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어에서 “ProPTT2”로�검색하세요.
무료로�다운받아�이용해보실�수�있습니다.

스마트�디바이스�기반
세계�최초�영상�무전�서비스

www.proptt2.com



차세대�스마트�영상�무전�서비스
기존�음성�무전의�한계를�넘은 
다양한�영상�무전�서비스를�제공합니다.  

ProPTT2는 영상/음성 무전, 실시간 영상공유 무전, 그리고 기존 무전기와의 음성무전 호환이 가능한 스마트 

영상무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무전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당신의 스마트폰에 ProPTT2 앱 설치로 다양한 

영상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음성�무전(1:1, 1:N)

기존�무전기와의�음성무전�호환 

사용자�위치정보/무전내역  조회

스크린�오프시�무전키�사용�지원

강력한�무전통신�암호화�지원

실시간�영상공유�무전

텍스트�채팅/사진파일�전송

멀티채널�동시접속�지원

사용자간 SOS/관리자�긴급공지�전송

다양한 PTT 전용단말기/액세서리�지원

ProPTT2 스마트 영상무전



실시간으로�현장�영상을�보면서�음성�무전까지

ProPTT2 실시간�영상공유�무전

스마트폰�기반 실시간�영상공유�무전�서비스 

현장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영상 공유 중에도 사용자간 

음성 무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상공유와�동시에�음성무전/채팅�지원

HD급�영상품질�및�영상녹화�지원

외부카메라(USB/웹캠) 연결�가능

PC에서�최대 16개�영상�재생�가능

ProPTT2의 생생한 LIVE 영상공유 무전



ProGate는 IP 기반 무전 서비스 (IP-PTT, ProPTT2)와 기존 무전기와의 
음성무전 호환 환경을 제공하는 RoIP Gateway 장비입니다.

기존�무전기(UHF, VHF, TRS)와�스마트폰/PC 사용자간�음성무전�호환�지원

여러�개의�무전기�채널을�하나의�통합무전�채널로�구성�가능

ProPTT2 서버�시스템 / Cloud 시스템(ASP) 과의�무전기�연동�지원

다수의�장비�설치�환경에서�중복�락�방지�기능�제공

장비의�네트워크/계정/채널�관리를�위한�관리자웹�지원

무 기와 스마트폰이 음성무전을 주고 받다.  
ProGate 장비를�통해�무전기의�한계를�넘어섭니다.

KC, FCC, CE  획득

ProGate의 주요 특징

 2-way radio  2-way radio ProGate

ProPTT2 Server

ProPTT2 Applications
ProPTT2 Cloud Server

ProGate Cable



ProPTT2는 다양한 플랫폼 및 PTT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PTT 버튼

+ 기타 다양한 헤드셋/이어셋 등 지원 

주먹�마이크 스피커�마이크 유선 PTT 전용�이어셋

Android, Embedded / iOS / Windows applications & wearable apps 
GS(Good Software) 1등급 인증 획득

PTT Phone의�버튼에 ProPTT2 앱의�기능을�연결하여 
사용할�수�있습니다. 

ProPTT2는 다양한 유선/블루투스 액세서리를 지원합니다.

ProPTT2는 다양한 해상도의 스크린과 키패드, 

그리고 PTT 전용키와 SOS 하드키가 장착된 

PTT 전용 단말기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PTT 전용 단말기 지원



ProPTT2 서버패키지(SW)로�고객의�네크워크�환경과�서버�장비에�맞게�영상무전�시스템을�구축할�수�있습니다. 
(ProPTT2 애플리케이션�무료�제공)

고객은�별도의�시스템�구축�없이�아이엠피티티가�운영하는�클라우드�기반�영상무전�시스템을�통해�언제�어디서든 
ProPTT2 영상무전�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ProPTT2 애플리케이션�무료�제공)

ProPTT2 Server Package(SW)

ProPTT2 Cloud Service(AP)

영상 중심의 무전 서비스 제공

무전내역 및 영상의 서버단 저장

사용자/채널 정보의 실시간 동기화 지원

고객 시스템과의 통합 연동 및 확장 지원 
(Open API, SIP G/W, Plug-In)

기존 무전기와의 음성무전 호환

사용자 위치 관제 및 추적 서비스 제공

ProPTT2 앱에 고객 브랜드(로고) 적용 가능

시스템의 대용량 서비스 및 확장성 지원 
(이중화/클러스터링/로드밸런싱 등) 

Cloud 서비스�가입 Cloud 서비스�이용관리자�계정�생성 채널/사용자�등록

ProPTT2는�고객�요구에�맞는�최적의�서비스와�제품을�제공합니다.
고객�환경에�적합한�영상무전�서비스를�구현해�보세요.

ProPTT2 PC Client

ProPTT2 App 
(iOS)

ProPTT2 App
(Android)

ProGate 2-way radio

ProPTT2 Server

Trial

Mini

Standard
Enterprise

1. 손쉽게 영상무전 시스템 구축

2. 시스템 구축 없이, 영상무전 서비스 이용



무전기를�사용하여�현장과�사무동�간�관리�업무를�하는�경우
무전기�추가�비용�및�관리, 음영�지역�및�거리�제한으로�인한�통신�한계 

사무실에서�무전기를�들고�다닐�필요�없이 
무전기와�스마트폰끼리�통신�가능하여�무전기�거리�제한이 

넘어서는�곳에서도�커뮤니케이션�가능 

ProPTT2는 iOS/Android/Window SDK를�무료로�제공합니다.
고객은 ProPTT2 SDK로�기존의�앱에�영상무전�기능을�추가하거나�새로운�영상무전�앱을�구현할�수�있습니다. 

ProPTT2 SDK(Software Development kit)

3. 고객만의 영상무전 애플리케이션 구현

ProPTT2 홈페이지( www.proptt2.com ) 및 ProPTT2 개발자�사이트( dev.proptt2.com ) 에서�자세한�정보를�확인하세요!

ProPTT2,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PTT2 서버패키지/클라우드서비스, ProGate 도입

택시, 화물�운송�업체�등에서�무전기를�사용하여�통신하는�경우
통신�거리내에서만�대화�가능, 관리자의�전체�관제가�어려움

무전기�구매�비용�절감
관리자�웹을�통해�위치�정보�확인, 실시간�관제�가능

사고�발생�시�실시간으로�영상/음성무전으로�상황�파악

ProPTT2 서버패키지/클라우드�서비스�도입



MEMO

주식회사 아이엠피티티

ProPTT2 홈페이지 ProPTT2 개발자사이트

www.proptt2.com

ProPTT2 서비스/제품 소개
ProPTT2 앱 다운로드

ProPTT2 SDK 다운로드
기술 문서 및 개발 가이드 제공

dev.proptt2.com

www.imptt.com | www.proptt2.com
(0733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10층  Tel. 02-575-8366   Email. biz@imptt.com

ProPTT2 사이트를�방문하시면�더�많은�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