용하면  내보내기  하면서  비디오  스트림이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 정보를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 Intellect에서  기록된  모든  비디오 

코멘트는 별도의 텍스트 파일로 내보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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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 FOUR LAYERS OF AUTOMATION 

Intellect: 4단계의 자동화 
 
Intellect는 네 가지의 다른 레벨로 시스템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Intellect에 있는 특별한 기능으로 ,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기본적인 연동 동작을 실행시키거나 사용자가 용도에 맞게 스크립트 한대로 
연동 동작이 실행되도록 신속히 구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벤트 연동 동작 
 
장치 설정으로 쉽게 활성화 및 비활성화되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가 자동화의 첫 단계입니다. 그 예로, 

오디오 서브 시스템의 기본 이벤트 연동 동작은 임계 값이 트리거 되면 오디오가 녹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동안 지정된 볼륨 이상의 사운드가 발생하면 녹음이 시작). 마찬가지로 움직임 

검출 도구가 활성화되면 카메라의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비디오 서브 시스템의 기본적인 연동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두 번째 단계의 자동화는 매크로로 구성되며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모든 이벤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이벤트 연동 동작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일 이벤트를 여러 서브 시스템에 

걸쳐 이어진 전체 연동 동작 리스트에 결부시킬 수 있습니다. 연동 동작을 운영자의 컴퓨터에서 로컬로 

수행하거나 보안 시스템 내의 모든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개별 장치(예: 마이크, 

카메라, 스피커 각각)와 그룹 장치(예: 모든 마이크, 모든 카메라)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크로는 보안 센서가 트리거 되자마자 모든 시스템 카메라에 비디오 녹화를 하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 센서가 트리거 되면 특정 카메라에만 녹화를 시작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특정 카메라는 녹화를 시작하고 PTZ 카메라는 정해진 방향을 비추고 

별도의 모니터에 화면을 띄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문을 개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세 번째 단계의 자동화는 이벤트에 대해 스크립트로 연동 동작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Intellect는 

스크립트 작성을 위해 AxxonSoft 자체 개발 언어와 표준 언어인 Jscript를 지원합니다. AxxonSoft의 

자체 언어는 간단합니다 . Intellect 스크립트 언어는 기본 프로그래밍 개념을 아는 사용자라면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script는 이미 Jscript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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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cript 구문을 사용해서 Intellect 객체를 참조하는 방법을 검토하면 스크립트 작성을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용자가 여러가지 규칙을 활용하여 원하는 수준의 연동 동작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업무 시간 이후에 특정 카메라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고 그 카메라에 연결된 

마이크에서 소리가 감지될 경우에 운영자에게는 오디오 경고를 전송하고 별도의 모니터에 영상을 

띄우고 지정된 전화번호로는 SMS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는 Intellect가 제공하는 스크립트 기능 중 

일부 샘플일 뿐이며 외부 응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런 이벤트 연동 동작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ACROEVENTS 
 
사 단계의 자동화는 매크로이벤트(Macroevent)로 구성됩니다. 매크로이벤트는 지정된 시간 간격에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특정한 이벤트 체인이 중첩으로 발생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새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연동된 동작 발생 이후 어떤 시간 구간에 또 다른 액션을 트리거 하고 

싶을 때 매크로이벤트를 매크로 또는 스크립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이 4단계의 자동화는 구성하기 용이합니다. 간단한 연동 동작을 구성할 수도 있고 복잡한 구성을 

원할 경우에는 그에 맞게 연동 동작을 구성하면 됩니다.  
 

 통합 보안 시스템 내의 모든 장치가 순서에 상관 없이 스크립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장치의 경우) 다른 서브 시스템에 있는 장치들도 이벤트 소스와 액추에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연동 동작은 표준의 Intellect 객체 레벨에서 구성됩니다.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시스템 
관리자가 시스템에 사용되는 장치의 정확한 모델명까지 알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다른 이점은 가상의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소프트웨어에 전체의 
Intellect 객체 세트에 대한 에뮬레이션을 제공하여 상태, 이벤트 연동 동작, 이벤트를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가상 객체는 스크립트, 매크로, 매크로이벤트를 사용하여 
관리됩니다. 여러 유형의 가장 객체를 사용하여 커스터마이즈 가능한 모든 상태를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주인 없는 물건을 찾을 목적으로 버려진 객체 검출 도구를 사용하거나 온도 감지 
센서와 문 개폐 감지 센서 등을 함께 사용하여 슈퍼마켓에서의 냉장 시스템을 모니터 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FOUR LAYERS OF AUT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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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A INTELLECT 

ACFA Intellect: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통합 

ACFA INTELLECT 선택의 이유 

ACFA INTELLECT의 장점과 기능 

Intellect 장치 구성 및 관리 

ACFA Intellect는 Intellect PSiM 플랫폼을 사용하여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입니다.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인프라스트럭처를 ACFA Intellect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으며 

각 구성 요소와 Intellect 간에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표준 Intellect 인터페이스를 통해 

하드웨어 상태 정보와 관리 옵션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ACFA Intellect의 기능과 결합 된 이 

도구들은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 보안 업무에 적합하게 사용됩니다. 

Intellect 플랫폼을 사용하여 서브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하고 많은 스크립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지적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무단 침입을 방지합니다. 

 근무 시간 및 근태 관리를 모니터링합니다. 

 보안 업무가 자동화 되어 인건비가 절감됩니다. 

 보안 시스템의 기능이 향상됩니다. 

 상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수익이 증대됩니다. 

서브 시스템 (비디오 감시, 출입 통제/화재 및 보안 알람/경계 보안,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 간에 IF… 
THEN 방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 스크립트, 가상 액세스 서버 모듈을 이용하여 비디오 감시, 출입통제/화재 및 보안 알람/경계 

보안,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Intellect 객체와 마찬가지로 표준 구성 관리자에서 센서, 카드 리더기 등의 하드웨어 장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모듈이 낮은 단계의 프로토콜이나 제조업체의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변환하고 직접 그 장비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장비를 위한 표준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필요 없이 

Intellect에서 액세스 정책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ACS). 

