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metis Analytics™

Aimetis 분석장치

사용자의 네트워크 비디오 감시 시스템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imetis 분석장치는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인 
감시 시스템을 찾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보안 프로세스 
자동화, 지능형 검색을 통한 감시 화면의 신속한 확인, 기타 
다양한 응용분야를 찾는 조직이라면 Aimetis 분석장치 
솔루션으로 수동적 감시 영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알림, 스마트 비디오 검색, 신고 기능으로 무장한 
Aimetis 분석장치는 조직에서 네트워크 영상의 힘을 
이용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제 비디오 
분석장치로 보안과 생산성을 높이세요.

높은 정확성

Aimetis 분석장치는 아무리 가혹한 환경에서도 높은 수준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눈과 비, 흔들리는 그림자, 저조도에

서도 허위 경보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성능을 전달합니다.

Aimetis 심포니와의 완벽한 통합

Aimetis 분석장치는 처음부터 수상 실적에 빛나는 Aimetis 
Symphony™ 비디오 관리 시스템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Symphony와 통합이 완벽하므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비용이 적으면서 운영 효율은 뛰어납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의 힘을 이용하면 수동적 보기와 녹화 
외에 많은 일이 가능합니다. 트래픽 히트맵, 인원수 계산, 체류 
시간 식별을 통해, 그리고 번호판 등록을 이용해 비즈니스 
운영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직원과 
고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조직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소유비용 절감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Aimetis 
분석장치는 실시간 알림과 지능형 비디오 검색을 통해 
비디오 감시 네트워크의 총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터와 영상의 모니터링, 검토, 보고 시간이 감소해 
비디오 분석장치의 투자수익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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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분석장치의 시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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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PTZ는 PTZ 카메라를 
자동으로 제어하여 시야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과 차량을 확대하고 
따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외 
주변 모니터링에 적합하며 차후 
법의학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람과 차량의 근접 보기를 
제공합니다.

100개국 이상에서 발행된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기록합니다. 특정 
번호판에 경보를 설정하여 
진입을 거부하거나 승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감지하고 
추적하여 사람이나 차량 혹은 
알 수 없는 물체로 분류합니다. 
이동 궤적을 기록해 각 물체가 
어디서 오고 어떤 카메라의 
시야(POV)에서 떠났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환경의 변동 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장면에서 
어떤 사물이 추가 혹은 
삭제되었는지 탐지합니다. 
어떤 항목이 한 구역에서 
사라지거나 지정 시간 동안 
방치된 경우 보안 직원에게 
알림이 울리도록 경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항, 
기차역, 기타 공공장소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을 감지하고 추적합니다. 
어떤 공간에 허가받지 않은 자가 
들어온 사실이 감지되면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하고 체류 시간을 
추적, 기록하여 무단 배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매점과 공공장소에 히트맵을 
만들면 통행량이 많은 곳, 관심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높은 
정확도로 실외 주변에서 
움직이는 모든 사물을 
자동으로 감지, 추적합니다. 
경보 트립와이어, 경보 구역을 
설정하고 사람과 차량을 
식별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설을 항상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imetis PTZ 자동 추적

(자동 PTZ)
Aimetis 번호판 자동 
인식(ALPR)

Aimetis 실외 인물과 차량 
추적(OPVT)

Aimetis 떠나고 없어진 
항목 탐지(LRID)

Aimetis 실내 인물 추적(IPT)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 (AOOT)

Aimetis 안면 인식 Aimetis 군중 탐지

실내외 배치물의 실시간 
점유율을 추정하고 공공장소, 
행사장, 협소한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군중 
탐지 또한 다양한 사업 정보 
분야에서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출입 관리가 필요한 
시설 보안에 적합한 전천후 
비디오 분석장치입니다. 안면 
인식 비디오 분석은 Aimetis 
심포니와 결합해 실시간 
경보와 직관적인 검색까지 
가능해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