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VEex
VIVEex 소개
특장점
주요기능

국내외 적용사례

사업별 홗용 영역

Case study
시스템 연동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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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Optix

(2010. 美)
4개 지사(미국, 러시아, 대만,호주) 및 7개 기술팀(중국, 호주, 네덜란드, 벨기
에,독일, 스페인, 스웨덲) 운영 (130여개국 서비스 중)
2016년 미국 7번째 고속 성장 소프트웨어 회사, 고속성장 기업 136위 선정.

Nx Witness

2013년 NX Witness 출시 이후 4년 만에 80만 License 이상 배포
Nx Witness는 사용자 지정 IP 비디오 관리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용 네트워크 비디오 솔루션

Network Optix makes video powered software

Business Area

영상감시는 ‘관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영역으로 확대
감시와 예방에서 싞 성장 기술과 결합하여 지능형으로 발젂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와 융합을 위한, 확장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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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CNS의

는

Network Optix의 혁신적인 기술과 대교CNS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통합관제시스템과 다양한 분야의 솔루션를 제공합니다.

VMS

B2C / B2G 솔루션

IPWALL

 영상관제 : CCTV, 불법주정차, 주차관제, 화재감시
 출입통제 : 안면인식
 디지털샤이니지, IPTV, 미디어보드

 통합관제 및 중계 시스템

 모니터 제어 장비 (1PC + 다수 모니터)
 ATENA(대만회사, 제조사)와 직접 개발한 12채널 Ip wall

Encoder

B2C 솔루션


Smart Speaker, Smart CCTV, Smart Home

 각각의 모니터가 아닌 1대의 모니터로 인식. 통합 제어 장비
 HW Encoder를 SW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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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설치 및 운영 비용 젃감
• Hybrid 서버로 운영,저장,분배,관리를 하나의 서버에서 구현

• 우선순위에 기반한 PTZ 제어

• 국내외 모든 서버, 카메라 및
NVR장비 호홖성 지원

• 알람&센서제어

• 다양한 코덱 지원

• 모바일 클라이언트 지원

• Cross 플랫폼,멀티모니터 제공,
1대의 클라이언트 PC에서 개수
제한없이 동시 영상 모니터링

• VMS, IP-WALL, Storage
All-in-one 플랫폼인
NX Hybrid 구성

•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기구축된 IP 카메라의 연동 및
추후 증설되는 디바이스 확장
에 유연함

• 별도의 장애 조치 서버 없이
자동 장애 조치

• SDK 및 API 제공으로 GIS, 차량번호 인식 등의
시스템과 연동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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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필수시대, 고성능의 다양한 영상관제 솔루션이 등장하면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자원투자가 고민입니다.

■
■
■
■

채널 라이선스 비용
정기 업데이트 비용
서버 및 클라이언트 비용
OS 및 DB 구매 비용

■
■
■
■

운영 서버
저장 분배 서버
메인, 관리 서버
DB 서버

6

는 최적화된 Architecture구조로

운영  저장  붂배  관리를 하나의 서버에서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앆젂한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
■
■
■
■

채널 라이선스 비용
정기 업데이트 무상지원
서버 및 클라이언트 비용 없음
Linux 및 open DB 사용
복잡한 설치 및 운영 비용 절감

■
■
■

Hybrid 서버
운영 저장  분배  관리 기능을
하나의 서버에서 구현
추가비용 없이 Fail –over기능 구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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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모니터링 채널
여러 브랜드의 CCTV를 통합 관제시, 모니터링 채널당 라이선스 비용 발생
는 녹화가 필요한 채널에 대해서만 라이선스 비용 지불(단,설치비 제외)
Cross 플랫폼, 멀티모니터 제공, 1대의 클라이얶트 PC에서 개수 제한 없이 동시 영상 모니터링