빌트인 도구를 사용하여 장치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llect의 지도 편집기(map editor)를 

사용하면 센서, 리더기, 전자 잠금 장치,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보안 시스템 구성 요소의 위치를 포함하는 

사이트 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층과 일치하게 지도를 구성하는 것과 같이 여러 층으로 지도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인 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구성 요소의 상태를 

추적하고 관리합니다. 지도에서 구성 요소를 클릭하여 센서의 경비/경비해제, 전자식 잠금 장치 및 

회전문의 개/폐와 같은 수행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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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하드웨어 호환성 

Intellect를 사용하여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 

액세스 관리 모듈을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세요: 

ACCESS MANAGER MODULE 

ACFA Intellect는 모니터링, 출입통제, 화재/보안 알람, 경계 보안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다양한 하드웨어를 지원합니다. 중앙 관제 센터 또는 무제한의 원격 워크스테이션에서 Intellect를 

통해 장비 제조사 상관 없이 모든 장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Intellect는 통로, 출입구, 센서의 환경 및 상태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와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액세스 관리 모듈은 사이트 주변에서의 직원과 방문자의 움직임과 관련된 일을 자동화합니다.  

 사용자 및 액세스 레벨의 생성/편집을 단순화합니다.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서 사용자 엔트리를 수정합니다. 

 직원과 방문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건물 내외로 상품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개인 및 부서 수준에서 회사 내에 액세스 수준을 생성하고 구성하여 지적 재산을 보호합니다. 

EVENT MANAGER MODULE 

운영자는 이벤트 관리 모듈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Intellect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카드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수신된 카메라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액세스를 허가 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출입 통제 서브시스템이 사용자의 액세스 카드를 읽습니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은 카드 소유자의 사진과 

정보를 운영자에게 보여줍니다. 출입 허가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자가 데이터베이스의 사진과 카메라의 사진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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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A INTELLECT 

NEXT BRIDGE MODULE 

UNIVERSAL INTEGRATION MODULES 

OPC 

NEXT 브리지 모듈은 Intellect PSIM에서 Axxon NEXT VMS로 이벤트를 전송합니다. 

이 모듈의 시각적 편집기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어떤 데이터(이름, 위치, 부서, 카드 번호, 날짜/시간 

등)를 디스플레이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필드를 화면에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PSIM에서 Axxon NEXT VMS로 전송된 이벤트에는 연동된 ACS, FSA, PSS, BACnet, OPC, 

SNMP 장치에서 수신된 모든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xxon NEXT는 이벤트를 텍스트 정보로 

처리한 이후 해당 카메라의 비디오에 이를 중첩 처리하여 이중 표시(superimpose) 합니다. 제목이 

겹쳐진 이미지 덕분에 운영자가 어떤 이벤트가 있었는지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범용 연동(Universal integration) 모듈을 사용하여 OPC-, BACnet-, SNMP-호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서 다양한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AxxonSoft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범용 연동 모듈은 조명, 생명 유지, 출입 통제, 전기, 

엘리베이터, 기타 빌딩 시스템을 단일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로 통합합니다. 이 모듈은 또한, 좀 더 

복잡한 다른 이벤트 연동 동작을 위해 SCADA를 포함한 다른 시스템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OPC 연동 모듈을 통해 모든 브랜드의 모든 OPC-호환 장치를 ACFA Intellect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와 알람 정보가 OPC 클라이언트와 OPC 서버 간에 공유됩니다.  

OPC 모듈은 모든 OPC 장치와 호환이 됩니다. OPC 서버와 동일한 컴퓨터 혹은 다른 네트워크 PC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모듈은 데이터 액세스 규격 그리고 알람 및 이벤트 규격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OPC 데이터 액세스(DA, Data Access)가 가장 보편적인 규격입니다. 컨트롤러, 관리 시스템, 기타 
다른 하드웨어와의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규격입니다. 
 
OPC 알람 및 이벤트 (AE, Alarms & Events)는 비상사태, 운영자의 조치, 주의 메시지와 같은 특수한 
이벤트에 대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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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NET SNMP 

BACnet 연동 모듈 덕분에 BACnet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모든 장치가 ACFA Intellect와 

호환됩니다.   

시간 및 출석 모듈을 사용하여 직원이 할애한 시간을 추적하고 일정을 짤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부서에 

필요한 직원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모듈이 직원 움직임에 대한 액세스 정보를 활용하여 초과 근무시간, 

사용한 휴가 일자를 계산하여 직원 개인 별 그리고 부서 별 총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SNMP 연동 모듈을 덕분에 SNMP 프로토콜을 

통해 장치에서 이벤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ACnet (빌딩  자동화  및  제어  네트워크/Building 

Automation and Control Networks)은 스마트 빌딩 및 

시스템 관리를 위한 개발형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Siemens, Honeywell, 보안 및 빌딩 자동화 시스템 

업계의  주요  제조사들이  BACnet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BACnet 연동 모듈 덕분에 ACFA Intellect가 BACnet 

프로토콜을 통해 장치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이  

장치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SNMP (간이 망 관리 프로토콜/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은  TCP/UDP 기반의  IP 

네트워크  상의  장치로부터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SNMP 연동  모듈의  목적은  SNMPv1 트랩을 

사용하여  SNMP 프로토콜을  통해  데이터를 

교환하고 이벤트를 가져오기 위한 것입니다. 

