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화된 지능형 영상 감시/분석 솔루션으로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십시오 

MAX software 



 시스템 호환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타사 VMS 영상, 웹캠 영상 등 다양한 영상들과 호환되며, 또한 비디오 서버를 

통해 연결된 아날로그 카메라 영상에 대해서도 스마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 검색기능 

영상 물체의 움직임 방향, 색상, 속도, 좌표, 크기 등의 정보를 별도의 DB에 기록하여 추후 스마트 검색 시 

신속한 검색을 위해 활용합니다. 

제품 특징 

GBU MAX – SS는 다양한 영상들과 호환되어 스마트 검색 기능을 수행합니다. 영상 물체의 움직

임 방향, 색상, 속도, 좌표, 크기 등의 정보를 별도의 DB에 기록함으로써 한 번의 분석으로 다양

한 조건의 신속한 검색을 구현하는 스마트 영상 분석 및 검색 시스템입니다.  

 영상축약 검색 

비디오 영상의 시간 설정 후 프레임 내의 모든 움직이는 객

체를 동시에 확인 가능하며,  그 중 관심 있는 객체를  더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자 할 경우 해당하는 영상을 클릭하

면 일반 모드로 전환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얼굴 검색 

얼굴 검출을 통해 검출된 이미지 또는 외부 사진 파일을 

통해 유사한 얼굴 검색 기능 제공 

 얼굴추출 영상축약 검색 

얼굴 검출을 이용한 시간 압축 

기존 시간 압축 기능에 얼굴 검출 알고리즘을 연동 



GBU MAX - SS 

 라인 크로싱 

 영역 내 움직임 

 배회 감지 

 다중 객체 

 영역 간 이동 

• 영상에 가상 라인을 그어 그 라인을 지나간 객체들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

다.  

• 라인을 지나간 방향 설정이 가능하며 검색 세부 조건은 중복적으로 설정 가

능합니다. 

• 영상에 영역을 임의로 지정하여 영역 내에서 발생한 객체의 움직임에 대

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검색 세부 조건은 중복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영상에 영역을 임의로 지정하여 영역 내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머

문 객체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개체가 영역 내 머문 시간과 같은 세부 조건 설정 가능하며 중복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영상에 영역을 임의로 지정하여 영역 내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객체 숫자만큼 

출현한 영상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개체의 수와 같은 세부 조건 설정 가능하며 중복적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 영상에 두 개의 영역을 임의로 지정하여 영역 간 이동한 객체에 대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영역 간 이동방향과 같은 세부 조건 설정 가능하며 중복적으로 설정 가능합

니다. 

 개체의 최대/최소 크기 

 색상 

 객체의 종류(차량 또는 사람) 

 출입 여부 

 방향, 속도 등의 세부조건 

세부 검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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