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VETM PTX 관제 솔루션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WAVETM PTX 관제(디스패치) 솔루션은 일상의 업무를 더욱 편리하게 해 줍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어 있다면 어디
서든 로그인해 리소스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조율할 수 있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
다. WAVE PTX 관제 솔루션과 함께라면 클릭 한 번으로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작업 설정 가능
WAVE PTX 관제 솔루션은 PC가 아닌 클라우드에 위치하고 있어 유지보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인터넷에만 연결되어 있
다면 표준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WAVE PTX 관제 솔루션에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어디서든 팀원, 현장 인력과 WAVE PTX 통신을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 터치(클릭으)로 커뮤니케이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그룹 또는
개인과 곧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세부 정보 공유
디테일이 중요할 때 팀원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합 메시지 기능으로 그룹/개인에게 익숙한 메시지 형식으로 텍스트, 사진,
영상,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주소나 지점을
검색해 업무 조율 및 계획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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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음성 관제
최대 20개 토크그룹 모니터링
•일대일, 그룹, 브로드캐스트 PTT
•상태 표시(연락 가능, 방해 금지, 오프라인)
•우선순위 토크그룹 스캐닝
•음성 메시지 폴백
•통화 로그, 기록
•오버라이드 감독
•경보(Alerts)

통합 메시지
멀티미디어 정보 교환
•텍스트
•사진 (GIF, JPEG, PNG)
•영상 (MPEG-4)
•오디오 파일 (AAC, MP3)
•문서 (PDF)
•위치 정보

위치와 맵핑
지도에서 구성원의 위치 확인
•지도에 사용자 표시
•지도 보기 선택
•자동/수동 위치 업데이트
•주소 또는 지점 검색
•위치 이력 및 다시보기
•인맵(in-map) 커뮤니케이션
•지오펜싱

컴퓨터 요구사양
하드웨어

프로세서 : 듀얼코어 2.1 GHz (최소) Intel Core i5 이상
RAM (권장) : 8 GB (최소)
헤드셋, 스피커 지원 표준 사운드카드

운영체제

Windows 8.1/10 Pro 또는 Enterprise 32-bit 버전
Windows 8.1/10 Pro 또는 Enterprise 64-bit 버전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11, Chrome 45 이상

데이터 연결

2 Mbps 이상

입력 액세서리 장치

외장 마이크(1/8”잭)
PTT 헤드셋(USB)
내장 마이크(시스템 하드웨어 지원)

출력 액세서리 장치

외장 스피커(USB, 1/8”잭)
PTT 헤드셋(USB)
내장 스피커(시스템 하드웨어 지원)

시스템 및 처리용량
WAVETM 시스템

WAVETM PTX

토크그룹 용량

130

연락처 용량

300

문자 메시지

최대 2,000 자

사진 메시지

GIF, JPEG, PNG / 15MB

영상 메시지

MPEG-4 / 15MB

음성 메시지

AAC, MP3 / 15MB

문서 첨부

Adobe PDF

자세한 정보는 www.motorolasolutions.com/kr/waveptx-solutions에서 확인하십시오.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9층

제품 및 구매 문의

Tel. (무료, 국번없이) 00798 14 800 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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