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복잡성. 
단순하게.
Protege GX는 운영과 통합이 
쉽고, 확장하기 쉬운 기능을 갖춘 
엔터프라이즈 수준의 통합 출입 
통제, 침입자 탐지 및 건물 자동화 
솔루션입니다. 

최종 사용자를 위한 설계.
최종 사용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Protege GX는 그래픽 평면도와 시스템 
통제 및 감시를 위한 맞춤형 상태 
페이지를 갖춘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경보 및 이벤트 필터를 사용하여 
표시된 이벤트와 경보 데이터를 정렬하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및 설정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통합 가능성.
다양한 타사 시스템과 통합하면 
현장에서 이미 사용 가능한 인프라 
및 IT 투자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기존 
기술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성 솔루션이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의 다양한 맞춤형 통합 
도구를 통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적합한 
솔루션을 맞춤 구성할 수 있는 완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액세스.
모바일 자격 증명은 모바일 장치로 
카드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솔루션이 더욱 
보완됩니다.

손끝에서 모든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Protege GX는 광범위한 
보고 기능을 제공하며, 예약된 시간에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정의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필터링과 유연한 보고 
옵션을 통해 상세하고 관련 있는 이벤트 
정보를 빠르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 입력 시 실시간 필터링 가능
> 맞춤형 복합 필터
> 드래그 앤 드롭으로 정렬
> 소프트웨어에서 직접 인쇄, 저장 및 

이메일 전송



쉽게 확장 가능 
비즈니스는 정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요구 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Protege GX의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싱 
모델을 사용하면 현장을 쉽게 확장 할 
수 있고, 비즈니스와 함께 성장하는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기능과 유연한 모델을 통해 
불필요한 기능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라이센스에는 강력한 보고 기능, CCTV 
통합, 완전히 맞춤 가능한 상태 페이지, 
그래픽 평면도 등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 수, 이벤트, 일정, 구역 
또는 하드웨어 확장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유연한 라이센스 팩에는 출입문, 
카메라에 사용 가능하고 기타 여러 
기능을 지원하므로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시스템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상한
(또는 라이센스 한도)은 라이센스 비용의 
급증을 방지하고, 아무리 시스템을 크게 
확장해도 처음부터 소프트웨어 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인 비용이나 달갑지 않은 청구서가 
없습니다.

비디오 관리 시스템
Protege GX의 강력한 기능을 타사 비디오 
관리 시스템과 결합하여 완전한 기능을 

갖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통합을 통해 카메라를 제어하고 사용하기 
쉬운 단일 인터페이스로 실시간 및 과거 

비디오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선 및 오프라인 잠금 솔루션
Protege 시스템을 무선 및 오프라인 잠금 
솔루션과 통합하여 통상 유선 출입문과 

관련된 한계, 비용, 불편함 없이 기존 출입 
통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시스템
Protege GX는 출입문 통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가 포함된 
건물은 통제를 위해 층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엘리베이터 통제 

시스템을 통합하면 건물 보안이 강화되고 
출입 인원의 흐름이 개선됩니다.

생체 인식
스마트폰 잠금 해제부터 공항 보안에 

이르기까지 생체 인식 기술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생체 인식을 사용하여 사용자를 인증하고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은 건물 및 점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건물 관리 
시스템 (BMS) 과 결합하여 매우 현명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스마트 빌딩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맞춤형 통합 도구
맞춤형 통합 도구를 사용하면 최종 
솔루션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특정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제약 없이 거의 
모든 타사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복잡성.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더많은 정보를 얻을수있습니다
www.ict.co/Protege-GX를 방문하거나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여 Protege G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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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