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etis People Counter™
주요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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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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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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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com

특징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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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싱
카메라 대당 한 라이선스

실시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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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히 보기 aimetis.com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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