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HEET
MOTOTRBO™ XiR™ M8600 시리즈 차량용 무전기 액세서리

어떤 작업 환경에서도 스마트한 통신

MOTOTRBO™
XiR™M8600 시리즈
액세서리
배송 기사나 화물 선적 담당자들이 짐을 내리거나 운행 중인 상황에서 귀사는 어떤 방식으로
통신하고 계십니까? 모토터보 디지털 솔루션이 더 스마트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XiR™ M8600 시리즈는 풀컬러 디스플레이, 통합 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업무현장의 통신 효율성을 더욱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토터보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직 공인된 정품 액세서리만을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XiR™ M8600 시리즈 액세서리는 귀사 업무처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통합 블루투스, 인텔리전트 오디오 같은 창의적인 기능을
활용하면 사용자들 간에 언제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협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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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액세서리를 통한 안전성 강화

통합 블루투스로 이동성 확대

모토로라솔루션의 독보적인 IMPRES 스마트 오디오
액세서리는 도로 및 교통 잡음과 같은 주변의 소음을
제거하여 음성을 명료하고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또한
자동이득조절(AGC) 기능은 한차원 더 높은 오디오 성능을
제공합니다. 무전기 사용자가 작게 혹은 크게 말하더라도
음량을 측정하여 자동으로 마이크의 이득을 조절하여
전달하므로 수신자가 항상 선명하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통합 블루투스 기능은 유선으로 움직임에 제한을 받는
근무자의 이동성을 보장합니다. XiR™ M8600 시리즈는
블루투스 오디오가 무전기에 내장된 첫번째 모토터보
제품으로 별도의 아답터가 필요없습니다. 이제 작업자가
소포를 확인하거나 짐을 싣거나 할 때도 무전기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마음대로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
솔루션의 블루투스 무선 이어피스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하여 하루종일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IMPRES 액세서리는 도로 위에서도 안전하고 스마트한
통신을 지원합니다. 키패드 마이크는 4개의 네비게이션
버튼을 제공하여 디스플레이의 조작 및 숫자와 문자를
손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헤비 듀티 마이크는 장갑을
낀 근무자가 조작하기 편리하도록 디자인된 제품입니다.

인텔리전트 오디오
XiR™ M8600시리즈 차량용 무전기는 디지털 모드에서
인텔리전트 오디오라는 스마트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주변 환경의 소음 정도에 따라 무전기의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인텔리전트
기능을 오디오 액세서리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IMPRES 액세서리를 무전기에 연결하면, 바로 볼륨 레벨을
설정하여 차량용 무전기의 인텔리전트 오디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IMPRES를 사용하면 차량용 무전기가
액세서리를 인식, 최적의 오디오 성능을 위한 프로파일을
로딩할 뿐만 아니라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과 결합합니다.
이를 통해 배경 소음을 보상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음량이 조정됩니다.

핸즈프리로 편리한 업무처리
근무자가 상황실에 응답하거나 도로에서 보고하는
상황에서, XiR™ M8600 시리즈 액세서리는 설치가 간편하고
공간을 최소화하는 설치 솔루션, 차량에서 또는
상황실에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핸즈 프리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GPS 내장형 및 일반형
안테나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XiR™ M8600 시리즈
차량용 무전기의 통신 커버리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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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터보 XiR™ M8628 / XiR™ M8668 차량용 무전기 액세서리
모바일 마이크

안테나

RMN5127

IMPRES 키패드 마이크 (내비게이션 버튼)

RF 안테나

RMN5052¹

표준 컴팩트 마이크

RAD4223A

Kit, Antenna VHF 162-174 MHz, ¼ Wave

RMN5053¹

IMPRES 헤비듀티 마이크

RAD4224A

Kit, Antenna VHF 150.8-162 MHz, ¼ Wave

HMN4098¹

IMPRES 전화 스타일 핸드셋

RAD4225A

Kit, Antenna VHF 146-150.8 MHz, ¼ Wave

RMN5054¹

IMPRES 바이저 마이크

RAD4226A

Kit, Antenna VHF 136-144 MHz, ¼ Wave

HLN9073

마이크 걸이 클립

RAD4198A

VHF, 136-144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HLN9414

유니버셜 마이크 걸이 클립

RAD4199A

VHF, 146-150.8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RAD4200A

VHF, 150.8-162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블루투스 무선 액세서리

RAD4201A

VHF, 162-174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NNTN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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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E4151A

