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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번호판 자동 인식

Aimetis 번호판 자동 인식(ALPR) 시스템은 시설 관리자, 정부, 
소매업체, 단속 부서 등에 도입돼 자동차 번호판을 정확하게 
자동으로 추적, 기록,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카메라와 IP 카메라 양쪽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 사실상 
모든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로 빈틈 없이 통합됩니다.

주정차 단속과 요금 징수 개선

등록차 번호를 추적하고 기록해 주정차 단속의 핵심 수단인 
자동 차량 출입 관리를 실현합니다. 차 번호와 이미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향후 요금 징수에 활용하므로 주차 단속 요원이 하루 
종일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내와 경계 안전 강화 

ALPR은 차원이 다른 건물 보안을 실현합니다. 번호판을 자동 
감지하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와 비교하여 원치 않는 
차량의 진입을 원천 봉쇄합니다. 또한 ALPR을 출입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블랙리스트 기록과 결합하면 검문소와 
검색대에 이상적인 솔루션이 됩니다. 

데이터의 힘을 이용한 고객 서비스 
개선

고객 번호판 정보를 이용해 고객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구내로 들어오면 신원을 확인해 고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 예컨대 고객 이름과 약속 사유, 
방문 이력 등을 고객 서비스팀에 알려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판매점과 정비소에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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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분야

주차장 요금 징수 또는 방문자 관리 지원

교통정리

검문소

이용 패턴을 기록하는 마케팅 도구

시스템 요건

CPU: Intel 듀얼코어

RAM: 2GB

하드 드라이브 공간: 250MB

OS: Windows XP 이상

Aimetis 심포니 엔터프라이즈

하드웨어 키용 PCI 슬롯

번호판  기록  검색

심포니  클라이언트

심포니  서버

네트워크

센서/중계

경보 LPR IP 
카메라

주요 기능

•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번호판 인식 지원

•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등 수많은 경보 시나리오 활용

• 손쉬운 브라우저와 검색 기능으로 간단한 트렌드 분석

• 이동 및 정지 상태의 교통에서 복수 차로의 번호판 감지

• 외부 I/O 장치 연결 인터페이스

• 설치가 유연한 아날로그 및 IP 카메라 호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