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터보 SL1K 시리즈 액세서리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무선 통신의 신기원

액세서리 제품
모토터보 디지털 무전기 솔루션은 즉각적인 통신은 물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디자인의 가볍고 편리한
휴대용 무전기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토로라 SL1K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
하지 못한 향상된 통신 성능 뿐만 아니라 진동을 통한 수신 안내 기능, 풀컬러를 지원하는 대형 LCD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한 혁신적인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입니다.
SL1K와 함께 사용되는 액세서리 제품들은 블루투스와 인텔리전트 오디오 등의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전문성과 편리성을 더욱 강화하여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합니다. 바로 이것이
모토터보 디지털 무전기와 함께 최적의 성능을 실현하는 전용 액세서리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블루투스 기능 탑재로 이동성과 편리성 강화

주변 환경에 따라 음량 자동 조절

호텔 근무자가 고객의 요청에 응대하는 경우나 보안요원이
중요 행사에 투입되는 경우 등 근무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끊김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고자 모토터보 SL1K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는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자의
편리성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모토로라의 독보적인 기술이
함축된 무선 이어피스는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도 깨끗한
음질을 보장함은 물론, 무선 PTT(Push-To-Talk) 장치(옵션)를
통하여 한층 진화된 통신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소형의
PTT장치를 호주머니 넣거나 혹은 옷깃에 간단히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이전과는 다른 차원 높은 무선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모토로라 SL1K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는“인텔리전트 오디오”
라는 매우 스마트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주변의 소음 정도에
따라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무전기 음량을 자동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독보적인 기술은 다양한 오디오 액세서리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및 업무 환경에 맞게 유연한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SL1K 전용 오디오 액세서리를 연결하면
자동적으로 무전기의 음량이 조절되며 주변 소음을 제거해
음질 및 명료도를 현격하게 개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란스러운 곳에서 중요한 통화를 놓치거나 고요한 음악이
흐르는 VIP 전용 라운지에서 소리 높여 통화해 고객의
불만을 살 일이 없습니다.

모토터보 SL1K 시리즈 액세서리

편리하고 은밀한 통화

통합된 배터리 및 충전기 제품

회전형 고리가 내장된 유선 이어피스와 서베일런스 이어피스는
매우 작은 크기로 매우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통화 편리성을 한층 높여 줍니다.

일반적인 휴대폰 배터리와 같은 크기의 표준 배터리와
마이크로 USB 방식의 충전기 제품을 포함한 모든 액세서리
제품들은 휴대 편리성, 전문성 그리고 사용 편리성을 최우선
으로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습니다. 표준 배터리 뿐만 아니라
고용량 배터리도 매우 슬림하고 가벼운 제품으로 예비 배터리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서베일런스 이어피스에 내장된 투명한 코일형 코드와 고무 재질의
이어버드는 보안 요원에게 필수적인 은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되었으며 회전형 고리가 부착된 유연한 구조의
이어피스는 장시간 착용하여도 무리없이 편안합니다. 또한
이어피스는 마이크 및 PTT 버튼이 모두 케이블에 실장되어
사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쉽게 노출되지 않는 잇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전형 고리가 부착된 케이스 및 전용 손목끈 등을
이용하여 무전기를 안전하게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형태의 멀티 유닛 충전기는 강력한 성능과 함께
전문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6대의 무전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으며 무전기를 빼고 배터리만을 충전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뛰어난 활용도와 차별화된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충전 솔루션입니다.

블루투스 액세서리

케이스 제품

NNTN8189

블루투스 무선 이어피스(길이 : 30cm)
마이크로 USB 충전기 별도구매

PMLN6074

나일론 손목끈

PMLN5956

회전형 고리 내장 홀더

PMPN4015A

마이크로 USB 충전기

PMLN5951A

멀티 유닛 충전기

이어피스 액세서리

안테나
PMAE4078

UHF 안테나 키트(403 ~ 425MHz)

PMAE4076

UHF 안테나 키트(420 ~ 445MHz)

PMLN5958

마이크 / PTT 내장 회전형 이어피스

PMAE4077

UHF 안테나 키트(438 ~ 470MHz)

PMLN5957

투명 튜브, 마이크 / PTT 내장 서베일런스
이어피스(검정색)

PMLN6040

안테나 마운팅 키트
트
–조립용 나사(10개) 및 플러그 포함

배터리 및 충전기

케이블

HKNN4013

리튬이온 1,800mAh 고용량 배터리

25-124330-01R

PMNN4425

리튬이온 1,400mAh 표준 배터리

PMLN6000

배터리 커버(표준 배터리용)

PMLN6001

배터리 커버(고용량 배터리용)

프로그래밍 케이블(마이크로 USB 방식)

* 오디오 액세서리는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안테나에 나사와 덥개 마운트 킷
–PMLN6040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별도 오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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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5(하이브랜드빌딩 9층)
대표번호 : (02)3497-3600
문의
전화

1588-1007

모토로라 무전기

를 검색하세요.

☞ 보다 자세한 모토로라 무전기 제품 소개와 지역별 대리점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www.motoradi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