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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AXIS Speed Monitor는 카메라의 라이브 뷰에서 레이더 감지 영역에 있는 차량의 속도를 시각화하고 통계 처리를
위해 SD 카드에 레이더 트랙을 기록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Axis 카메라에서 작동하므로 제품 페이지에서
호환성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카메라가 없는 독립형 레이더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레이더에 직접 애플
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 오버레이가 레이더의 라이브 뷰에서 시각화됩니다. 이 경우 레이
더에 SD 카드를 설치하여 통계를 기록해야 합니다.

이애플리케이션에는D2110-VE설치가이드및레이더백서에따라설치, 장착및구성되는AXIS Radar D2110-VE가필요합니다.

참고
통계를 기록하려면 앱이 설치된 장치에 SD 카드를 설치하십시오.

2

https://www.axis.com/products/axis-d2110-ve-security-radar


AXIS Speed Monitor

시작하기

시작하기

레이더 보정
레이더와의 연결을 설정하고 앱 오버레이를 구성하기 전에 장면에 대한 레이더를 보정해야 합니다. 레이더는 용도
에 따라 영역 모니터링 또는 도로 모니터링 중 하나에서 실행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를 설치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본 실시간 보기에서 레이더 커버리지 및 감지된 모든 움직임을 보
여 주며 감지 구역 및 룰을 즉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지상 3.5m(11ft)에 장착된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더가 다른 높이에 마운트된 경우
장착 높이를 보정하기 위해 레이더를 보정해야 합니다.

전체 레이더 교정 지침은 AXIS D2110–VE Security Radar용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Radar > Settings > Detection(레이더 > 설정 > 디텍션) 아래에서 Ignore swaying objects(흔들리는 객
체 무시)를 켜고 시나리오에서 덤불, 나무, 간판을 제외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이더 앞에 도로 표지판
을 두지 마십시오.

차량 통계만 보려면 Radar > Scenarios(레이더 > 시나리오)으로 이동하고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시나리
오를 편집하고 Trigger on object type(객체 유형에 대한 트리거) 아래에서, Human(인간)을 선택 취소합니다.

물체가 움직이는 위치를 보다 쉽게 보려면 레이더에서 커버하는 구역을 보여 주는 항공 사진 또는 지면 배치도
등의 참조 맵을 업로드합니다.

이미지 요구 사항:

•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jpeg 및 png입니다.

• 레이더에서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 레이더에서 이미지를 ±35° 회전할 수 있습니다.

• 보정하는 동안 이미지에 맞춰 레이더 커버리지 모양이 이동하므로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조 맵을 업로드

참조 맵을 업로드한 후에는 위치, 방향 및 배율이 실제 레이더 커버리지에 맞도록 보정해야 합니다.

1. Radar > Map calibration(레이더 > 지도 보정)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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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조 맵을 업로드하고 설정 도우미를 따릅니다.

감지 영역 설정
모션을 감지할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영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역을 사용하여 다른 작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의 영역이 있습니다.

• 시나리오(포함 영역이라고 이전에 부름)은 움직이는 객체가 룰을 트리거하는 영역입니다. 기본 시나리오
는 레이더가 커버하는 전체 영역과 일치합니다.

• exclude zone(제외 영역)은 움직이는 물체가 무시되는 영역입니다. 시나리오 내에 원하지 않는 알람
을 많이 트리거하는 영역이 있는 경우 제외 영역을 사용하십시오.

시나리오 추가

시나리오(포함 영역이라고 이전에 부름)은 움직이는 객체가 룰을 트리거하는 영역입니다. 장면의 다른 부분에 대해
다른 이벤트를 생성하려면 시나리오를 추가하십시오.

시나리오 추가:

1. Radar > Scenarios(레이더 > 시나리오)로 이동합니다.

2. Add scenario(시나리오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4. 영역에서 움직이거나 라인을 가로지르는 객체에 대해 트리거하려면 선택합니다.

영역에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한 트리거:

1. 영역 내 움직이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시나리오에 포함되어야 하는 영역을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레이더 이미지나 참조 맵의 원하는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영역을 이동하고, 모
양을 변경합니다.

