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세스 제어.
이용하기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Protege WX는 격이 다른 일체형
액세스 제어, 침입 감지, 빌딩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설치가 빠르고 사용이
쉽습니다. 웹 기반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앱이 사무실, 집 또는 도로 등 어디에서나
유통성 있게 작업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듈식 하드웨어 설계 덕분에 요구 사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 규모를 확장
및 축소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빠릅니다.
사용이 쉽습니다.

설치해야 할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배포가
빠르고 간단합니다. 웹 기술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복잡성 및 제약을
없애 줍니다. 웹브라우저가 친숙하고
인터페이스가 사용하기 쉬워서 배우기가
확실히 수월합니다. 하나로 통합된
솔루션이라서 설치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을 절약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팀을 훈련합니다.

액세스 제어 및 침입 감지.
하나로 통합된 솔루션.

전통적으로 액세스 제어 및 침입 감지
시스템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ProtegeWX는 이것들은 하나로 통합하여
결합력 있고 통일된 단일 솔루션을
제공하므로 내부에서 액세스를 추적 관찰
및 제어하면서 원치 않는 외부 방문자를
차단하도록 돕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액세스.

웹 인터페이스와 모바일 앱이 완전한
융통성을 제공해주므로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비즈니스 환경을 설정하고,
제어하고 추적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상태, 보안경비 기능 활성화
또는 활성화 해제, 조작 표시등, 자물쇠,
신호체계, 난방, 심지어 카메라까지
확인하세요. 모바일 자격 증명은 모바일
장치로 카드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솔루션이
더욱 보완됩니다.
“WX는 제가 이제껏 프로그램해 본
시스템 중 가장 복잡하지 않은 시스템에
속합니다. 지원이 상당히 폭넓은 데다가
제품은 고객에게 쉽고 빠르게 전환하게
해줍니다.”
필립한, C&S 스페셜티 시스템

데이터 보안.

공개 표준.

ICT의 보안 암호화 알고리즘
및 최신 HTML5 웹 표준이
데이터를 컨트롤러상에 안전하게
잠가둡니다. 선택적 암호화
백업 파일은 사이트 외부 또는
클라우드에 보관됩니다.

공개 표준은 데이터가 잠겨 있지 않게
해줍니다. SALLIS, Aperio, 및 Savant
같은 타사 제품과 통합하거나 ICT 자동화
및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보유하여 사용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통합을 생성해 보세요.

신뢰할 수 있는 품질.

모든 ICT 제품은 본사의 최첨단
특수 목적성 프레미스에서 매우
우수한 품질 및 안전을 보장하는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제품을
100% 사용하여 설계, 제조 및
배송됩니다.

Protege WX 시스템을 탐험해 보세요.

Protege WX 스타터 키트

Protege WX 컨트롤러

확장 모듈

시스템을 신속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를 제공하는
옵션으로 설계하였습니다.

1 도어 또는 2 도어 모델로 이용
가능한 컨트롤러는 ProtegeWX의
시스템 및 중앙 처리 기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확장 모듈의 범위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확장 및 축소하는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tSec 리더

키패드

모바일 솔루션

블루투스 및 NFC 기능을 탑재한
tSec 리더는 Protege 모바일 앱
및 모바일 자격 인증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도어를 잠금해제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입구 또는 도어 근처에
위치한 키패드는 시스템 내의 다양한
아이템을 추적 관찰 및 제어하게
해주고 특정 지역의 보안경비 기능을
활성화 및 활성화 해제하도록
도와줍니다.

Protege 모바일 앱으로 이동 중에
비즈니스를 추적 관찰 및 제어하고
자격 증명을 사용하여 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액세스해 보세요.

오늘 작게 시작해서, 내일 크게 성공하세요.

모듈식 하드웨어 설계로 크든, 작든, 주거용이든, 상업용이든 모든 설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확장 가능한 모듈 덕분에 요구 사항 변경이 있을 때마다 시스템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최대
용량에 도달하면 기업 수준 Protege GX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더많은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www.ict.co/Protege-WX를 방문하거나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여 Protege WX
솔루션이 제공 가능한 이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미국 1855 428 9111. 캐나다 1647 724 3428. 유럽 44 1625 800078.
호주 1800 428 111. 뉴질랜드 0800 428 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