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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Symphony™ 7

네이티브 비디오 분석장치가 내장된 최고의 
확장형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

Aimetis Symphony 7(Aimetis 심포니 7)은 인텔리전트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VMS)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설정과 

사용이 간편해 단일 서버는 물론 중요 업무용 다중 서버 배포에도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심포니는 간편하고 안전한 클라우드 내 관리자 클라이언트를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며 업계 최고의 네이티브 분석장치를 

겸비해 차원이 다른 성능을 구현합니다.

• 시중 제품 중 최고의 확장형 VMS

• 네이티브 분석장치

• 고급 보안

•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관리

• 최저 총소유비용

Symphony 확실한 결과를 선사합니다

Aimetis 심포니는 저희가 찾던 바로 그 인텔리전트 비디오 감시 
솔루션입니다. 어떤 기상 상황에서도 안정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분석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래서 감시 솔루션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Aimetis 심포니는 공항 보안과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며 비상조치반에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Michael Zaddach, CIO- IT 
Volkswagen Sachsen GmbH, Zwickau
보안 및 공동 프로젝트 매니저

뮌헨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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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생태계
Acercial 기성품 하드웨어. 수천 가지 네트워크 카메라와 
인코더는 물론 Onvif Profile S, Profile G 같은 산업 
표준도 지원합니다. PSIM, 침입, 액세스 관리 제품과 
다양하고 손쉽게 통합돼 이벤트를 빈틈 없이 감시하
므로 운영자 효율이 높습니다. 또 REST API를 채택해 
독자 솔루션에 고착될 우려가 없습니다.

최저 총소유비용
심포니는 서버를 통합하고 Microsoft Licensing을 
줄이고 사용자 효율을 개선하여 총 소유 비용을 최저 
수준으로 떨어 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록 서버가 책임을 맡는 독특한 멀티 서버 아키텍처로 
관리 서버가 필요 없으며 Windows Clustering이 필요 
없는 서버 장애 조치 기능이 소프트웨어에 내장되어 
있어 Microsoft Licensing이 적고 구성 복잡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이티브 비디오 분석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분석장치 전용 서버가 필요 없으므로 서버에 필요한 
공간이 작고 운영 효율이 높습니다.

간편한 사용
간소화된 HTML5 기반의 웹 클라이언트가 관리용으로 
사용됩니다. 관리자는 Windows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유지하는 대신 여기서 편리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전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Windows 기반의 운영자 클라이언트는 비디오와 경보 
모니터링 전용입니다. 복잡함을 없앤 비디오 중심 디자
인이므로 운영자는 비디오 모니터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클라이언트

주요 장점

카메라  메뉴
카메라 목록에서는 카메라 
탐색은 물론 녹화 상태, 동작, 
경보 이벤트 등 카메라 상태도 
확인 가능합니다.

비디오  패널
별도의 재생 탭을 열지 않고도 
각 패널에서 실시간 영상을 
보거나 기존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비디오 위에 분석장치 장식이 
오버레이돼 관심 영역에 관한 
시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맥락에  충실한  도구  모듬
비디오 위에 오버레이 도구 
모음을 통해 현재 작업에 관련된 
버튼만 표시되므로 화면이 
깔끔합니다.

