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etis E4000
Physical Security Appliance™
주요 장점
간편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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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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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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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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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I/O
네트워크 프로토콜
확장 스토리지

DHCP, SMTP, SNMP
NAS 이용

ONVIF

0~40˚C

제원(mm)

268W x 174D x 44H

무게

3.1KG

입력 전압

12VDC

컴플라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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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동 온도

주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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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FCC, RoHs
벽, DIN 레일 포함

설치 키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년

보증
* 맞춤형 제공

경보

IP 카메라

센서/중계
Aimetis 심포니
웹 클라이언트

Aimetis E4000
경보 패널
모바일 클라이언트
Aimetis 심포니
Windows 클라이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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