TIME AND ATTENDANCE MODULE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시스템에 설정된 근무 일정과 지정된 근무 공간(지역)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문에 전자 카드 리더기를 표시하고 그 양 쪽 문의 위치에 의해 각 영역이 결정 됩니다 . 카드 

리더기에서 읽어 들인 정보가 이벤트 테이블에 입력이 됩니다. 이 테이블을 사용하여 근무 시간을 

계산합니다. 

스케줄 및 업무공간 

지원되는 스케줄: 

시간 및 출석 모듈 기능: 

 주간 스케줄 (주 5일 근무제) 

 교대 근무 (하루 근무, 이틀 휴무) 

 월간 스케줄 (예, 모든 짝수일이 근무일일 경우) 

 근무시간 연장: 직원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8시간 근무) 

 부서별로 회사의 인사 구조를 파악하고 직원 개개인의 정보를 얻습니다(구조는 Intellect에서 

생성됩니다). 

 직원의 근무 시간, 야간 근로 시간, 총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가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성실함을 장려합니다. : 직원들은 Intellect로 모니터 되는 출입 통제 리더기를 

통과하며 “출근 카드를 찍습니다(clo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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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생성 

출입 통제 모듈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Intellect 웹 리포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리포트를 생성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시간 및 출석 모듈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지원합니다. 

 직원 결근 사항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보고 

 시간 보고 양식을 생성, 인쇄, 편집 

 리포트를 .doc, .xls, .txt, .bmp, .jpeg, .tiff, .gif 형식으로 저장 

야간 근무, 지각, 업무 관련 출장, 휴가, 결석 및 연차를 반영하여 보고 기간 동안 직원이 근무한 시간에 대한 

통계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거나 나갈 때 가상의 체크 포인트(VC, Virtual checkpoint)를 

생성하십시오. 가상 리더기는 직원 출입에 대한 권한 및 액세스 수준을 상호 참조하여 Intellect에서 지원하는 

물리적인 출입 통제 장치와 마찬가지로 작용합니다. 

 

카메라가 얼굴/번호판을 인식하면,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에 지정된 액세스 수준에 따라 사용자를 식별하여 

특정 사이트에 대한 출입 여부를 자동으로 허용하거나 차단합니다. 이로 인해 근접형 카드 리더기 없이도 

사용자를 빠르고 안전하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기능 

 Auto Intellect/Face Intellect와 시간 및 출석 모듈을 통합합니다. 가상 리더기는 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태에 대한 리포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얼굴이나 번호판이 성공적으로 인식되면 “통과 

허용“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이를 활용하여 직원의 근무 시작을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과 허용” 및 “통과 거부” 이벤트를 기반으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가상의 체크 포인트가 

인식 일치 여부에 따라서 통과 허용 또는 거부하는 이벤트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크로나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relay contact 폐쇄와 같은 이벤트에 대한 특정 연동 동작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가상 액세스 서버 모듈 

가상 액세스 서버 모듈은 Auto Intellect / Face Intellect 및 이에 대한 인식 기능을 시간 및 출석 모듈과 

통합하여 가상의 체크 포인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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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INTELLECT 

Retail Intellect 

리테일 샵을 위한 비디오 모니터링 솔루션 

계산대 모니터링 

리테일 샵에서 필요한 제품의 양이 모자라거나 도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은 결제 단말기를 모니터링 하고 여기에 비디오 감시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tail Intellect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현금 등록기/POS(Point-of-sales) 단말 

장치가 Intellect와 통신하여 전체 매장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POS기기를 통한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도난을 방지하며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Retail Intellect는 현금 등록기의 텍스트 및 이벤트와 같은 정보를 등록된 영역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의 영상 

정보에 동기화 시켜 수상한 상황, 절도 및 사기 등을 분석합니다. 

운영자는 실시간 혹은 녹화 비디오를 통해 판매 시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거래 내역에 관한 비디오와 함께 거래 정보가 포함된 텍스트(캡션)가 화면 아래에 표시됩니다. 

영수증의 텍스트와 현금 등록기를 열거나 제품코드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과 같이 영수증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 시점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의 전체적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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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대 모니터링 

웹 리포트 시스템 

RETAIL INTELLECT 

캡션 검색. Retail Intellect는 캡션 내용을 기반으로 녹화 된 비디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할인”이라는 단어 존재 여부 등과 같은 특정 텍스트 라인을 기반으로 캡션을 검색함으로써 특정 시간 

동안의 관련된 모든 영수증과 해당 비디오 녹화파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볼 때,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각각의 프레임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이 없어졌을 경우에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고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검색 및 리포트 표시. 표준 쿼리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따로 정의한 쿼리를 생성하여 

아카이브 내의 비디오 녹화물을 검색합니다 . 쿼리 검색에 일치하는 결과가 리스트 되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캡션이 포함된 영수증을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리스트를 인쇄하거나 파일로 

보관하세요. 시스템의 표준 쿼리는 제품 목록, 제품 반품, 영수증 총계, 영수증의 항목 수, 할인율, 제품 

무게, 여러 번 스캔한 제품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동 강조. 운영자가 이벤트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한 텍스트를 지정하세요. 거래를 할 때 

이 캡션이 발견되면 특별한 다른 색상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어떤 제품명이나 “전체”라는 단어 등을 특정 

텍스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간 비디오 감시 기능을 갖춘 설치현장에서의 

효율성과 반응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자동화 된 알고리즘. POS 거래 모듈은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동작을 IF…THEN 방식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자동화된 연동 동작으로 알람 메시지를 표시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자동화하여 새롭고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이벤트에 대한 연동 동작을 

고안하여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감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웹 리포트 기능 

웹 리포트 시스템은 일반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벤트와 그에 대한 비디오/데이터를 원격으로 

볼 수 있는 편리한 툴입니다.  

