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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A-AIBOX
지능형 영상분석 서버

Specification

• 학습을 통한 AI 엔진과 분석 엔진 사용

• 다양한 AI 비디오 분석 패키지

• 감시, 선별관제, 영상 정보 수집 분석 , 출입 통제 등에 사용 가능

• Onvif 기반 제품에 적용 가능

모델명 EM-IA-AIBOX-04 EM-IA-AIBOX-16

채널 4ch 16ch

AI 엔진

탐지 학습을 통한 객체 탐지 및 분류 / (기본탑재) 사람, 자동차, 이륜차 / (선택사항) 남녀구분, 쓰러짐, 도난, 투기, 폭력, 안면인식, 이상음원

추적 다중 객체 추적

인식 얼굴 인식 (옵션:별도라이선스) / 차량번호 인식 (옵션:별도라이선스)

행동 분석 사람의 행동 분석 (옵션:별도라이선스/커스터마이징)

이벤트 트리거
(자동 실행 조건)

동작감지 침입, 점유, 배회, 멈춤, 들어옴/나감, 경계선

카운트 객체 카운트 [선, 영역, 대기줄(커스터마이징)], 이벤트 카운트

시스템 알람 인 입력, 주기적 확인

얼굴,차량번호판 인식(옵션) 얼굴 인식, 차량 번호판

다른 트리거와 결합 가능 (커스터마이징)

이벤트 동작

네트워크 동작 지원 이벤트 발생 시 (ONVIF, HTTP, TCP, E-mail)로 전송 가능

시스템 동작 지원 알람 아웃, RS485

사전 / 사후 스냅샷 가능

분석 보고서

카운터 객체 수(사람, 자동차, 자전거 등), 경계선 통과, 이벤트 카운팅

방문자 분석(별도라이선스) 나이, 성별, 특정인 (얼굴 인식)

대기줄 관리(별도라이선스) 대기줄 길이, 평균 대기 시간

히트맵/경로맵(별도라이선스) 가능

사용자 환경 웹 UI HTML5 웹 UI (플러그인 없음)

API ONVIF, REST

영상

입력 채널 최대 4ch 최대 16ch

최대 입력 해상도 4K @ 30fps (1080P @ 120fps) 4K @ 120fps (1080P @ 480fps)

통신 프로토콜 (입력) RTSP, ONVIF

지원 포맷 H.265 / H.264

최대 설정 가능 주석 수 4 + 1 (4분할 시) 16 + 1 (16분할 시)

모니터 출력 및 해상도 RTSP over TCP, RTSP over Websocket

알람 입/출력
알람 입력 4ch

알람 출력 1ch (Relay)

인터페이스

USB USB 2.0X 2ports

RS-485 1

LAN 10/100/1000Mbps x 1

기타 WATCHDOG Yes

전원
사용 전압 12V/2A adaptor

소비 전력 최대 20 W

동작환경 동작 온/습도 0ºC~40ºC, 10~90ºC NC

외형
사이즈(폭x길이x높이) 200 x 131 x 38

무게 (NET/KG) 0.6 / 1.1

※ 본 제품은 품질향상을 위해 사전 예고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ntelligent Video Analytics

• 주석(annotated)이 포함된 비디오 스트림과의 손쉬운 통합

• 다양한 API 및 프로토콜 (Onvif, REST, E-mail, TCP, RS485)지원

• HTML5 웹 기반 구성 (플러그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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