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lease Notes Axxon Next 4.1 
 

What’s New in Axxon Next 4.1 

1. FailOver 모드 추가 

2. TimeCompressor 모드에서 아카이브 검색 결과 확인 가능  

3. 알람 객체가 아카이브 검색 결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 

4. 연기 감지 기능 추가 

5. 화재 감지 기능 추가 

6. 연기 및 화재 감지 툴을 구성할 때 미리보기 창에서 민감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시각화 

되어 설정이 용이 

7. 카메라 추가할 때 움직임이 발생 시에 녹화되도록 디폴트 설정 

8. 움직임 감지를 설정할 때 미리보기 창에 민감도 설정에 대한 모션 마스크가 시각화 되어 

표시 

9.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때 객체를 추적하면서 감지 구역, 구역 제외, 선과 같은 상황 분석 

감지 도구 매개변수가 함께 표시 

10. 인식된 모든 얼굴이 표시 

11. 인텔리비전(IntelliVision) LPR 감지 추가 

12. 세르비아, 불가리아, 폴란드, 벨라루스, 노르웨이, 프랑스, 케냐, 에티오피아 번호판 인식 가능 

13. 눈이나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고품질의 번호판 인식 결과 보증 

14. 동시에 최대 5 개 국가의 번호판 선택 가능 

15. 아카이브 모드에서 Tag&Track Lite 사용 가능: 객체를 선택하면 이 객체가 나타나게 되는 

카메라 아카이브로 즉시 전환되고 그 순간부터 재생이 시작 

16. Tag&Track Pro 의 새로운 운영자 모드가 추가되어 운영자가 PTZ 장비 제어 가능 

17. Tag&Track 메카니즘 업데이트: 객체 이동 시 PTZ 의 회전을 부드럽게 하도록 매개변수 설정 

가능 

18. GreenStream 로직 변경: 보기 타일(viewing tile) 선택 시에 고품질 스트림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자동” 모드에서만 동작)  

19. 내보낸 프레임과 녹화 영상에 워터마크 추가 가능 

20. 중앙 서버가 존재하는 Axxon 도메인에 있지 않은 로컬 서버의 카메라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아카이브(비디오, 오디오 알람)를 자동으로 복사 

21. 클라우드 서비스 AxxonNet 기능 개선 

a. 새로운 인터페이스 

b. 내보낸 프레임 및 비디오 보기 

c. 사용자 생성과 역할 할당  

d. 라이선스 키 파일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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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크로 개선 

a. 운영자 모니터에서 레이아웃 슬라이드 쇼 시작/정지 추가 

b. 비디오 프레임 및 레코딩을 NAS 로 내보내기 

c. 매크로를 통해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카메라에 대한 아카이브 체크 

d. 복제 시작 작업 추가 

e. 저장된 포렌식 검색 조건으로 전환하는 기능 추가 

f. 매크로를 통해 아카이브 모드에서 영상 카메라의 레이아웃으로 전환 

g. 매크로를 통해 클라이언트 마이크 쪽의 소리를 서버의 스피커로 전송  

h. 단축키로 매크로 실행 

i. “서버 연결됨” 및 “서버 연결 끊김” 이벤트로 매크로 실행 

j. 이메일 알림 작업을 위해 이메일에 첨부된 내보내기 한 영상에 대한 오프셋 설정 

k. 지정된 이벤트 수신 시에 사운드 알림을 비활성화 

l. 클라이언트에서 외부 프로그램 시작 기능의 (프로그램을 시작할 사용자의) 역할 선택 

가능 

m. 매크로를 통해 대형 스피커가 있는 클라이언트에서 음성 알림 기능을 사용할 때 (사용자 

그룹 별) 역할 선택 가능 

23. 채널 시스템 객체 추가. 센서 및 릴레이가 채널의 하위 객체가 됨. 