UHF, 403-430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RAE4152A

UHF, 450-470 MHz, ¼ Wave, Through-hole Mount, BNC

마이크로 USB 충전기

RAE4154A

UHF, 450-470 MHz, 5dB Gain, Through-hole Mount, B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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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PN4015A

RAE4158A

UHF, 406-420 MHz, 3.5dB Gain, Through-hole Mount, BNC

프로그램 케이블 및 액세서리

HAE6021A

UHF, 403-527 MHz, 2dB Gain, Through-hole Mount, BNC

PMKN4010

차량용 및 중계기 후방 프로그램 케이블

HAE6029A

Kit, Antenna UHF 403-527, 2dB Gain, Through-hole Mount

PMKN4016

차량용 및 중계기 후방 액세서리 프로그램
및 테스트 케이블

PMAE4039A

Kit, Antenna UHF 403-430 MHz, ¼ Wave

PMKN4018

차량용 및 중계기 후방 액세서리 커넥터
유니버셜 케이블

PMAE4040A

Kit, Antenna UHF 406-420 MHz, 3.5dB Gain

PMAE4041A

Kit, Antenna UHF 450-470 MHz, ¼ Wave
Kit, Antenna UHF 450-470 MHz, 3.5dB Gain
Kit, Antenna UHF 450-470 MHz, 5.0dB Gain

HKN6184

차량용 전방 프로그램 케이블

PMAE4042A

PMLN5072

후방 액세서리 커넥터용 하드웨어

PMAE4043A

GPS 전용 액티브 안테나
PMAN4000

고정 마운트 GPS 액티브 안테나

PMAN4001

글라스 마운트 GPS 액티브 안테나

PMAN4002

마그네틱 마운트 GPS 액티브 안테나

GPS/RF 겸용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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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오디오는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과
최적화된 액세서리입니다.

RAD4219

Combo GPS/VHF 136-144 MHz ¼ Wave Roof Mount BNC

RAD4220

Combo GPS/VHF 146-150.8 MHz ¼ Wave Roof Mount BNC

RAD4221

Combo GPS/VHF 150.8-162 MHz ¼ Wave Roof Mount BNC

RAD4222

Combo GPS/VHF 162-174 MHz ¼ Wave Roof Mount BNC

PAME4035

Combo GPS/UHF 403-430 MHz ¼ Wave Roof Mount BNC

PAME4036

Combo GPS/UHF 406-420 MHz 3.5dB Gain Roof BNC

PAME4037

Combo GPS/UHF 450-470 MHz ¼ Wave Roof Mount BNC

PAME4038

Combo GPS/UHF 450-470 MHz, 5dB Gain Roof Mount BNC

HAE6023

Combo GPS/UHF 494-512 MHz, 3.5dB, Thru-hole Mount, BNC

HAE6025

Combo GPS/UHF 470-494 MHz, 3.5dB, Thru-hole Mount, BNC

HAE6017

Combo GPS/UHF 403-527 MHz, 2dB, Thru-hole Mount, BNC

HAE6018

Combo GPS/UHF 470-527 MHz, ¼ Wave, Thru-hole Mount, B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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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 스테이션 액세서리

외부 PTT 액세사리

RMN5050 1

데스크탑 마이크

RLN5929

비상 풋 스위치

RSN4002

13 Watt 외부 라우드 스피커

RLN5926

PTT버튼이 있는 풋쉬 버튼

RSN4003

7.5 Watt 외부 라우드 스피커

RSN4004

5 Watt 외부 라우드 스피크

GLN7318

데스크탑 트레이 (스피커 미포함)

RSN4005

데스트탑 트레이 (스피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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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팅 및 설치 액세서리
RLN6466

보급형 장착 키트

RLN6467

고급 장착 키트

RLN6468

열쇠 부착형 장착키트

RLN6465

대쉬 마운팅 키트

HKN4137

파워 케이블 - 3m, 15A

HKN4192

파워 케이블 - 6m, 15A

HKN4191

파워 케이블 - 3m, 20A

RKN4136

점화 센스 케이블

추가적인 휴대용 무전기 정보를 위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motorolasolutions.com/kr/MOTOTRBO
MOTOROLA, MOTO, MOTOROLA SOLUTION 및 M 로고는 Motorola Trademark Holdings,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2012 Motorola Solu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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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디오는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과 최적화된 액세서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