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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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metis.com



특징 및 사양

자세히 보기 aimetis.com © 2016 Aimetis Corp. Aimetis, Aimetis 심포니는 여러 사법지역에서 Aimetis Corp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밖의 회사 이름과 제품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당사는 예고 없이 개작할 권리가 있습니다. 

후면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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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1개(108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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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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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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C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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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iPad
Andr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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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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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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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