웹 기반 관리자 클라이언트

카메라  템플릿
카메라에 템플릿을 만들어 
적용하면 중앙에서 카메라 
구성을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치  액세스
심포니는 전자 액세스 제어 
통합을 매우 다양하게 또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마법사
자동 검색 마법사로 사용자가 
카메라를 간단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추가, 이름 
설정, 구성, 이 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추가  기능
카메라 별로 비디오 
분석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높은 확장성
Aimetis 심포니는 비디오 녹화와 스트리밍에 모두 
최적화돼 있어 현장 하드웨어가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관리자에게 전용 HTML5 기반 웹 클라이언트가 
제공되므로 Windows 기반의 관리 클라이언트를 
설치하고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웹 클라이언트는 
보안이 뛰어난 SSL 암호화를 통해 세계 어디서나 주요 
브라우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심포니는 Aimetis Enterprise Manager™를 이용해 
중앙에서 Symphony를 관리하므로 다중 사이트 배포 시 
관리자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성, 상태 모니터링 모두 중앙에서 
관리해 강력한 최신 비디오 배포를 실현하고 동시에 
가동중지 시간과 운영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네이티브 분석장치
심포니는 처음부터 비디오 분석장치를 지원하고자 
개발되었습니다. Aimetis 서버 기반 또는 내장 
분석장치가 완벽하게 지원되며 메타데이터 엔진을 
통해 타사 애플리케이션도 지원됩니다. 분석 애플리케
이션으로는 동작 추적, 자동 PTZ 추적, 인원수 계산, 
기타 감시 비디오의 녹화 및 사용을 최적화하는 
애플리케이션 등이 있습니다.

고급 보안
심포니는 모든 통신 방식에 SSL 암호화를 이용해 
안전한 배포를 실현합니다. 정기 침투 테스트를 적극 
실시해 심포니의 잠재적 보안 약점을 찾아 해결합니다.

서버와 스토리지 Failover 
Aimetis 심포니는 효율적인 장애 조치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 고가의 Microsoft Clustering과 추가 서버가 필요 
없습니다. 고가용성 VMS를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Aimetis Symphony Mobile™

주요 기능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관리

웹 기반 관리자 클라이언트

Aimetis Symphony Mobile로 항상 연결 상태가 유지돼 중요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으로 Aimetis 심포니와 
E4000/E7000 Physical Appliance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영상 
보기 및 재생, 팬 틸트 줌(PTZ) 카메라 제어, I/O 장치 관리, 경보 
푸시 알림 받기 등 기능이 다양합니다.

안드로이드 및 iOS 장치 지원

트랜스코딩 없이 h.264 비디오로 
실시간 보기 및 재생 

비디오 분석 지원

PTZ 관리

경보 관리

다중 서버에 연결

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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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 서버별 카메라 무제한

• 에지 스토리지 지원

• 경보 자동 반응

• 멀티 스트림 카메라 지원

• 동작 또는 경보 시 연속 녹화

• 통합 사이트맵

• 모바일 기기(iOS/안드로이드) 지원

• 비디오 분석장치 지원

프로페셔널

기본형의 기능 외

엔터프라이즈

프로페셔널의 기능외

업계에서 가장 단순한 라이선싱 모델
카메라 당 라이선스 하나. 숨은 비용 無. 끝.

• 서버 Failover

• 스토리지 Failover

• 비디오 월

• GIS 매핑

• 로드 밸런싱

• 다중 서버 지원

• Microsoft Active Directory 통합

• 타사 시스템과 통합
 (예: 전자 액세스 관리 통합)

Aimetis Physical Security Appliances™
Aimetis Physical Security Appliance(실물 보안 어플라이언스) 제품과 함께 하면 업계 최고의 
비디오 관리 시스템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용 소형 폼팩터 하드웨어를 
Aimetis 심포니와 결합하여 고성능 인텔리전트 비디오 감시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공간이 
협소한 소매점과 주유소, 가혹한 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치가 까다롭지 않고 간단히 
네트워크 비디오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E4000
카메라 최대 32대 설치

Aimetis 네이티브 분석장치
Aimetis 심포니 7과 빈틈 없이 통합되는 비디오 분석을 
구현하여 IP 영상을 소극적인 모니터링 도구 이상으로 
만듭니다. 각 분석은 실물 보안과 비즈니스 정보 응용분
야에 맞게 설계돼 있어 여러 업종에서 가치를 
발휘합니다.

실시간 알림, 스마트 비디오 검색, 신고 기능을 겸비한 
Aimetis 네이티브 비디오 분석장치는 조직에서 
네트워크 영상을 캡처하고 사용하는 방식에 일대 
혁신을 일으킬 것입니다.

