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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고객

 � Technoserv

 � 소재지: 러시아

 � 업종: 교통/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 수행 연도: 2013년

애플리케이션

통계에 따르면 테러 행위 중 최대 70%는 대중 교통 인프라 인근에

서 발생합니다.

Technoserv의 지능형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인 통제, CCTV와 머신 비전 카메라를 통한 공공장소에서의 용의자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신분 확인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 줍니다. 

이 시스템의 메인 모듈 중 하나는 “Cascade Flow”라 부르는 안면 

인식 시스템입니다.

안면 인식 기능은 장비와의 신체 접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생체 인식 시스템보다도 뛰어납니다. 터치하거나 멈춰 서서 시

스템이 작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카메라 앞을 통과하

거나 잠깐 동안 멈추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이 자동 인식 기능은 Technoserv가 최근에 개발한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생체 인식 데이

터를 이용해 감시 구역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 탐지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합니

다.

국가 교통 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Technoserv는 모스크바 최

대 기차역에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생체 인식 통제 시스템을 개발

해 구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 역을 방문하는 시간당 1500명 이

상의 방문객 모두를 대상으로 생체 인식 감시를 수행합니다. 역의 

교통 처리량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러한 일을 해내려면 50대 이

상의 카메라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1초 미만의 시

간 안에 안면 인식을 수행해야 하며 인식 정확도는 94% 이상이어

야 합니다. 카메라는 이 시스템에서 핵심 부품이며 이에 따라 

Technoserv는 적합한 카메라를 찾아나섰습니다.

솔루션 및 장점 

Technoserv는 개인 인식 및 분석용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

해 Basler 산업용 카메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디오 데이

터는 고객의 데이터센터에서 Cascade Flow 안면 인식 시스템에 의

한 추가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Cascade Flow/Basler 조합에 대한 

광범위한 테스트 결과, 아주 높은 인식 속도를 보였습니다.

위험 인물 탐지: Technoserv 와 Basler aviator 카메라가 
공공장소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면 인식을 통한 자동 신분 확인

테러 행위 중 최대 70%는 대중 교통 인프라 인근에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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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Cascade Flow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은 러시아의 여

러 스포츠 및 교통 시설에 적용되어 치안부대 및 시설의 작전 및 감

시 활동을 위한 자동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Technoserv 전

문가들은 생체 인식 시스템에  Basler 머신 비전 카메라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러시아 Technoserv 그룹은 Cascade Flow 안면 인식 기술을 바탕

으로 한 자사의 생체 인식 시스템에 Basler 카메라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Technoserv의 생체 인식 보안 시스템 책임자인 Andrey Khrulev

는 이렇게 말합니다. “Basler 산업용 카메라는 비디오 분석을 수행

하는 모든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고품질 비압축 비디오를 제공합

니다. Basler 카메라가 제공하는 가격과 품질 조합은 우리 회사의 

프로젝트에 최적입니다.”

사용 기술

 � Basler aviator 2300-25gm

 � 소프트웨어: Cascade Flow

 
 
 
 

추가 정보

http://www.technoserv.com/en/services/section.php?ID=99tsas@

technoserv.com

Basler aviator avA2300-25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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