리포트가 표로 표시됩니다. 행은 POS 이벤트에 

해당하며 열은 상점 번호, 금전등록기 번호, 

날짜 및 시간, 계산원 이름 등과 같은 이벤트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벤트 테이블  외에도 이러한 이벤트  관련 

비디오가  영수증  텍스트와  함께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비디오 클립과 영수증 정보는 

인쇄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리포트의 열을 구성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원, 금전등록기, 보안 담당 운영자 별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취소했거나 영수증의 품목 수를 일부러 수정한 경우 등과 같이 금전등록기에서 변칙적인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변칙적인 사례에 대한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여 직원이 계산 중에 범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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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note Counter 

Cash Desk Check Printer 

Cash Desk 

Retail Intellect Server Workstation 

Ethernet 

계산원의 변칙적인 행동 감지  

웹 리포트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옵션을 가지고 계산원의 변칙적인 행동을 감지합니다. 

 특정 위치/매장에 미리 구성해 놓은 감지 유형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유형을 구성하여 
추가합니다. 

 영수증 사이의 시간과 같은 특정 기준을 구성하여 판매된 제품 종류에 따라 매장 별 개별 
리포트를 설계합니다. 

 계산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확인 하기 위해 보안 담당 직원이 소비한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리하여 운영자가 특정 부적절한 행동을 처리하는 데에 소요한 총 시간을 결정합니다. 

 리스트에서 변칙 유형을 선택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굵게 표시합니다. 

 리스트에 있는 각 변칙 유형에 대한 팝업 힌트는 분류에 사용되는 기준을 보여줍니다. 

 변칙 유형을 필터링 하여 받은 리포트의 특정 유형에 대한 결과만 볼 수 있습니다.  

리포트 생성 옵션 

운영자는 리포트 기간과 이벤트 상태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가 사전에 이벤트 상태와 그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큰 영향이 없는 

중립적인 상황에 대한 이벤트 그룹과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벤트 그룹을 미리 만드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TAIL INTELLECT: 상황정보(CONTEXT) 사용 

Retail Intellect는 모든 소스의 텍스트를 카메라에서 받은 영상에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거래를 모니터링 

함에 있어 시각적인 감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상황에서 시스템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대 영역 비디오 모니터링,  

영수증과 계산 과정 모니터링 
제품 상차/하차 비디오 모니터링,  

무게 및 수량 (UPC 기준)과  

창고에서의 이동 모니터링 

소매 도매 및 물류 

이에 해당되는 상태가 각 그룹별로 설정이 되므로 “영수증에서 제품 제거“, “영수증이 있는 

제품 환불” 등과 같은 상태는 의심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벤트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운영자는 

모니터링 하고자 하는 이벤트에 대해 상태를 할당합니다.  

Retail Intellect는 소매점 마케팅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카메라에서 수신된 녹화 영상을 분석하여 방문객들이 매장 내 어떤 

영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는지에 대한 히트 맵(heat map)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COM port 

(Y-spl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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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AIL INTELLECT 

방문객 집계 모듈과 대기열 분석 모듈은 Intellect를 통해 마케팅 지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모듈입니다. 이 검출도구는 아래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구역/영역에서의 방문객 트래픽 추적 

 매장을 들어오고 나가는 방문객 수 집계 

 고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  결정 

 계산대가 분주할 때의 실시간 정보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매장이나 회사에서는 제품의 재고를 파악하고 어떤 제품군끼리 묶어 어느 위치에 

디스플레이 할 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익을 늘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RETAIL INTELLECT 활용의 이유  

 필요한 제품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제품을 도난 맞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결제 관련 사기 및 내부적인 위험신호로 여겨질 만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불 후 영수증 취소, 가짜 환불, 영수증 없이 환불, 영수증에서 제품 임의로 삭제, 일부 또는 
전체 품목에 대한 영수증 미처리, 미 승인 된 금전등록기 개설, 신용/할인 카드 남용 등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분쟁 발생 시에 이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됩니다. 

모듈과 호환되는 금전등록기/POS 장비 제조업체 목록은 9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연동된 현금 계산 및 

분류 기계 리스트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장치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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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 정보  

시스템 
교통 경찰서 

Auto Intellect 서버, 

로컬 DB 

GB YR53 JEP 

AUTO INTELLECT 

Auto Intellect:  

자동차, 철도 및 화물 컨테이너의 번호판 자동 인식이 

가능한 도로 교통 안전 시스템 

AUTO INTELLECT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 

회사 부지 내에서의 차량의 움직임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Auto Intellect는 카메라의 영상을 기반으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합니다. Auto Intellect는 인식된 번호판의 

번호, 차량 이미지, 번호판이 인식된 부분의 정지 프레임, 날짜/시간 스탬프, 그 위치의 주소 등을 전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그 결과 모니터링 되는 구역을 지나는 모든 차량의 레지스트리가 생성됩니다. 

 

단일 시스템으로 무제한의 카메라, 데이터 스토리지/처리하는 서버, 운영자 워크스테이션을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연방 정보 시스템, 

지역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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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ed 

information  system 

연방 정보 시스템, 

지역 DB 
데이터 처리 센터 

GB YR53 JEP 

AUTO INTELLECT 

교통 위반 자동 식별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   

차량 검색 

연방 및 지역의 데이터베이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차주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전자적으로 사진과 비디오를 시스템에 전달하고 시스템에서 이를 자동으로 처리하여 교통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교통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범칙금을 자동으로 

부과하는 것은 시의 예산에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 화각 내에 자동차가 진입한 순간 Auto Intellect가 ANPR를 실행합니다. 인식된 번호판의 

번호는 연방 및 지역의 도난 차량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확인됩니다. 운영자는 완벽히 일치되는 

이벤트 및 일부가 일치된 이벤트에 대한 경보를 수신합니다. Auto Intellect는 ANPR 전용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록을 저장합니다. 도난 차량의 번호판 숫자 또는 기타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Auto Intellect는 완전히 일치된 항목 및 일부가 일치된 항목을 검색하여 이벤트 비디오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교통 경찰서   

Auto Intellect 서버, 로컬 DB 

AxxonSoft 지역 사진/비디오 단속 시스템 

Arena 

사진/비디오 단속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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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제어 신호등 제어 

Auto Intellect 

서버 

교통 흐름 최적화 

차량 검출 도구는 차량의 수와 속도를 셀 수 있으며 교통 체증의 규모를 계산합니다. 

