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홈 판매자를 고려한 설계
• 고객이 즉시 설치하고 즉시 사용 가능

• 푸시버튼을 이용한 간편한 페어링 및 환경설정

• 주요 표준 라디오 프로토콜과 호환되며 전용 프로토콜과도 쉽게 작동합니다.

• 100 Over-The-Air 제품 상태 관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오버키즈 클라우드와의 안전한 통신 

• 온라인 모드 및 오프라인 모드

하나의 브랜드에만 적용되는 솔루션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오버키즈 키즈박스는 사용자 

정의가 가능한, 스마트 홈 프로젝트에 최고로 적합한 다중 프로토콜 박스입니다.

키즈박스를 사용하면, 난방, 창문, 출입문, 조명, 보안, 적산전력계, 가전 제품 등과 같은 

호환가능한 제품의 당사의 대규모 에코시스템으로, 고객에게 추가적인 서비스와 새로운 

가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다중 프로토콜

스마트

시나리오

사용자 정의  

가능 빠른 설치

적응성이 가장 뛰어난 다중 
프로토콜 홈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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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라디오 프로토콜 지원
키즈박스는 동시에 2개의 기본 무선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추가 라디오 프로토콜 지원 (USB 사용               ) 

최대 3개까지 무선 USB 어댑터를 추가할 수 있어 동시에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오버키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모든 기기를 쉽게 페어링 할 수 있는 앱

• 고객이 모든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하고 스마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앱

• B2B 또는 B2C 사용자를 위한 자신만의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API 문서화 도구

• 설치된 장비를 원격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자 관리(E-maintenance)도구

기술 데이터

전원공급장치 AC/DC 100-240V ~ 50-60Hz 입력 / 5V – 2.0A 출력

전원 유형 E 또는 G

작동온도 0°C /+50°C

치수 146 x 142 x 59 mm

플라스틱 유형 ABS/PC HF UV

인증 CE

친환경

오버키즈는 여러 제조업체의 스마트 홈 및 스마트 빌딩 관련 장비들을 연결하여 관리하고 유지관리하는 
단대단 사물인터넷(end-to-end IoT)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버키즈의 적응성이 뛰어난 모듈형 솔루션에는 여러 가지 게이트웨이, 클라우드 아키텍처, API 및 전자 
서비스(e-service)가 포함됩니다.

국제 영업팀: 
sales@overkiz.com
www.overkiz.com

오버키즈 파트너가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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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Homecontrol
868 MHz

RTS
433 MHz

3 USB 
어댑터 포트

*요청 및 검증과정   **응용계층 지정

EnOcean
868 MHz 사용가능 /  

902 MHz*

Z-Wave Plus
868 MHz 사용가능 /  

9xx MHz*

Wifi / Bluetooth® **
2.4 GHz

ZigBee (3.0)
2.4 GH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