4.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5. 감지 설정을 추가합니다.

5.1 트리거까지 걸리는 초를 추가합니다.

5.2 트리거할 객체 유형을 선택합니다.

5.3 속도 제한 범위를 추가합니다.

6.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선을 넘는 객체에서 트리거:

1. 객체 교차선을 선택합니다.

2.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3. 장면에 라인을 배치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여 라인을 이동하고 모양을 조정하십시오.

4. 감지 방향을 변경하려면 방향 전환 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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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ext(다음)를 클릭합니다.

6. 감지 설정을 추가합니다.

6.1 트리거까지 걸리는 초를 추가합니다.

6.2 트리거할 객체 유형을 선택합니다.

6.3 속도 제한 범위를 추가합니다.

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지역 모니터링 프로필
지역 모니터링 프로필은 최대 55km/h(34mph)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 가장 잘 사용됩니다. 이 프로필을 사용하
면 물체가 사람인지, 차량인지 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가 감지되면 이벤트를 트
리거하도록 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만 추적하려면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 페이지 5 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역 감지 범위

감지 범위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고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리 이내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거리 감지 한도
(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의 최소 거리)에서 원거리 감지 한도(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의 최대 거
리) 사이에서 측정됩니다.

지역 모니터링 프로필은 사람 감지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2km/h(1.24mph)의 속도 오차 내에서 최대
55km/h(34mph)로 움직이는 차량이나 다른 물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설치 높이에 장착할 때 감지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람 감지 시 3 ~ 60m(10 ~ 200ft)

• 차량 감지 시 3 ~ 85m(10 ~ 280ft)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은 도심 지역, 폐쇄 구역, 교외 도로에서 최대 105km/h(65mph)로 움직이는 차량을 추적하는
데 최상입니다. 사람이나 다른 유형의 물체를 감지하는 데 이 모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이외의 물체를
추적하려면 지역 모니터링 프로필 페이지 5 의 레이더를 사용하십시오.

도로 설치 예

측면 마운트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차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로 측면에 레이더를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는 10m(32피
트)의 측면 탐지 거리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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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마운트

이 장착 옵션에는 안정적인 위치가 필요합니다. 레이더는 도로 중앙의 기둥이나 도로 위의 다리에 장착할 수 있습
니다. 그러면 레이더는 레이더 양쪽에 10m(32피트)의 측면 탐지 거리를 제공합니다. 레이더는 중앙에 마운트
할 때 더 넓은 측면 거리를 커버합니다.

참고
레이더는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을 위해 3m(10피트)에서 8m(26피트)의 높이로 마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 감지 범위

감지 범위는 물체를 추적할 수 있고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리 이내를 가리킵니다. 이는 근거리 감지 한도
(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의 최소 거리)에서 원거리 감지 한도(감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의 최대 거
리) 사이에서 측정됩니다.

이 프로필은 차량 감지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최대 105km/h(65mph)의 속도로 움직이는 차량을 모니터링할 때
속도 오차는 +/-2km/h(1.24mph)입니다.

레이더가 최적 설치 높이에 마운트되었을 때의 감지 범위:

• 60km/h(37mph)로 이동하는 차량의 경우 25~70m(82~229피트).

• 105km/h(65mph)로 이동하는 차량의 경우 30~60m(98~196피트).

참고
동일한 공존 영역의 최대 레이더 수가 2개를 초과하면 약 10%(근거리) 및 20%(원거리)의 범위 저하가 예
상됩니다.