자동화된 무게 측정 스테이션 

차량 관련 업무를 자동화 하기 위한 특별한 모듈이 Auto Intellect에 추가될 수 있고 여기에는 차량 무게를 

측정하는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Weight Flow 모듈은 적시에 관련 차량에 대한 리포트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계 및 지불 시스템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신호등 제어 

ATVS 

(자동 교통관제시스템,  

Automated traffic control system) 

AUTO INTELLECT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검색하고자 하는 차량의 데이터베이스(법 집행 데이터베이스를 포함)에 기반하여 “핫(hot)” 

번호판에 대해 자동 경보를 울립니다. 

 사진/비디오를 포함한 인식한 차량의 데이터는 추후 사용을 위해 보관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스마트 카메라 등의 특수한 장치와 연동합니다. 

 과속, 신호 위반, 정지선 위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과 같은 교통 위반 발생 시 자동 플래깅(Auto 

flagging) 표시합니다.  

 교통 통계, 차량 유형 별로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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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INTELLECT ON RAILWAYS 

철도에서의 Auto Intellect  
철도 회사와 운송업체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철도 화물에 손상 없이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이를 조사하고 계약자 및 인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철도가 어떤 검문구간을 지나갔는지 확인해 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합 시스템의 

예가 AxxonSoft의 Auto Intellect입니다. 

Auto Intellect는 비디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여 자동으로 화물 철도 및 여객 철도의 번호를 인식합니다 . 

이 정보를 녹화된 비디오와 동기화 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합니다. 시스템은 각 철도 차량에 대한 

보고서를 생성하며 체크 포인트를 지나간 시간, 체크 포인트 이름, 관련된 정지 영상이 함께 제공됩니다. 

덕분에 철도 및 화물이 이동 중이든 정류장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Auto Intellect는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는 각각의 철도의 움직임을 세부적인 수준까지 기록하고, 데이터를 

확인 및 조정하고, 기록된 데이터를 검색, 분석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비디오 기반으로 기동차의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인식 품질을 나타내는 신뢰 등급을 
함께 표시합니다. 

 각 기동차에 대한 기동차 번호, 체크 포인트 통과 날짜 및 시간, 체크 포인트 이름, 인식 품질 
추정치가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됩니다. 체크 포인트 통과 및 로딩 과정이 비디오로 
기록됩니다. 

 열차 각각이 체크 포인트를 통과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록합니다. 

 인식된 번호를 정지된 프레임과 비교하여 확인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번호에 
텍스트 설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체크 포인트, 시간 간격, 재고 번호 (또는 파트 넘버), 텍스트 코멘트로 
차량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기동차 별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 정지 프레임을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동차가 체크 포인트를 통과할 때 철도 차량의 번호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최대한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번호를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철도 창고나 지정된 경로 내에서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다양한 체크 포인트를 거쳐 
통과하는 기동차에 대한 높은 신뢰도의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철도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번호가 읽기 쉽도록 가독성이 있어야 하고 표준 형식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이런 요건이 언제나 준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가 잘 보이지 않거나 스텐실이 잘못 

찍혀 번호판에 인쇄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거나 쓰여진 번호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AxxonSoft의 전문가는 (약 10,000대의 철도 차량에 대한 샘플로 이루어진) 사내 

테스팅 결과와 실제 환경에서의 오랜 번호 인식의 경험을 토대로 탁월한 품질의 결과를 내는 인식 

알고리즘을 선택했습니다 .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대부분의 알고리즘과는 달리 , Auto Intellect의 

알고리즘은 기동차의 차대(섀시/chassis)에 페인트칠 된 번호와 철도 창고의 내부 참조 번호 8자리까지도 

인식합니다.  

철도를 위한 AUTO INTELLECT 기능 

철도를 위한 AUTO INTELLECT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  

인식 알고리즘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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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철도연맹(UIC/International Union of Railways) 리플릿 419-2, 428-1, 438-2, 920-1, 920-2, 920-10, 920-14와 같은 공식 합의의 규제를 받음   

Auto Intellect의 기동차 인식 알고리즘에는 아래와 같은 이점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인식 카메라를 철도 차량으로부터 최소한의 오프셋(~1에서 ~1.5 미터)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안렌즈를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인식 품질을 얻기 위해 철도 체크포인트 양쪽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동차의 측면 카메라 중 한대에서 판독 불가능한 이미지를 얻게 되더라도 다른 
카메라에서 판독 가능한 이미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보안이 가능합니다. 

 객차 철도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여 유지보수 창고에서 활용하는 등 객차의 번호 정보를  
여러가지 많은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차를 인식하기 위해 차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센서 또는 무게 모니터링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의 신호를 이용하여 열차를 차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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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 INTELLECT 

Face Intellect  

Face Intellect는 비디오 보안 및 출입 통제 기능과 함께 자동으로 얼굴을 인식하여 사이트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안면 특징의 생체 인식 인덱싱을 통해 고도의 확신을 가지고 방문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직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FACE INTELLECT가 수행하는 주요 작업 

종합적인 통합 보안 시스템 

출입 통제 연동 

눈에 잘 띄는 공개적인 사이트에서의 보안 

엔터테인먼트 및 접객 시설에서의 고객 파악 

경기장에서의 범법자 접근 차단   

침입 방지 및 수사 

Face Intellect는 철도역, 공항, 지하철 시스템, 경기장, 기타 주요 시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보안에 적합합니다. 