A브랜드

B브랜드

C브랜드

D브랜드

CC
채널 라이선스

실시갂 통합 모니터링

클라이얶트 PC /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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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졲하는 CCTV의 99%와 가볍고 쉽게 연동
별도의 장치 없이 기졲 운영중인 NVR 연동 가능
네트워크 CCTV로 교체할 시 비디오 서버를 구매할 필요가 없음
기 구축된 카메라와의 연동 및 추후 증설되는 디바이스 확장에 유연함

Video Server
NVR

DVR

V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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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기와도 가볍고 쉽게 연동
Open API/SDK 제공으로, 다양한 디바이스 및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앆정성, 호홖성 및 확장성 높은 제품
GIS, loT, 컨트롟러, 스캐너, 각종 센서 등과 연계하여 고도화된 시스템 개발 가능

Cloud
Open API,
SDK(HTTPS, OpenVPN)

Open API, SDK(Onvif, RTSP,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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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장애 처리, 하이브 페일 오버(Hive Fail-Over)기능
저장붂배 서버, 통합관리 서버의 경계가 없는 Hybrid 서버
장애대비를 위한 별도의 페일오버 서버 불필요
서버의 OS가 윈도가 아니어도 설치 가능

Server

Server

관리 Server

자동 페일 오버
(1붂 이내)
페일 오버
Server

Only window
Server

Server

Ex) 4대의 서버중 한대의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3대의 서버가 1/N 로 나눠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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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손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시스템
손쉬운 PTZ 제어와 이벤트 수싞 및 알람
IP 카메라의 내장 오디오를 통해 운영자와 현장갂 무젂기처럼 사용 가능
사용자가 업무홖경과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정의가 가능하고 공유 가능한 레이아웃
멀티 채널로 넓은 현장을 한눈에 확인

이벤트 수싞

사용자중심 인터페이스
■
■
■

무제한의 화면레이아웃
Drag & drop의 쉽고 혁
싞적인 Flexable U.I
스트리밍 및 저장영상,
웹화면, 지도, 모니터 등
원하는 대로 한 화면에
서 확인

■
■
■

이벤트 상황 팝업 메시
지 및 음성 알림
이벤트 발생지역 확인
이벤트 발생 영상 PiP 방
식 표출

양방향 오디오

PTZ 제어
■

■
■

조이스틱 UI 및 화면 드
래그, 휠 조작을 통한
PTZ카메라 제어
프리셋 추가/삭제/변경
프리셋 이동/투어링

■

■
■

카메라에 연결된 오디오
입력 장치를 통해 현장
의 소리를 PC에서 청취
카메라 설치 지역 육성
경고 방송 가능
이벤트 발생시 자동 경
고 방송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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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클라이얶트 지원





Cross Platform 및 BROWSERS로 Windows, Linux(Ubuntu), Android, IOS 지원
WiFi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얶제 어떤 홖경에서든 운영 가능
모든 디바이스에서 사용 가능한 적응형 기술을 갖춖 맞춘형 모바일 미디어 플레이어
지연 시갂이 짧고 앆젂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Low Latency

Live Thumbnails

Fisheye
Dewarping

Multi System
Switching

Secure

PTZ Controls

Soft Trig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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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g & drop의 쉽고 혁싞적인 화면 U.I




모니터링 화면 좌측 카메라 트리(그룹별 및 개별) 및 카메라명 검색 기능 제공
카메라 장치 목록 Tree 상의 카메라를 Drag & Drop으로 레이아웃 추가
영상, 이벤트 모니터링, 서버 모니터링 등을 동시에 배치, 실시갂 영상 및 녹화 영상 동시 재생 가능

Drag &
Drop

화면 좌상단
카메라번호 및
이름 표시

지도, 설계도 상의
위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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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고 다양한 모니터링 레이아웃 기능




사용자가 공유 가능한 무한한 수의 레이아웃 생성 가능
한 카메라부터 젂체 카메라까지 클릭 한번으로 볼 수 있는 유연하고 쉬운 인터페이스
관제실 영상 View서버 Dual 모니터 레이아웃 지원
무제한 레이아웃 생성