도로 모니터링 사용 사례

저속 구역에서 차량 단속

두 창고 사이에 긴 도로가 있는 산업 단지에 60km/h(37mph)의 제한 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레이더가 설치되었
습니다.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에서 레이더는 감지 영역에 있는 차량이 해당 속도를 초과할 때 감지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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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런 다음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이메일 알림을 보내는 이벤트를 트리거합니다. 이러한 알림은 속도 제한
을 잘 준수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폐쇄된 도로에 원치 않는 차량

오래된 채석장으로 통하는 작은 도로는 폐쇄되었지만 도로 위를 운행하는 차량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당국은 도로 모
니터링 프로필을 통한 보안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레이더는 도로 옆을 따라 마운트되어 도로의 전체 폭를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차량이 시나리오에 들어갈 때마다 운전자에게 도로를 떠나라고 경고하는 깜박이는 비콘이 작동합니
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유닛를 파견할 수 있도록 보안 팀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도로에서의 속도 인식

작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에서 과속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70km/h(43mph)의 속도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교통 관
제소에서는 도로를 건너는 다리 위에 도로 모니터링 프로필의 보안 레이더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이 이동
하는 속도를 감지하고 교통을 제어하기 위해 도로에 유닛을 배치해야 하는 시간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차량의 안전

학교 직원은 해결하고자 하는 두 가지 안전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밖의 20km/h(12mph) 저속 구역을 위
반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 시간에 건물에 원치 않는 방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레이더는 보행
자 산책로 옆 기둥에 장착됩니다. 레이더가 55km/h(34mph) 미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모니터링 프로필 페이지 5 이 선택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은 학교 시간 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지나가는 차량이 너무 빨리 운전할 때 보행자에게 경고하도록 스피커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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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려면 제품 페이지로 이동하여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레이더에 연결하려는 카메라
에 액세스하거나 레이더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Apps(앱)로 이동합니다.

2. 앱 추가를 클릭하십시오.

3. 다운로드 폴더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4. Install(설치)을 클릭합니다.

5. 앱을 켜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성화합니다.

참고
애플리케이션을 업그레이드하려면 새 버전을 설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 버전을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합니다
참고

카메라와 연결된 레이더의 시간과 날짜를 NTP 서버와 동기화합니다. 장치의 시간과 날짜가 동기화되지 않으
면 통계 내보내기에 올바른 정보가 표시되지 않으며 AXIS Speed는 장치에서 설정한 이벤트를 모니터링합니
다. 카메라가 올바르게 트리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pps(앱) 아래의 카메라 웹 페이지에서:

1. AXIS Speed Monitor 앱으로 이동하십시오.

2. Open(열기)을 클릭합니다.

3. Connect to radar(레이더에 연결)로 이동하십시오.

4. 레이더 주소, 사용자 이름 및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5. Connect(연결)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이전에는 포함 영역이라고 함)는 레이더에서 가져와 라벨로 나열됩니다.

6. 레이블을 클릭하여 매개변수를 편집합니다. 보기에서 오버레이를 제거하려면 매개변수를 제거하십시오.

매개변수:

다음 수정자는 각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n: 시나리오의 이름.

• #M: 시나리오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실시간 속도 측정.

• #c: 지난 15분 동안 지나간 차의 수.

• #a: 지난 15분 동안의 평균 속도.

참고
시나리오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레이더의 웹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Radar > Scenarios(레이더 > 시나리오)
로 이동하십시오. 편집할 시나리오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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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내보내기

그날의 통계나 설정된 날짜 범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정보에는 범위 내에서 감지된 모든 움
직이는 물체와 이러한 물체가 특정 레이더 시나리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가 포함됩니다. 통계는 쉼표로 구
분된 파일(csv)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매개변수:

• rmd_zone 이름: 시나리오의 이름.

• tracking_id: 레이더 메타데이터 스트림의 객체 ID입니다. 레이더를 다시 시작하면 카운터가 1로 재설
정됩니다.

• trigger_count: 시나리오에 활성 추적 객체가 있는 동안 시나리오가 트리거된 횟수입니다.

