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metis Enterprise Manager™

Aimetis Enterprise Manager
Aimetis Enterprise Manager(AEM)는 분산된 Aimetis 
Symphony™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VMS), Aimetis 
Physical Security Appliances™ (PSA), Aimetis Thin Clients™
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 대상 서버는 엔터프라이즈 매니저에 
안전하게 연결돼 직관적이고 강력한 웹 기반 대시보드를 
통해 클라우드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설정을 관리하며 상태와 성능을 모니터링합니다.

가동중지 시간 감소

AEM을 실행하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감시 네트워크 가동중지 
시간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카메라나 서버가 고장 나면 
관리자가 카메라 고장, 스토리지 문제, 현장 정전 등을 
파악하여 최대 효율을 보장하고 시설과 자산을 일관되게 
보호합니다.

보안의 보안 강화

AEM을 통하면 쉽고 빠르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해 
네트워크 보안 수준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갖추면 카메라와 서버 같은 네트워크 지점을 최신 업데이트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컬 사이트 운영자가 
변경할 수 없는 설정을 관리자가 명시할 수 있어 컴플라이

언스의 일관성 결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복수 지점 관리

Aimetis Enterprise Manager는 중앙에서 클라우드 관리를 
제공하는 유일한 플랫폼입니다. 한 관리자 대시보드에서 
각국의 비디오 감시 배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 
지점의 보안을 감독해야 하는 소매업체, 교통, 은행, 물류 
등의 조직에 적합합니다.

총소유비용 절감

AEM을 통해 중앙에서 클라우드로 관리하므로 초기 구성과 
지속 관리 시간이 줄어 직원이 최소한만 필요하며 모든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총 소유 비용이 절감됩니다. 카메라와 
서버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또한 중앙에서 관리하며 관리 
작업이 더욱 간소해지고 카메라와 네트워크 종단점 수백 
곳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수고가 줄어듭니다. 

주요 장점

aimetis.com

Aimetis Enterprise Manager(AEM) 덕분에 워털루 시의 보안 관리 
방법이 바뀌었고 운영비와 위험 또한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Kevin Lobsinger,

공동 보안 및 구내 코디네이터,
워털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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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성

현장  관리

지원 제품

Aimetis 심포니 6.14 이상

Aimetis 실물 보안 어플라이언스 6.14 이상

지원 라이선스: 기본형,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Aimetis Thin Client 1.2 이상

관리

보안 브라우저 기반의 대시보드를 통해 웹으로 관리

중앙에서 관리 대상 제품 관리

역할 기반 관리

로컬 또는 클라우드에서 서버 백업 구성

소프트웨어 관리

설치된 Aimetis 소프트웨어의 재고현황

온프레미스 제품의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정책 관리

일반 설정

사용자

사용자 그룹 허가

유지 보수 설정

모니터링

하드웨어 필수 지표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스토리지, RAM과 CPU 사용량, 정전 모니터링

배포 모델

공용 클라우드 - Aimetis에서 인프라 제공 및 관리

사설 클라우드 - 고객이 인프라 제공 및 관리

온프레미스웹  대시보드

무접촉 
관리

상태 
모니터링

자동 
업데이트

장소 1

장소 2

장소 3

장소 4 
등...

주요 기능

• 전체 배포의 가시성과 제어 통합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원격 관리

• 자동 모니터링과 경보

•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안전한 SSL 암호화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