24. 기본 비디오 감지 도구의 성능 개선 

25. 특정 단어가 제목에 포함되면 비디오 감시 창의 타이틀 배경 변경 가능 

26. 알람 발생된 카메라 레이아웃 개선: 레이아웃 셀 숫자 변경 가능; 레이아웃 선택 가능– 

카메라가 특정 레이아웃으로 이동  

27. 개인 경비 모드 추가. 경비 모드의 라이브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카메라에 접근 불가. 

28. 단축키를 사용하여 카메라 변경  

29. 수평 타임 라인을 사용하여 아카이브 빨리 감기 추가 

30. 클라이언트 초기 시작 시에 아카이브 설정 탭 표시. 아카이브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IP 

마법사로 전환. 

31. 사용자가 선택한 폴더에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 설치  

32. 멀티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IP 장비를 시스템에 추가할 때 고해상도의 스트림이 고품질 

스트림이 됨  

33.  

34. 검색되는 동안 연동되지 않은 펌웨어를 가진 카메라는 “노란색” 그룹으로 표시 

35. 여러 개의 Axxon 도메인에 자동 연결 구성을 저장 및 로드 가능 

36. 여러 개의 Axxon 도메인에 접속 시에는 메인 도메인에 우선 접속. 그 외의 도메인에 대한 

접속은 백그라운드 모드에서 수행.  

37. 여러 Axxon 도메인이 있을 때 모든 도메인의 레이아웃을 사용 

38. HTTP API 개선 



IP device support 

이번 배포에 드라이버 팩 3.50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팩의 세부 정보, 최신 

드라이버 팩 위치,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목록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page: http://www.axxonsoft.com/integrated_security_solutions/supported_ip.php 

Downloads and licensing 

Axxon Next 설치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와 같은 컴퓨터에 설치하거나 별도의 전용 클라이언트 워크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총 서버 및 클라이언트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Axxon Next 라이선스 종류에는 사용 시간에 제약이 있는 데모 모드, 무료 버전, 그리고 

3 가지 타입의 유상 라이선스(Start, Professional, Universe)가 있습니다. Axxon Next 라이선스 

종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ge. 

무료(프리) 버전은 서버 1 대, 비디오 스트림 4, 무제한 아카이브 및 클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http://www.axxonsoft.com/products/axxon_next/를 방문하시어 Axxon Next 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pdating from previous versions 

4.1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기 위해서는 설치 마법사를 시작하고 제품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전 버전을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사항! 

3.6에서 4.1 버전으로 업데이트 진행 시에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 규칙, E-mail, SMS 객체는 새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2.  시스템 로그는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3. 감지 도구를 위해 감지 영역을 구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일부 감지 도

구가 새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 되지 않습니다. 

4. 카메라 스트리밍 H.264에 대한 키 프레임 스케일링은 아카이브 세팅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가상 카메라에 대한 비디오 폴더를 다시 선택하십시오. 

http://www.axxonsoft.com/integrated_security_solutions/supported_ip.php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Types+of+licenses
http://www.axxonsoft.com/products/axxon_next/


Moreover: 

1. 4.0.0.4050 이전 버전에서 업데이트 할 때는 움직임 감지 도구를 위한 감지 영역을 설정해야 

합니다. 4.1 버전에서는 디폴트로 모든 프레임을 감지 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전에 생성된 

영역은 감지되지 않는 “마스크” 영역이 됩니다. 

2. 4.0.2.4559 이전 버전에서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는 서버에서 동작하도록 지정된 포트 및 

대체 어드레스가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3. DetectorPack 3.1.0.424 이전 버전을 3.1.0.425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후에는 업데이트 

후에 저장된 아카이브에서만 얼굴 검색이 가능합니다.  

Product documentation 

System Requirements 

Axxon Next Installation Guide 

Axxon Next Activation Guide 

Axxon Next Quick Start Guide 

Complete Axxon Next 4.0 Documentation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Recommended+platforms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Installation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Activation+Guide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Quick+Start+Guide
https://doc.axxonsoft.com/confluence/display/next41en/Docum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