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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터보 XiR P3688
액세서리

자유로운 이동, 업무 효율성의 향상

모토터보 제품은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언제나 명확하고 체계적인 통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토터보의 제품을 통해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 같이 뛰어난 제품
성능과 업무환경에 맞는 액세서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용 무전기 XiR P3688™을 사용할
때에도 모토로라가 시험하고 인증한 액세서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토로라의 무전기를 위해 설계되고 시험을 거친
전용 액세서리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 전용 액세서리만이 업계 최고의 디지털
무전기 플랫폼인 모토터보의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인 모토로라의
전용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공장의 생산라인이나
호텔, 물류 창고 등 어디에서든 보다 쉽고 효율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XiR P3688무전기에
전용 액세서리를 더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십시오. 부가 장치가 아닌 필수장치로서의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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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제품을 위한 최적화
모토로라의 오디오 액세서리 중 해당 디지털 심볼이 표시된 제품만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해당 제품이 디지털 모드와 아날로그 모드 모두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심볼이 표시된 제품은 휴대용 무전기인
XiR P3688™과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승인 및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어피스 및 서베일런스 액세서리

바쁜 업무중에도 지속되는 집중력

투명한 튜브모양의 은닉형 스타일부터 귀에 걸치는 스타일의
이어피스까지 업무방식에 맞춤화된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라인 PTT(Push-To-Talk)와 마이크가
포함된 해당 제품들은 바쁜 업무 수행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의 업무 집중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은밀한 통신에
사용되는 다양한 종류의 서베일런스 세트와 이어 마이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PMMN4013

PMLN6535

이어피스
PMLN6533

마이크와 PTT가 부착된 이어세트*

RLN4760 / RLN4763

착용감이 편안한 투명 소형 이어피스 (오른쪽/왼쪽 귀)

PMLN6535

마이크와 PTT기능을 장착한 D스타일의 이어피스

RLN4761 / RLN4764

착용감이 편안한 투명 중형 이어피스 (오른쪽/왼쪽 귀)

BDN6720

수신 전용의 유연한 리시버

RLN4762 / RLN4765

착용감이 편안한 투명 대형 이어피스 (오른쪽/왼쪽 귀)

PMLN6532

인라인 마이크와 PTT기능을 장착한 매그원
(Mag One) 회전형 이어피스

5080384F72

교체용 발포 이어플러그, RLN6230용, 25개 팩

PMLN6534

인라인 마이크, PTT, VOX스위치를 장착한
매그원(Mag One) 이어버드

5080370E97

교체용 투명 고무 이어팁, RLN6242용, 25개 팩

RLN6242

PMLN6531

인라인 마이크, PTT, VOX스위치를 장착한
매그원(Mag One) 리시버

빠른 탈착이 가능한 교체용 반투명 튜브,
투명 고무 이어팁 1개 포함

PMLN6537

붐마이크, PTT, VOX스위치를 장착한 매그원
(Mag One) 이어세트

7580372E11

교체형 이어 쿠션 (BDN6720A용)

서베일런스 액세서리
서베일런스 키트

원격 스피커 마이크
PMMN4029

윈드포팅 (Windporting) 원격 스피커 마이크, 방수형 (IP57)

PMMN4013

3.5mm 오디오 잭이 부착된 윈드포팅 (Windporting)
원격 스피커 마이크 (IP54)

PMMN4092

매그원(Mag One) 원격 스피커 마이크

원격 스피커 마이크 액세서리

PMLN6536

빠른 탈착이 가능한 반투명 튜브의 2-Wire
서베일런스 키트, 검정

AARLN4885

커버가 부착되고 코일식 코드를 사용하는
수신 전용 이어피스

PMLN6530

반투명한 튜브의 2-Wire 서베일런스 키트, 검정

RLN4941

PMLN6445

반투명한 튜브의 2-Wire 서베일런스 키트, 베이지

반투명 튜브와 고무 이어팁이 부착된 수신 전용 이어피스

WADN4190

수신 전용의 유연한 이어피스

PMLN4620

수신 전용의 D-shell 이어피스

서베일런스 액세서리 및 교체용 부품
RLN6230

익스트림 노이즈 미트, 발포 이어플러그 2개 포함,
검정색 클립 (PMLN6536용)

템블 트랜스듀서(TEMPLE TRANSDUCERS)

필요한 정보만 청취하십시오.

템플 트랜스듀서는 귀를 덮지 않고도 선명한 음성을 전달합니다.
관자놀이 부분에 편안히 걸치는 형태로 착용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및 각종 청력 보호 장치 착용을 용이하게 해주고,
귀를 덮지 않아 주변 상황에도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템플 트랜스듀서
PMLN6541

인라인 마이크와 PTT 기능을 장착한 경량의 템플 트랜스듀서 헤드셋

PMLN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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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하루종일 지속되는 편안함

모토로라의 경량 헤드셋은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고, 고중량
헤드셋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사용자의 청력을 보호해줍니다.
물류 창고에 제품을 채워 넣느라 근무시간이 연장되거나 생산 라인
에서의 잔업이 발생하더라도 오랜 시간동안 편안히 착용할
수 있는 헤드셋입니다. 고중량 헤드셋은 시끄럽고 험난한
작업환경에서 특히나 뛰어난 내구성과 보호기능을 발휘합니다.

