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
구성이 복잡하고 정확도가 낮은 비디오 분석장치는 
잊으세요. Aimetis (AOOT)는 시설 주변에 보호 장벽을 
제공하여 복잡한 통합이나 추적 정확도의 저하 없이 Axis 
네트워크 카메라와 인코더용으로 믿을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사람과 차량을 추적합니다. 허위 경보를 줄이고 보안 
프로토콜을 개선하며 넓은 지역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도 CPU 사용량은 낮게 유지하므로 하드웨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넓은 지역을 정확하게 비디오로 감시

Aimetis 실외물체추적기는 넓은 지역과 기다란 주변을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모니터하기에 적합한 비디오 감시 
솔루션입니다.

시간 절약 및 허위 경보 감소 
AOOT의 손쉬운 3D 모델링 구성과 사물 분류는 경보 규칙을 
정하기가 간단해 허위 경보가 현저히 낮아지며 그 결과 
시간과 돈이 절약됩니다.

쉬운 보고와 검색

Aimetis Symphony™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VMS)를 
이용하면 AOOT의 능력이 확장됩니다. 분석 메타데이터를 
심포니에 바로 스트리밍하면 AOOT에서 동적 보고와 비디오 
검색이 가능하므로 보안 직원이 단 몇 분만에 12시간 분량의 
영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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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대여장, 고철 수집장, 야외 창고, 자동차 판매점 등 실외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를 추천합니다.
 - Ed Bodbyl,
 , Sonitrol Security Systems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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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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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을 지원하는 비디오 인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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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안정적인 물체 추적, 분류, 경보가 필요한 실외 용도

검색, 보고, 맞춤형 규칙 정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VMS CPU를 
줄여야 하는 실외 용도

넓은 지역 또는 긴 경계선을 감시해야 하는 실외 용도

타사 소프트웨어 또는 VMS와 통합해야 하는 실외 용도

관리

웹 브라우저 또는 VMS를 통한 애플리케이션 구성

구성 내보내기 및 가져오기

지원 언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스웨덴어

시스템 통합

카메라 이벤트 관리 시스템과 통합해 I/O 제어, 알림, 에지 
스토리지 같은 카메라 동작 및 VMS로 이벤트 스트리밍 가능

규칙  구성

분석장치  구성

Axis 카메라

물체 추적

물체 분류

경보 처리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 VMS

메타데이터 스트림
Axis 이벤트 스트리밍 API를 통해

경보 이벤트
TCP, 직접 I/O, Axis 이벤트 스트리밍 API를 통해

비디오 스트림

주요 기능

• 분석 해상도

• 감도 임계값

• 추적과 경보 마스크

• 물체 분류

• 장면 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