• 객체 분류: 현재 객체 클래스는 "인간", "차량" 및 "알 수 없음"으로 구성됩니다. 시나리오에서 계산할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 평일: track_id가 시나리오에 입력될 때의 평일.

• 날짜: track_id가 시나리오에 입력될 때의 날짜.

• 시간: track_id가 시나리오에 입력될 때의 시간. HH:MM:SS 형식.

• duration(기간): 시나리오에서 track_id가 보낸 시간. 초 단위로 제공됨.

• enter_azimuth 및 exit_azimuth: 물체가 시나리오에 처음 들어오고 나갈 때 가리키는 방향. 방위각은
도 단위로 제공되며 레이더 메타데이터와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 enter_direction 및 exit_direction: "출발", "오른쪽으로", "접근 중" 및 "왼쪽으로"와 같은 이동에 대
한 텍스트 설명입니다.

• min_speed, avg_speed, max_speed: 시나리오 내에서 물체가 이동한 각각의 최소, 평균 및 최대 속도. 시
간당 킬로미터 또는 시간당 마일로 표시됩니다. 레이더에서 설정을 변경하려면 ystem > Date and Time >
Regional settings(시스템 > 날짜 및 시간 > 지역 설정)으로 이동하십시오

• speed_delta 물체가 시나리오를 나가는 속도와 시나리오에 들어갈 때의 차이. 시간당 킬로미터 또는 시간
당 마일로 표시됩니다. 양수는 가속을 의미하고 음수는 감속을 의미합니다.

• 알람: 시나리오 내에 있는 동안 물체가 허용할 수 없는 속도로 이동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0은 허용 가
능한 속도를 의미하고 1은 한 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참고
레이더 추적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한 장치에 SD 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레이더에 앱이
설치된 경우 레이더에 SD 카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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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의 룰 설정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벤트 규칙 시작하기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액션 트리거
1. System > Events(시스템 > 이벤트)로 이동하고 룰을 추가합니다. 룰은 장치가 특정 액션을 수행하는 시간
을 정의합니다. 규칙을 예약, 반복 또는 수동 트리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Name(이름)을 입력합니다.

3. 작업을 트리거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Condition(조건)을 선택합니다. 룰에 하나 이상의 조건을 지정하려면
모든 조건이 액션을 트리거하도록 충족해야 합니다.

4.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장치가 수행해야 하는 Action(액션)을 선택합니다.

참고
활성 룰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규칙을 다시 켜야 합니다.

레이더가 속도 위반을 감지하면 스트로브 사이렌 활성화
Axis 스트로브 사이렌을 사용하면 과속을 하는 사람에게 경계구역이 보호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 예는 AXIS Speed Monitor가 연결된 레이더를 사용하여 속도 위반을 감지할 때마다 스트로브 사이렌에서 프로
파일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전제 조건

• 스트로브 사이렌에서 운영자 또는 관리자 역할을 가진 새 사용자를 만듭니다.

• 스트로보 사이렌에서 두 개의 프로필을 생성: 하나는 운전자가 허용 속도 내에서 움직일 때이고 다른
하나는 속도 제한을 위반할 때입니다.

• 카메라에 AXIS Speed Monitor와 “Area 1”이라는 포함 영역을 설정하십시오.

카메라에 두 명의 수신자를 생성

1. 카메라의 장치 인터페이스에서System > Events > Recipients(시스템 > 이벤트 > 수신자)로 이동
하고 수신자를 추가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Name(이름): 가상 포트 활성화

- Type(유형): HTTP

- URL: http://<IPaddress>/axis-cgi/virtualinput/activate.cgi

스트로브 사이렌의 주소와 함께 <IPaddress>를 바꿉니다.

- 새로 생성된 스트로브 사이렌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입니다.

3. 모든 데이터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Test(테스트)를 클릭합니다.

4.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5. 다음 정보를 사용하여 두 번째 수신자를 추가합니다.