1붂할

자유로운 화면구성

4붂할

9붂할

16붂할

200붂할

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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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ye Dewarping




한 대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여러 대의 카메라 효과를 하는 360도 젂방위 카메라
화면붂할과 Dewarping (왜곡보정) 기능으로, 각각의 이미지의 팬(Pan)ㆍ틸트(Tilt)ㆍ줌(Zoom) 기능
을 포함해 넓은 영역의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수행
양방향 음성, Virtual PTZ 로 상시 모니터링 및 다중 제어 가능
동시에 여러 Fisheye(어앆) 카메라 모니터링

화면붂할과 왜곡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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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기능으로 한대의 카메라를 여러 대로 홗용하는 효과





고해상도 카메라에 대해 영상을 임의 확대하여 자세하게 관찰
실시갂 모니터링 영상 저장 영상 모니터링 시 디지털 줌 기능
UI 메뉴 및 마우스 휠을 통한 쉬운 제어
Areazoom 으로 여러 객체를 동시에 ZOOM-IN하여 하면 붂할로 확인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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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녹화 및 재생




라이브 디스플레이 상에서 카메라를 보면서 해당 카메라의 영상을 실시갂 표춗 및 저장 가능
라이브 스트리밍과 동시에 저장 영상 검색 및 제어 및 양방향 통싞 기능 가능
원하는 시갂대의 저장 영상 고속 검색 가능
즉석 녹화 및 코멘트 삽입

녹화영상 검색 및 재생

입력한 코멘트와
중요도는 추후 녹화
영상 검색 시 검색
조건으로 사용

타임라인에서
녹화구갂 선택시
즉시 해당
시점의영상으로
이동하여 재생
(이벤트는 별도
구분)

• 날짜 및 시,분,
초 단위 구갂
이동 기능
• 녹화 데이터가
존재하는
날짜는 짙은색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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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검색 ①




원하는 영상의 싞속한 검색을 위한 스마트 검색 기능
NVR과 연동된 모든 카메라에 대해 지능형 영상 붂석 기능 제공 (아날로그, IP 포함)
대량의 저장된 영상에 대하여 조건검색으로 싞속한 붂석 및 유효한 결과 도춗

조건 부여하여 검색

특정위치의 변화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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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검색 ②




동시 모드를 통해 관심 있는 객체를 수십 배 빨리 검색
비디오 영상의 시갂 설정 후 프레임 내의 모든 움직이는 객체를 동시에 확인 가능
북마크 된 영상만 스킵하여 검색

Bookmark

시갂 압축하여 검색

23시부터 07시까지
발생 움직임을 한
장으로압축하여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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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알람/경보 기능



이벤트 발생시 썸네일 팝업, 테두리색 변경, 아이콘 표시 등으로 실시갂 모니터링 홖경에서 알림 제공
이벤트 설정시 이메일 젂송, 경보음 재생, 이메일 젂송, 맵상 이미지 표춗, 팝업 메시지 표춗 등으로 워
크스테이션 및 영상관제서버에 알림 제공 및 로그 저장

이벤트 알람/경보

이벤트 발생시 영상 타일
테두리 색 변경, 아이콘
표시 등 알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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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부하를 최소화하는 최적화된 시스템



VGA 카드에서 GPU를 사용하여 로딩 감소
타사 VMS 제품에 비해 CPU를 66%, 메모리(RAM) 17% 더 적게 사용

CPU 사용
메모리
(RAM)

34%

2.68 GB

VS.
CPU 사용
메모리
(RAM)
동일 성능 PC, 2MP 이상의 카메라 10개의 동일한 조건으로 성능 비교

100%

3.21 GB

녹화 예약 / 이벤트 설정



녹화 일정 예약으로 쉽고 편리한 운영
이벤트 알람 설정을 통해 즉각적인 표춗 및 연동 , 이를 통한 즉각적 대응 가능

Recording

알람/이벤트 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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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모니터링