PMLN6538

PMLN6539
PMLN6539

헤드셋
PMLN6538

경량 헤드셋, 오버헤드형, 단일 머프, 회전형 마이크 부착

PMLN6542

매그원(Mag One) 초경량 헤드셋, 머리 뒷쪽 착용 방식,
조절가능, 붐 마이크 및 인라인 PTT 기능 장착*

PMLN6539

고중량 헤드셋, 오버헤드형 듀얼 머프, 회전형 소음 차단
붐 마이크 부착 (소음 저감: 24dB)

매그원(MAG ONE)

PMLN6540

고중량 헤드셋, 머리 뒷쪽 착용 방식, 듀얼 머프
(안전모와 호환가능), 소음 차단 붐 마이크 및 인라인
PTT 장착, 소음 저감: 24dB

REX4648

교체용 발포 와이드스크린 이어패드 (PMLN6538용)

합리적 비용으로 다양한 기능을

매그원은 간단한 무전기능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에게 가장
비용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모토로라의 테스트와 인증을 거친
제품입니다. 매그원 제품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도 무전기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주며 고객응대업, 보안업, 소매업종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PMLN6531
PMLN6534

입증된 강인함(PROVEN TOUGH) 배터리 테스트 결과

배터리 및 충전기
무전기 GP3188/GP3688의 배터리와 충전기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모토터보 배터리의 성능은 여러 가지 테스트로
이미 증명된 바 있으며, 타사의 그 어느 배터리보다 뛰어난
지속성 및 강인함을 발휘합니다. 충격, 두드림, 낙하, 흔들림 등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테스트에서 모토터보의 배터리는
타사의 배터리보다 매번 월등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8%

모토로라
파워 프로덕트
멀티플라이어
허니웰

53%
47%
52%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otorolasolutions.com/proventough를 참조

배터리
NNTN4851

NiMH 1400mAh 배터리

PMNN4098

NiMH 1400mAh 배터리

NNTN4970

Slim Li-Ion 1600mAh 배터리

NNTN4497

대용량 리튬이온 2250mAh 배터리

PMNN4450

리튬이온2700mAh 배터리*

단일 및 멀티 유닛 충전기
WPLN4137

데스크톱 급속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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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솔루션

쉽고 안전한 무전기의 보호 및 사용

무전기를 항상 같은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성을 갖춘 모토로라의 포트폴리오에는
가죽/나일론 휴대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험난한 작업 환경으로부터 무전기를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시 손쉽게 무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 케이블

휴대용 액세서리
RLN5383

단단한 가죽 케이스와 3” 고정형 벨트고리 및 D링

RLN5384

단단한 가죽 케이스와 2.5” 회전형 벨트 고리 및 D링

RLN5385

단단한 가죽케이스와 3”회전형 벨트 고리 및 D링

HLN9701

나일론케이스와 3”고정형 벨트 고리 및 D링

RLN5644

2” 벨트 클립

HLN8255

3” 벨트 클립

HLN6602

범용형 체스트 팩

NTN5243

조절이 가능한 나일론 휴대 스트랩 (D-링에 부착)

RLN4570

Break-a-way 타입 체스트 팩

1505596Z02

체스트팩 교체용 스트랩

RLN4815

Radio Pack 무전기 유틸리티 케이스

4280384F89

RadioPack 연장 벨트 (RLN4815용)

HLN9985

방수백

RLN5500

보정 키트, 액세서리가 무전기에 안정되게 장착될 수
있도록 이를 부가적으로 보호해주는 클립

TDN9327

차량 문 장착형 무전기 걸이, 2.75인치까지 가능

TDN9373

차량 문 장착형 무전기 걸이, 2.75에서3.25인치까지 가능

검색창에

모토로라 무전기

PMKN4128

휴대용 프로그래밍 USB 케이블

안테나
UHF 안테나
PMAE4016

UHF 와이드밴드 휩 안테나 (403-520 MHz), 17 cm

PMAE4002

UHF 스터비 안테나 (403-433 MHz), 9 cm

PMAE4003

UHF 스터비 안테나 (430-470 MHz), 9 cm

NAE6522

UHF 스터비 안테나 (438-470 MHz), 9 cm

VHF 안테나
PMAD4014

VHF 휩 안테나 (136-155 MHz), 14 cm

PMAD4042

VHF 헬리펙스 안테나 (136-150.8 MHz), 14 cm

NAD6502

VHF 헬리펙스 안테나 (146-174 MHz), 15 cm

PMAD4012

VHF 스터비 안테나 (136-155 MHz), 9 cm

HAD9742

VHF 스터비 안테나 (146-162 MHz), 9 cm

HAD9743

VHF 스터비 안테나 (162-174 MHz), 9 cm

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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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라솔루션 디지털 무전기 모토터보 무전기 전용 액세서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토로라솔루션 웹 사이트 (www.motorolasolutions.com/kr/mototrbo)를 참조하십시오.

마케팅 및 구매문의

Tel. (무료, 국번없이) 003 0813 2878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9층
대표번호 : (02)349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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