관심  객체의  얼굴이  발견되면  Face Intellect가  얼굴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 얼굴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구축되기때문에 운영자가 사진이나 비디오 프레임으로 얼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모듈은 자동으로 과거의 지난 비디오를 조사하고 이전에 카메라의 FoV에 

잡혔던 모든 사례를 검색합니다. 

Face Intellect는 식당, 카페와 같은 접객 시설에서 얼굴 제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객이 

카메라 앞에 등장하면 바로 플래그 표시 됩니다.   

축구관중법(Football Spectators Act)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아 난동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축구장의 

출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Face Intellect는 축구 금지 명령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축구 팬을 

식별하고 축구관중법을 어긴 이는 경기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접근을 차단합니다. 

Face Intellect는 범죄자나 잘 알려진 문제자들과 같이 감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검출되면 즉시 알려서 

보안요원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침입자의 시간이나 이동경로를 알려주는 보안 

영상은 시스템에 보관됩니다. 이 데이터는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및 후속조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뿐 아니라 Face Intellect는 정부 및 법 집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도 통합이 가능합니다. Face 

Intellect는 KARS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도 지원합니다.  

통합 시스템의 일환으로, Face Intellect는 비디오 감시, 출입통제/화내 및 보안 경보/경계보안, 얼굴 인식, 

번호판 인식과 같은 다양한 서브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이트를 다중의 보안 레벨과 보안 유형으로 최대한 

안전하게 감시합니다.   

Face Intellect가 출입관리 및 출입통제 시스템에 통합되어 출입증 동시 사용 제한 기능(Anti-passback)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카드 하나로 출입하는 것을 막아 보안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출입 카드를 사용하여 입장하는 사람이 실제 이 카드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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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상의 액세스 서버(Virtual Access Server) 모듈을 사용하여 근접형 카드와 같은 기존의 자격증명 

방식을 얼굴 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FACE INTELLECT가 작동하는 방법 

Face Intellect는 얼굴 인식기능을 사용하여 방문자의 수를 계산해 줍니다. 이 시스템은 출입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캡처하고 인식하여 임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방문객 수를 계산하기 

위해 지정된 기간 동안에만 존재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얼굴이 한 번 기록되면 같은 얼굴은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들(시스템에 영구 데이터베이스로 기록된 직원의 얼굴)도 다시 

계산되지 않습니다. 특정 시간 동안의 방문자 수는 리포트에 표시됩니다. 

생체 인식을 활용한 고급형 방문객 수 측정 장치 (PEOPLE COUNTER)  

Face Intellect는 두 가지의 모듈로 구성됩니다. 얼굴을 인식하는 모듈과 이전에 기록된 비디오와 대조 

검토하는 모듈입니다. 

 

얼굴 인식(Face Recognition) 모듈은 카메라의 화각 내에서 찍힌 얼굴을 자동으로 캡처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 찍혀 캡처 된 각각의 얼굴의 생체 인식 프로파일을 데이터에 저장합니다. 

 

유사한 얼굴 검색(Similar Face Search) 모듈을 사용하여 특정 인물이 찍힌 모든 비디오 에피소드를 찾을 

수 있고 누군가의 사진을 시스템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진의 생체 인식률을 계산하고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합니다. 유사도 비율에 따라 순위가 매겨진 얼굴 리스트가 나타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검색하고자 하는 범위를 좁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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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INTELLECT 

ATM Intellect  

ATM Intellect는 시스템통합 사업자(SI)가 구현합니다. SI 업체는 AxxonSoft의 파트너이자 은행 쪽 고객을 

위해 보안 솔루션을 설계합니다. 통합 사업자는 Intellect 플랫폼을 통해 ATM을 보호하고 최종 고객의 

광범위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ATM INTELLECT는 고객에게 아래와 같은 권한을 부여합니다.  

 비디오를 녹화합니다. 

 연속 녹화 

 움직임이 트리거 되었을 경우에 녹화 

 ATM 보호 센서(진동 센서, 금고문 개방 센서, 온도 센서, 화재 센서)가 활성화 되었을 

때 녹화  

 ATM 이벤트에 대해 녹화 

 ATM 거래내역 데이터와 센서 판독 값을 비디오 아카이브와 동기화합니다. 

 원격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에서 비디오 아카이브와 거래 데이터를 봅니다. 

 ATM 제어 컴퓨터에서 센서 알람과 메시지를 수신하여 처리하고 기록합니다. 

 기존의 X.25 및 TCP/IP 통신 채널을 사용하여 원격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에 알람 메시지, 

정지 프레임, 거래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ATM과 알람 센서 이벤트를 기반으로 원격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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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P/IP 
X.25 

ATM 

 지역 비디오 

보안 시스템 

은행 지점 

전체 모니터링 센터 

TCP/IP 
TCP/IP 
X.25 

ATM 은행 지점 

서비스 지원 

 지역 비디오 

보안 시스템 

원격 비디오  

관제 패널 

원격 비디오  

관제 중앙 패널 

기술 상태  

모니터링 패널 

은행 지점 

보안 부서 

은행 지점 

보안 부서 

원격 비디오  

관제 패널 

 ATM 보호 시스템의 상태를 중앙 집중화 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거래, ATM 이벤트, 알람 센서 이벤트, 하드웨어/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생성합니다.  

ATM 보호 솔루션 

 거래와 관련된 사건 발생 시에 ATM에 방문해서 비디오를 가져올 필요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ATM에 현금을 적재/반출하는 직원의 행동을 (실시간 또는 기록된 비디오를 기반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도둑이나 기물훼손자로부터 ATM을 보호합니다. 

 실시간으로 하드웨어를 원격 모니터링 하여 ATM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합니다. 