- Name(이름): 가상 포트를 비활성화

- Type(유형):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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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IPaddress>/axis-cgi/virtualinput/deactivate.cgi

스트로브 사이렌의 주소와 함께 <IPaddress>를 바꿉니다.

- 새로 생성된 스트로브 사이렌 사용자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입니다.

6. 모든 데이터가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Test(테스트)를 클릭합니다.

7.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카메라에 두 룰을 생성

1. Rules(룰)로 이동하고 룰을 추가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Name(이름): 가상 IO1 활성화

- Condition(조건): 애플리케이션 > Speed Monitor: Area 1

- Action(액션): Notifications > Send notification through HTTP(알림 > HTTP를 통해 알림 전송)

- Recipient(수신자): 가상 포트 활성화

- Query string suffix(질의 문자열 접미사): schemaversion=1&port=1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정보가 포함된 다른 룰을 추가합니다.

- Name(이름): 가상 IO1 비활성화

- Condition(조건): 애플리케이션 > Speed Monitor: Area 1

- Action(액션): Notifications > Send notification through HTTP(알림 > HTTP를 통해 알림 전송)

- Recipient(수신자): 가상 포트를 비활성화

- Query string suffix(질의 문자열 접미사): schemaversion=1&port=1

5.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스트로보 사이렌에서 룰을 생성

1. 스트로브 사이렌의 장치 인터페이스에서 System > Events(시스템 > 이벤트)로 이동하고 룰을 추가합니다.

2. 다음 정보를 입력합니다.

- Name(이름): 가상 입력 1에서 트리거

- Condition(조건): I/O > Virtual input(I/O > 가상 입력)

- Port(포트): 1

- Action(액션): Light and siren > Run light and siren profile while the rule is active(조명 및 사
이렌 > 룰이 활성 상태인 동안 조명 및 사이렌 프로파일 실행)

- 프로필: 새로 생성된 프로필 선택

3. Save(저장)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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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IS Camera Station 사용자의 경우

AXIS Speed Monitor 설정

AXIS Speed Monitor 앱은 레이더에 연결된 장치에 설치하거나 레이더에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치 또는 레이더가 AXIS Speed Monitor로 구성되면 AXIS Camera Station에서 외부 데이터 소스로 간주됩니다. 보
기를 데이터 소스에 연결하고 장치에서 캡처한 객체 속도를 검색하고 관련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이 경우 AXIS Camera Station 5.47 이상이 필요합니다.

1. 장치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애플리케이션과 레이더를 구성합니다. AXIS Speed Monito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기존 AXIS Camera Station 설치 시 클라이언트 통신에 사용되는 서버 인증서를 갱신하십시오.
인증서 갱신을 참조하십시오.

4. 시간 동기화를 켜서 AXIS Camera Station 서버를 NTP 서버로 사용합니다. 서버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5. 관련 장치를 AXIS Camera Station에 추가합니다. 장치 추가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레이더에 연결된 기기에 앱이 설치된 경우 기기와 레이더를 추가합니다.

- 앱이 레이더에 설치된 경우 레이더를 추가합니다.

6. 첫 번째 이벤트가 수신되면 Configuration > Devices > External data sources(구성 > 장치 > 외부 데이터
소스) 아래에 데이터 소스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7. 데이터 소스를 보기에 연결합니다. 외부 데이터 소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8. 장치에서 캡처한 객체 속도를 검색합니다. 데이터 검색 항목을 참조합니다.

9. 를 클릭하여 검색 결과를 .txt 파일로 내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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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Xprotect 사용자용

AXIS Optimizer for Milestone Xprotect® Zone speed search(구역 속도 검색)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카메라의 라이브 뷰에서 레이더 감지 구역의 차량 속도를 시각화하기 위해 AXIS Speed Monitor와
함께 작동합니다.

구역 속도 검색을 사용하여 카메라 보기에서 미리 결정된 구역에 들어갈 때 감지된 과속 차량을 검색합니다.
Zone speed search(구역 속도 검색)는 AXIS Optimizer 사용자 설명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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