모든 라이선스에 무료 분석 가능
Aimetis 심포니 7 구입 시 라이선스 수준과 관계없이 지능형 
비디오 분석 엔진 세 가지를 드립니다. 

번호판 자동 인식

PTZ 자동 추적

떠나고 없어진
품목 탐지

동작 감지 신호 손실 카메라
탬퍼링

실내 인물 추적

실외 인물과 차량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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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E4000 Series Physical 
Security Appliance
Aimetis E4000 Physical Security Appliance(실물보안 
어플라이언스, PSA)는 감시 시스템의 규모를 줄이고 
동적으로 유지해 줍니다. E4000 PSA는 전용 하드웨어와 
Aimetis Symphony™ 비디오 관리를 한 데 결합한 완벽한 
감시 비디오 관리 시스템입니다. E4000 시리즈는 공간이 
협소한 소매점, 주유소, 가혹한 환경 등 공간적 제한이 있는 
환경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고성능이라고 반드시 복잡할 이유는 없습니다. 온보드 
Intel® Celeron® 프로세서의 열발생이 매우 낮고 냉각 요건이 
적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제공하므로 안정성과 
수명이 개선됩니다.

튼튼한 알루미늄 케이스의 양쪽 열배출 핀에서 프로세서의 
열을 내보내므로 상용 기성품 PC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벽이나 랙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유연성이 좋아 어떤 상황에도 손쉽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Aimetis E4000
Physical Security Appliance™

간편한 사용
Aimetis E4000 Series PSA는 업계 최고의 비디오 관리 소프트
웨어와 네이티브 분석 지원, 보고 기능을 한 데 모은 간편한 
제품입니다.

Aimetis 심포니 내장 소프트웨어
수상 실적에 빛나는 Aimetis 심포니 VMS가 각 E4000 PSA에 
직접 내장되므로 카메라 최대 32대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단일 장치에서 완벽하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고성능 장치를 쓴다면 타사 제품과 하드웨어를 함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유연한 배포
E4000의 배포 옵션은 대단히 유연합니다. 열발생이 적고 
내장 또는 NAS를 이용한 확장형 스토리지에 소형 
폼팩터까지 결합된 제품이므로 공간 제약이 있고 큰 
하드웨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설치하기에 적합합니다.

 
추가 제품

Aimetis PSA는 단순한 독립형 솔루션 그 이상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 새로운 보안 관리 방식이 지배하는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metis Outdoor Object Tracker™, 
Thin Client™, Aimetis Enterprise Manager™ 등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중앙에서 간편하게 전체 보안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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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Aimetis 심포니 인텔리전트 비디오 관리 소프트웨어로 구동

• 팬 없는 핫스왑 3.5인치 하드 드라이브 소형 폼팩터

• 카메라 최대 32대 설치 지원

• 다양한 카메라 제조사 지원

• 통합 I/O

• PC 및 내장 비디오 애널리틱스 지원

• Windows 클라이언트, 웹, iOS/안드로이드 장치 등의 보기 
 옵션

• 온보드 DHCP 및 SMTP 서버로 별도의 카메라 네트워크 구성 
 용이

• 벽 마운트, DIN 레일, 데스크톱 등 유연한 설치 옵션

• Aimetis Enterprise Manager를 통한 중앙 어플라이언스 
 관리

모델

OS

비디오 스토리지

VMS

기본 라이선스

이더넷

USB

통합 I/O

네트워크 프로토콜

확장 스토리지

ONVIF

작동 온도

제원(mm)

무게

입력 전압

컴플라이언스

설치 키트

보증

E4000 E4020
64GB mSATA

심포니 기본형

GbE 2개 
4

8/8

DHCP, SMTP, SNMP

NAS 이용

예

0~40˚C

268W x 174D x 44H

3.1KG

12VDC

CE, FCC, RoHs

벽, DIN 레일 포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년

IP 카메라

Aimetis 심포니  
웹  클라이언트

Aimetis 심포니  
Windows 클라이언트

경보

경보  패널

센서/중계

1TB 4TB

2 24

Aimetis E4000

모바일  클라이언트

E4010 E4040 E4060

2TB* 6TB

1684

* 맞춤형 제공

특징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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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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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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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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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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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Thin Client™