견고하고 검증된 Intellect 플랫폼 아키텍처를 통해 무제한의 ATM과 원격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을 단일 

시스템에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AxxonSoft 파트너가 고안한 ATM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의 보안 요구사항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AXXONSOFT 파트너가 구현한 솔루션은 스베르(SBER) 은행 (모스크바, 러시아 북동부, 볼가 지역), VTB 

은행 (북서부), 라이파이젠(RAIFFEISEN) 은행과 그 외의 국영 은행 및 개인 민영 은행에서 널리 사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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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MONITORING MODULE 

시스템 모니터링(System Monitoring) 모듈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을 사용하여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이트에서 발생한 알람을 수신하고 

처리하는 것은 물론 하드웨어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스템의 상태 및 상태정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의 운영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이 고안되었습니다. 

 단일 관제 센터에서 관리하는 많은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감시합니다. 

 모든 사이트에서 캡처된 비디오(정지 프레임 및 비디오 클립)를 불 수 있습니다. 

 유지 보수 회사의 인력이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를 원 거리에 있는 시스템 사이트에서 

자동화합니다. 

 상세한 리포트를 통해 과거에 발생한 알람 및 하드웨어 오류를 분석합니다. 

 보안 직원의 업무를 품질 관리합니다. 

모듈 인터페이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의 특별한 인터페이스는 사이트 하드웨어를 시각적인 형식으로 디스플레이 하며, 

주요 시스템 구성 요소와 알람의 상태를 배지를 통해 나타냅니다. 각 사이트에는 직사각형으로 라벨이 

표시됩니다 . 상단  부분에는  사이트  이름 , 하단  부분에는  소스  유형  별로  그룹화  된  알람 

표시기(인디케이터)의 구성 가능한 숫자가 포함되어 표시됩니다.  

시스템 구성 요소에서 알람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또는 모니터링 된 파라미터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빨간색 픽토그램을 통해 이 사실이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됩니다. 알람 발생 시에 비디오 또는 정지 

프레임이 표시되도록 구성 되면 이 비디오/정지 프레임이 화면에 시각화 되어 디스플레이 됩니다. 

운영자가 배지를 클릭하여 알람 이벤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텍스트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반응하는 시간이 시스템에 기록되므로 운영자의 

작업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사이트 비디오, 리포팅 옵션, 로컬 아카이브의 비디오 검색, 시스템/카메라에 녹화된 

비디오 및 스틸 이미지에 액세스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비디오가 수신되지 못할 

경우에 모니터링 모듈이 저(低) 대역폭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은 아래의 주요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하여 보안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태에 대한 

메시지를 수신, 기록, 시각화 합니다. 

모듈 기능 

 카메라 조작성 

 네트워크 기능 

 비디오 서브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조작성 

 녹화된 영상의 양 

 하드 디스크 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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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보안 및 출입통제 시스템의 조작성 

 UPS 신호 

또한, 필터링 옵션을 사용하여 모듈이 기록하고 시각화 해야 하는 시스템 이벤트를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자가 사이트에 대한 주요 알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벤트가 활성화 

되면 사이트에서는 운영자에 의해 즉시 알람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Intellect에 전달될 수 

있기때문에 모니터링 모듈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Intellect는 이 이벤트에 대해 사용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대응 팀에 SMS 메시지 또는 이메일 발송, 오디오 경보 등). 

빌트인 통계 및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여 분산 보안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 일반 리포트 및 세부 리포트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모듈의 이점 

 기술 결함 리포트 

 알람 상황 리포트 

 비디오 리포트 

 알람 및 하드웨어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통계 리포트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수 많은 사이트를 저 대역폭 조건에서도 중앙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알람 수신 및 처리 

 하드웨어 장애 및 수리 필요 시에 즉각적으로 상태 통보 

 무제한의 워크스테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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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의 
원격 모니터링  
워크스테이션 

Analog and IP 
비디오 카메라 

INTELLECT LITE 

  lite 
Intellect Lite: 

소규모 및 중규모의 사업에 적합한 솔루션 

Intellect Lite는 Intellect의 핵심 기능과 Retail Intellect 모듈을 포함하고 있는 Intellect의 간소화 된 

버전입니다. 덕분에 중소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기능에 대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Intellect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Lite는 소매 업체를 포함한 중소 규모 사이트에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SMB (Small Market Business) 시장을 목표로 한 Intellect Lite에서는 제한된 수량의 4대의 서버와 256대의 

카메라를 지원하지만 워크스테이션은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다른 관점들에서 Intellect Lite는 모든 핵심 기능을 제대로 갖춘 버전으로 인터랙티브 사이트 맵, 

이벤트 로그, 이벤트에 연동 동작에 대한 자동 스크립트 생성 툴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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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 CITY PROJECTS 

SAFE CITY PROJECTS 

안전도시(Safe City) 프로젝트 

오늘날의 도시는 복잡하게 뒤얽힌 다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통, 통신, 전기, 수도 공급 및 그 

밖의 여러 가지 많은 서브시스템을 갖춘 채 사회기반시설이 원활하게 제 기능을 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운영상의 무결성 , 시민들의 안전 , 주요 사이트의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에서는 검색하고자 하는 이벤트 정보에 실시간 또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반으로 액세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시간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광범위한 소스의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축적, 결함, 분석 및 

그룹화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대륙에 구현 된 안전도시 프로젝트의 사명입니다. 

“안전도시”란? 

안전도시란, 국민들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 당국이 권한을 부여 받은 하이브리드 자동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시내 전역의 비디오 감시와 기술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관계  부처  간의  워크  플로우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 유틸리티 및  기타 광범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은 단일 기관 산하에서 모니터링 됩니다.   

