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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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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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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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 Symphon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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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 Symphony™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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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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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 Corp
500 Weber Street North
Waterloo, Ontario, Canada
전화: +1 519 746 8888
팩스: +1 519 746 6444
www.aimetis.com

번호판 자동 인식

PTZ 자동 추적

떠나고 없어진
품목 탐지

동작 감지 신호 손실 카메라
탬퍼링

실내 인물 추적

실외 인물과 차량 추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