Aimetis Thin Client
기존 카메라와 작동하지 않는 비디오 디코더가 문제입니까? 
감시 영상을 표시하고 확인만 하는 데 값비싼 VMS 클라이언
트에 비용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Aimetis Thin Client는 네트
워크 비디오 제조사 30곳 이상의 1080p 비디오를 쉽게 표시하
도록 설계된, 간편하고 경제적인 고효율의 개방형 
제품입니다. 

씬 클라이언트는 IP 감시 비디오와 프로모션 영상 표시라는 
두 가지 목적에 적합합니다. 설치하기 쉽고 작기 때문에 병원, 
은행, 소매업체 매장처럼 공간 제약이 있는 장소에 적합한 
장치입니다.

개방성과 유연성
Aimetis Thin Client는 30개 이상의 네트워크 카메라 제조사를 
지원하므로 기존 보안 배포와 신규 프로젝트에 쉽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설치 시간은 5분 미만이며 iPhone, Android 
앱과 연결하면 카메라와 멀티 스크린 레이아웃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이니지 
내장 HDMI 출력을 이용하면 씬 클라이언트의 소형 폼 
디자인과 디스플레이의 1080p 고화질 디지털 사이니지 
표시 기능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뒤나 TV, 벽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 
화면 배치가 유연하고 매장 내 디지털 광고나 중요한 
공지사항 알리기에 적합합니다.

쉬운 비디오 재생과 내보내기
Aimetis 심포니 VMS와 완벽하게 연결되어 감시 비디오를 
간편하게 재생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부용 
또는 관계 당국에서 화질 저하 없이 빠르고 저렴하게 감시 
영상을 검토하고 내보내야 할 때 적합합니다.

 
총소유비용 절감

씬 클라이언트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필요한 성능을 
구현합니다. 팬 없는 PoE 탑재 제품으로 에너지 소모량이 
Windows PC의 95%입니다. IT 관리가 안전하고 단순해서 
최종 사용자를 많이 교육하지 않아도 돼 장단기 비용이 크게 
절감됩니다.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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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사양

후면 포트

Linux

HDMI 1개(1080p) 

1: 1920 x 1080 @ 30 fps

4: 960 x 540 @ 25 fps

6: 640 x 450 @ 20 fps

9: 640 x 360 @ 20 fps

12: 480 x 270 @ 10 fps

16: 480 x 270 @ 10 fps

제어 옵션

마우스 제어

터치 스크린

HDMI-CEC
웹

iPhone, iPad
Android

하드웨어 사양

OS

비디오 출력

지원 보기

비디오 압축

USB 2.0 포트

이더넷

보안

네트워크 프로토콜

작동 온도

스토리지 온도

제원(mm)

무게

전원

컴플라이언스

설치 키트

포함 액세서리

보증

H.264, MPEG-4, 모션 JPEG

2

기가바이트 1개

비밀번호 보호

TCP, UDP, IP, HTTP, RTSP, ICMP, ARP, DHCP, DNS

0~45ºC

-20~45ºC

175W x 120D x 35H

600g

Power over Ethernet IEEE 802.3af Class 3, 최대 8.5W

CE, FCC, RoHs

벽, VESA(별매)

HDMI 케이블 1개, 설치 가이드

2년

스마트 2뷰 분리 화면 디스플레이

스위치

모니터

Aimetis 
Thin Client

모바일 클라이언트

마우스

USB

HDMI

리모컨

심포니 서버

IP 카메라

IP 카메라

(옵션)

터치 모니터
(옵션)

주요 기능

• 30개 이상 네트워크 비디오 제조사의 고화질 1080p 비디오 
 디코딩 
• 실시간, 재생, Aimetis 심포니 연결 시 비디오 내보내기 기능