안전 도시는 아래 사항을 결합하여 모든 것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안전 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당국은 아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역, 유치원, 공공 장소의 비디오 감시 시스템 

 도시 인프라스트럭처 사이트의 화재/보안 알람 및 출입 통제 시스템 

 유틸리티 미터링 (Utility metering) 

 주거용 알람 

 비상/긴급 전화 박스 

 지리 정보 시스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생태학적 모니터링, 빌딩 자동화, 기타 SCADA 시스템 

 주요 도시 인프라스트럭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보안 및 법률집행을 위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상황인식을 보장 

 제어 센터와의 거리에 상관 없이 카메라에서 수신한 비디오 자료를 보고 비상 시에 관련 기관 

및 관계자에게 통지 

 아카이브 비디오 및 오디오 

 녹화 된 비디오를 기반으로 이벤트 재구성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자동으로 비디오를 전달 

 지원 가능한 경우, 다른 자동화 시스템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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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 시스템의 
 

지역 세그먼트 

비디오, 트래픽 

파라미터 

관제 센터에서  

긴급/경찰 차량 서비스  

워크스테이션 모니터링 

긴급 구조 요원의  

통제 및 지시 
시 행정부에 있는 관제 센터에서 

워크스테이션 모니터링 

             비디오, 음성 통신, 
   비상 사태가 발생한 위치/ 

      경찰차량 위치 

SAFE CITY PROJECTS 

INTELLECT: 범용의 도시안전 플랫폼  

시민과 경찰 간의 비상/긴급 통화 시스템 

안전도시 셋업 및 배치 

지역 세그먼트 

안전 도시 프로젝트에서 Intellect는 기존의 서브 시스템과 새로운 서브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결합하여 

컨트롤 센터가 있는 분산 정보 시스템의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모니터링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ntellect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긴급 통화  시스템은 발신자를  신속하게 경찰 파견 센터에 

연결해줍니다. 도시의 거리에 설치된 전화 박스를 이용하거나 SI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기기의 긴급 통화 버튼을 누르면 긴급 전화 상담원에게 전화가 연결됩니다. 이와 동시에 

서버에서는 전화 박스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수신되는 비디오를 녹화하기 시작하여 발신자와 상담원 간의 

대화를 동기화합니다. 긴급 전화 상담원은 전화를 받아 발신자와 통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를 

하고 있는 위치에 경찰 인력을 보내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도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배치하는 것은 고객(일반적으로 시 행정부)의 요구사항, 시스템 규모, 시스템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정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삽화는 통해 안전도시 시스템에 관한 

도시 전역 및 지역 별 세그먼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 허브는 정보교환센터 및 지역 모니터링 센터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당 지역 내에 설치된 모든 

카메라의 비디오 및 기타 정보가 여기로 전송됩니다. 이 곳에 있는 운영자는 비디오를 모니터링 하고 비상 

전화 박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처리합니다. 

주택 및 공공 유틸리티 시스템의 

비디오, 통합 데이터 

요청 시 지방 자치제 세그먼트에서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림 수신 
지역 세그먼트로 보내는 

GIS 데이터, 음성 통신 

비디오, 음성 통신, 

긴급 구조 요원의 위치 

지방 자치제 내무부 

본부 

시 행정부 

응급 차량의  

통제 및 지시 
긴급 관제 센터 AWS  

“안전도시” 시스템의 
 

지역 세그먼트 

“안전도시” 시스템의 
 

지역 세그먼트 

교통 관제 센터 비상 통제 센터 부서 

GIS 서버 

메시지 처리 서버 

외부 시스템  

게이트웨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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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도시” 시스템의  

지역 세그먼트 

교통 요로 감시 

전원 공급장치 

보안 경보기 

엘리베이터 
제어 자원회계 

비상 경보 

음성 통신 

액추에이터 메커니즘 

FSA  
(보안 및 화재 경보, 

비디오, 교통 파라미터, 
주차 위반 

비디오, 알람,  
물리적 인디케이터 

 요청 시 
지방 자치제 세그먼트에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림 전송 

지방 자치제 세그먼트의 
비디오 및 데이터 스트림 

비디오,  
음성 통신 

비상 통신 업무 

혼잡 지역 감시 

긴급/비상 대응 서비스  

지역 관제 센터 

  설비 관리  

운영 위탁 회사 
처리 센터 

다기능 컴퓨팅 서버 – 
빌딩 컨트롤러 

주거지 비디오 감시 

운영 및 관리하는 회사는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을 모니터 하여 카메라가 정상상태를 유지하여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가동시간, uptime)을 보장하며 각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기술 서비스에 대한 총 

금액을 계산합니다. 카메라의 상태는 자동화 된 품질 손실/방해 행위(사보타지, Sabotage)에 의해 모니터 

됩니다. 

관제 센터에서 근무하는 운영자가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부상자 분류에 따라 전화를 분류하고 

법률 집행 기관 및 응급 처치를 포함한 긴급 구조원이 이 전화를 받습니다.   

지역 비용 청구 센터. 계량기를 판독하여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가 생성됩니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안전도시 시스템의 일부로써 모니터링 되는 도시 구역(주거 지역, 주요 도로, 

비상/긴급 전화 박스가 위치한 공공 장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중심부에는 안전 도시 관제 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서 모든 지역 세그먼트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저장합니다. 허브는 GIS 및 요금 청구 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가 여기에서 

긴급/비상 대응 서비스 및 법률 집행 기관, 교통 기관에 위치한  워크스테이션으로 전송됩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와 오디오를 시청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외부의 관련 기관에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도시인 경우에는 위에서 보여진 지역 세그먼트만으로도 충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 전역 세그먼트처럼 기능할 수 있으며 모든 도시 서비스 및 기관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안전도시 시스템은 구 또는 도 전역의 네트워크과 결합할 수 있기때문에 구, 도,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에서 시 수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전역 세그먼트 

지금까지 세계 전역에 있는 150개 이상의 도시에서 INTELLECT 기반의 안전도시 프로젝트가 
수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