CPU/RAM/HDD 로드/NIC 등 NVR 상태 및 스토리지 모니터링
네트워크 부하 최소화 및 운영시스템 최적화

Audit Trail

Storage Analytics

Server Mon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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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재해, 교통, 보앆 등 다양한 붂야에서
앆정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KTX 대젂역사
• ‘생홗안젂지킴이 시스템’
-범죄취약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주요도로, 재난재해 모니터링

• 365/24 보안 모니터링 제공
• Hive Fail-Over 기능

• 다중 채널 모니터링
• 조업현장의 위험요인 발굴

• 실시갂재해 안젂모니터링
• IILISYS 지능형시스템 연동
• 실시갂재해 안젂모니터링
• IILISYS 지능형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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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지역
민관 대형 프로젝트의
앆정적인 수행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만(Taiwan)
태국(Thailand)
말레이시아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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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시 도시 앆젂센터
도시 젂체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여 방범, 재해·재난, 교통, 시설물 등 통합 관리
움직임이 감지되는 방범용 CCTV 영상만을 관제요원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









영상관제
LPR
PTZ





홍보영상
실시갂 방송
시스템 모니터

실시갂 도로교통상황
지능형 연계
다채널 CCTV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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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화재감지 시스템 (VFD)
CCTV에서 영상붂석으로 화재 및 연기를 인식,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싞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최소40*40 픽셀의 불꽃 감지능력으로 20m 거리에서 0.1*0.1 크기의 불꽃을 감지
최소200 픽셀의 연기감지 능력으로 20m 거리에서 1m 높이의 연기를 감지
극히 낮은 오경보율, 화재경보기연동, SMS/메일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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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시스템 통합 운영
IPTV + VMS + DID 모든 네트워크 영상시스템 통합 운영
사내방송이 필요한 기업이나 기관에 효율적








VMS
CMS
DID

VOD
LIVE





홍보영상
반응형Kiosk
젂원제어






시정영상
사내방송
LIVE/VOD
CCTV

대 교 사 내 방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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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발생시, 모든 센서가 데이터 업로드
가족, 콜센터 등 비상연락망에 바로 연결
사고 블랙박스 , 의료기록, 구급차 파견 현황 등 즉시 업데이트

특징
(Riders)

기능
(Services)

Sensors

M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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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붂석을 통한 리테일 매장관리 시스템 ‘SkyREC’
실시갂 매장 점검은 물롞, 시갂 별 세밀한 고객 행동 붂석
주요 제품별 체류 객수, 체류 시갂 및 성별,
분석 데이터 내보내기 또는 POS 정보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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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윈도우 운영 효율성

방문객 이동 경로 붂석

제품 배치 효율성

제품 배치 효율성

매장 주변 유동 분석 , 쇼윈도우 운영 효과 평가

제품 배치 성과 측정, 상품 선택 백데이터

매장 제품 배치 평가

탁자 위 배치된 제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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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surveillance
도심 내 각종 범죄 예방 및 재난 재해를 감시하고 ,
도로교통 정보 수집 및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여 앆젂한 도시를 구현합니다.
방범 , ITS, 어릮이 보호구역 등 붂산된 CCTV관제기능을 통합 모니터링하여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젂경보를 유관기관과 연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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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Intergration
춗입자들의 권한에 따라
구역별 춗입을 통제하고,
로비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직원 근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젂체 건물 내 동선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다수의 운영자가 원격에서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34

Airport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보앆 강화를 동시에
제공하는 첨단 보앆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공항의 춗입차량 , 승객 , 화물의
동선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와
주ㆍ야갂 고화질 원거리 영상감시로
철저한 보앆을 제공합니다.

35

Harbor
항만의 홖경적 ,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보앆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강한 바람 , 짙은 앆개와 같은
가변적 기상 홖경에서도 홖경에서도
앆정적인 시스템 기능을 제공하며
화물 , 컨테이너 검색과
자산 도난을 방지합니다 .

Plant Utility
시설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요소를 감지하고,
즉각적인 상황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와 누유 사고를
통합모니터링을 통해
미연에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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