•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스트림

• VESA, 벽, 데스크톱 설치 옵션

• 에너지 사용 절약을 위해 PoE 탑재

• Aimetis Enterprise Manager 통합으로 중앙에서 펌웨어 
 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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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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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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분석장치의 시설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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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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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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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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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사양

지원 제품

Axis ARTPEC-4 / 5 카메라와 AXIS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원하는 비디오 인코더*

Aimetis 심포니 6.14.2 이상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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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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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Automatic 
License Plate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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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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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People Counter™

Aimetis 인원수 계산기
정확한 방문자 계산이 대단히 중요한 매장이나 시설에서는 
더 이상 부정확하고 복잡하며 값비싼 타사 솔루션으로 출입 
인원수를 셀 이유가 없습니다.

Aimetis 인원수 계산기는 매우 정확한 실내 인원수 계산용 
솔루션으로 출입자 파악에 제격입입니다. 손쉬운 보고서 
내보내기를 통해 간단하게 트래픽 트렌드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므로 안전과 보안, 손실 예방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imetis 인원수 계산기는 소매 환경, 학교, 은행, 
오락 시설, 감옥, 공항 등에 적합합니다.

손실 예방 및 안전 개선
Aimetis 인원수 계산기의 카메라 바로 보고 기능을 이용하면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는지 실시간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방문객이 아직 시설 내부에 남아 있는지 
알아보기에 적합하며 손실을 예방하고 당직 직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계산줄과 지능형 계산 
방식으로 높은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소매 사업 정보
Aimetis 인원수 계산기의 동적인 보고 기능을 통해 출입 
보고를 모니터링하면 방문자 수와 추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매장 방문객이 많은 날과 시각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인건비를 낮추고 동시에 고객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매를 촉진하는 프로모션 또는 행사에서는 실내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를 당일의 거래 속도와 비교하여 행사의 효과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Aimetis 인원수 계산기와 함께 하는 
사업 정보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드웨어 공간 절감과 정확도 향상
Aimetis 인원수 계산기의 비디오 분석 및 보고 기능은 중앙 
서버 대신 카메라에서 바로 실행되므로 비디오 분석장치의 
확장성이 매우 큽니다. 필요한 하드웨어 공간이 줄어들고 IT 
인프라가 최소화되며 비용이 절감되는 가운데 매우 정확한 
인원수 계산이 가능합니다. 

주요 장점

특징 및 사양

라이선싱

카메라 대당 한 라이선스

라이선스 포함 사항

비디오 분석(양방향 인원수 계산)

카메라 바로 보고

Aimetis Symphony™ 기본형, 프로페셔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과 완벽하게 통합

사양

지원 카메라: ARTPEC-3 , ARTPEC-4, ARTPEC-5 CPU를 

지원하는 AXIS 카메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권장 카메라 각도: 머리 바로 위

권장 카메라 높이: 3~5미터(12~20 ft)

웹 인터페이스: Internet Explorer 8 이상

부품번호: AIM-AX-PC

* www.axis.com 참고

실시간  보기

보고

주요 기능

• 에지 분석에 추가 하드웨어 투자 불필요

• 높은 정확성, 양방향 인원수 계산

• 웹 기반 인터페이스로 인원수 계산에 관한 
 상세 보고서를 읽고 내보내기가 간편

• Microsoft Excel로 바로 보고서 내보내기

• 소매점 내 직원 보고서 생성

• 설정과 구성이 간단해 기술 직원이 아니어도 최소한의 
 교육만으로 쉽게 모니터하고 보고서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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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etis Maintenance & Support™

Aimetis 유지 보수와 지원은
소프트웨어 투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종합 상품입니다.

주요 장점

우선 지원
경험 많은 지원 인력과 개발자로 구성된 글로벌팀이 도와드리
므로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선 지원 포함 내역

• 전화, 이메일, 웹 지원

• 원격 데스크톱 지원

• 버그 검토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오면 추가 비용 없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주요 구성

• 새 기능과 개선사항

• 짧은 주기 릴리스로 제품 결함 해결

상태 모니터링
Aimetis Health Monitoring(상태 모니터링)을 통해 파트너 
포털(Xnet)의 서버와 카메라 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Xnet
에는 주기적으로 상태 정보가 기록됩니다. 상태 모니터링에서는 
다음 정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스토리지 사용량

• 연결 장치의 상태

• 서버의 일반 정보(버전 등)

클라우드 백업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서버 구성을 원격으로 백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간격을 설정해 두면 서버를 통해 자동으로 백업을 
완료합니다.

유지 보수와 지원에 관한 고객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Aimetis Maintenance and Support (유지 보수와 지원)의 
가치는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기술 지원에서는 Aimetis의 
직원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 Lawton Mauai, Marriott Ko Olina Beach Club

전문적이고 풍부한 지식을 갖춘 지원 서비스. 저는 크게 
감동했습니다.
- Matthias Toepp, Toepp Electric

Aimetis의 기술 지원은 늘 훌륭합니다. 기술 지원 담당자가 
언제나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완벽히 해결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 Craig Thomson, Telsco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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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비교

기간

지원 횟수

셀프서비스 지원

연락 옵션

무료 버전 업그레이드(기간 이내)

우선 버그 수정

서버 간 라이선스 이전

원격 지원

클라우드 백업

상태 모니터링

최초 응답시간

이후 응답시간

유지 보수와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서버
새 라이선스 취득 후 90일

팜당 연간 3회
•

이메일, 웹 지원
•

높은 우선순위: 다음 영업일
중간 우선순위: 2 영업일
낮은 우선순위: 3 영업일
높은 우선순위: 2 영업일
중간 우선순위: 3 영업일
낮은 우선순위: 4 영업일

유지 보수와 지원이
포함된 서버

1~5년
무제한

•

전화, 이메일, 웹 지원

•

•

•

•

•

•

높은 우선순위: 4 영업시간
중간 우선순위: 8 영업시간
낮은 우선순위: 다음 영업일
높은 우선순위: 8 영업시간
중간 우선순위: 2 영업일
낮은 우선순위: 3 영업일

Aimetis 프로페셔널 서비스
우리 기업만의 고유한 보안 소프트웨어 요건에 맞는 솔루션을 찾으십니까? Aimetis Professional Services(프로페셔널 서비스)는 
다양한 컨설팅, 맞춤 개발, 지원 연장 옵션을 통해 이러한 요구 조건에 부응합니다.

컨설팅

Aimetis는 단순 조언부터 전체 시스템 
설계까지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 전문 
컨설턴트들이 포진한 팀이 어느 산업이든 
크고 작은 지원 시스템의 설계, 실행, 
지원을 도와드립니다.

• 확장 및 건축 설계

• 중복 제거 및 재해 복구 계획

• 고급 시스템 구성

맞춤 개발 
Aimetis 제품은 폭넓고 깊이 있는 
플랫폼으로 완벽한 비디오 솔루션의 
구축이 가능합니다. 당사 제품은 다양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지만 프로페셔널 
서비스팀에서는 고객 솔루션의 확대와 
보강을 통해 아무리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라도 충족해 드립니다.

• 새 기능 배포

• 맞춤 레이아웃 디자인과 리브랜딩

• 타사 시스템 통합

지원 연장
Aimetis 유지 보수와 지원 프로그램에
서는 업무시간 중 중요한 설치를 든든히 
지원하는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중요 
업무용 시스템의 경우 기본 지원 이상의 
서비스가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Aimetis 프로페셔널 서비스는 특별한 
경우 지원을 연장해 드립니다.

• 현장 지원

• 수명 말기 제품 지원

• 시스템 상태 점검

우선  지원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상태  모니터링 클라우드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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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교육

엔터테인먼트 & 
숙박

정부

의료

제조

소매

교통

전 세계 산업용 
네트워크 비디오 
관리 솔루션 제공

Aimetis Corporation
500 Weber Street North
Waterloo, Ontario, Canada N2L 4E9
1-519-746-8888
info@aimetis.com

aimet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