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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연결, 더욱 빨라지는 의사소통

MOTOTRBO
XiR P6600 시리즈
™

™

액세서리

생산 라인의 감독, 통학 버스의 배차,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모토터보(MOTOTRBO™) 디지털
무전기 솔루션으로 강화된 디지털 통신 기능이 모두가 가능합니다.
XiR™ P6600 시리즈 무전기에 탑재된 동급 최강의 오디오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고 통신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사용자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성능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토터보 무전기 전용으로 인증된 액세서리만
선택해야 합니다. 모토로라솔루션의 완벽한 포트폴리오는 IMPRES™ ,
‘인텔리전트 오디오’ 및 ‘퀵-릴리즈 커넥터’ 등, 미래지향적인 기능을 기반으로
직원들의 협업 방식에 혁신을 불러 일으켜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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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연결 방식
XiR™ P6600 시리즈 오디오 액세서리는 두 번만에
손쉽게 붙일 수 있고 한 손으로도 분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공장 여기저기를
걸어다니거나 사다리에서 작업 중이더라도 필요 시
액세서리를 손쉽게 붙이고 떼낼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의 액세서리로 무전기 부착시 크기가 커지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변함없는 탁월한 오디오 품질

IMPRES™ 액세서리를 연결하면 무전기의 볼륨 레벨이 즉시
설정되고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이 향상됩니다. IMPRES™ 이
장착된 무전기는 액세서리를 인식하고 오디오 성능 최적화를
위해 프로필을 설정 후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과 결합하여
주변 소음 정도에 따라 무전기 볼륨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유연한 착용 및 공유 방식
모토로라솔루션의 완벽한 오디오 액세서리 포트폴리오는
원격 스피커 마이크, 이어피스, 고중량 헤드셋 및 새로운
단선식 회전형 이어피스로 구성되며 귀에 딱맞게 착용하여
하루 종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생적
이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나일론
및 가죽 휴대 케이스는 거칠고 지저분한 공간으로부터
무전기를 보호해줍니다.

독보적인 IMPRES™ 스마트 오디오 액세서리는 주변
소음을 억제하고 음성 명료도를 향상시키며 음량을
증폭하는 탁월한 기능이 있으므로 시끄럽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활한 무전기 통신을 보장해 드립니다.
‘자동 게인 제어(AGC)’는 탁월한 오디오 계층을 한 단계
더 추가합니다. 이는 말소리로부터 음성 레벨 변화를
감지한 다음 ‘마이크 게인’을 늘리거나 줄여주므로
말하는 사람의 말소리 크기에 관계 없이 듣는 사람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원하신다면, Mag One™ 을
사용해보세요. Mag One™ 은 모토로라가 시험하고 인증한
오디오 액세서리입니다.

인텔리전트 오디오가 적용된 IMPRESTM

연장 근무시에도 끄떡없는 배터리

XiR™ P6600 시리즈 무전기는 디지털 방식의 스마트한
새 기능인 인텔리전트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모토터보의
인텔리전트 오디오는 무전기 볼륨이 주변의 소음 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으로 소란한 장소에서
무전을 듣기 위해 볼륨 조절할 필요가 없으며 조용한
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은 볼륨
으로 자동 조정됩니다. 무전기 주변 소음 억제 기능이
더욱 향상되어 원치 않는 외부 소음을 필터링하여
제거해 주므로 직원들은 맞춤형 액세서리로 인텔리전트
오디오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탄탄한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높은 가치

IMPRES™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은 배터리 유지관리를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무전기를 충전기에 오래 두어도
과충전을 방지해 줍니다. IMPRES™ 배터리는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교체 시점을 알려줍니다. 또한 제품
표면에는 촉감이 독특한 질감으로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무전기를 손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충전기로 모든 모토터보 휴대용 무전기 충전이
가능하여 에너지와 비용을 동시에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모토터보 멀티 유닛 충전기에 원하는 무전기를 장착하여
충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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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터보 XiRTM P6600 및 XiRTM 6620
휴대용 무전기와 호환되는 액세서리
원격 스피커 마이크

배터리 및 충전기

PMMN4071¹

3.5mm 오디오 잭이 부착된 IMPRESTM 소음 제거
원격 스피커 마이크(IP54)

배터리²
PMNN44152

NIMH 1300mAh 배터리, IP57

PMMN4073¹

3.5mm 오디오 잭이 부착된 IMPRESTM
원격 스피커 마이크(IP55)

PMNN44162

리튬이온 1500mAh 배터리, IP57

PMMN4075¹

원격 스피커 마이크, 방수(IP57)

PMNN44172

IMPRESTM 슬림형 리튬이온 1500mAh 배터리, IP57

PMNN4418

IMPRESTM 리튬이온 2150mAh 대용량 배터리, IP57

PMMN4076¹

3.5mm 오디오 잭이 부착된 원격 스피커 마이크(IP54)

2

충전기 소프트웨어 및 액세서리
NNTN7979 4** IMPRESTM 배터리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

원격 스피커 마이크 액세서리
AARLN4885

커버가 부착되고 코일식 코드를 사용하는 수신 전용 이어피스

RLN4941

반투명 튜브가 부착된 수신 전용 이어피스

WADN4190

수신 전용의 유연한 이어피스

PMLN4620

수신 전용 D-Shell 이어피스

이어피스 / 이어세트
PMLN5727

인라인 마이크 및 PTT가 부착된 Mag One 회전형 이어피스

PMLN5732

붐 마이크 및 인라인 PTT가 부착된 Mag One 이어피스

PMLN5733

인라인 마이크 및 PTT가 부착된 Mag One 이어피스

서베일런스 키트
PMLN5724¹ /
PMLN5726¹

탈착형 이어피스가 부착된 2-Wire 서베일런스 키트
(검정/베이지)

헤드셋
PMLN5731¹

붐 마이크와 인라인 PTT가 부착된 오버헤드형 고중량
헤드셋, 노이즈 저감 = 24dB

안테나
PMAE4079
& PMAE4068

UHF 조합형 휩 안테나(403-512MHz)

PMAE4069

UHF 스터비 안테나(403-450MHz)

PMAE4070

UHF 스터비 안테나(440-490MHz)

PMAD4117

VHF 헬리컬 안테나(136-155MHz)

PMAD4116

VHF 헬리컬 안테나(144-165MHz)

PMAD4118

VHF 헬리컬 안테나(152-174MHz)

PMAD4119

VHF 스터비 안테나(136-148MHz)

PMAD4120

VHF 스터비 안테나(146-160MHz)

HKVN4039^

배터리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

NNTN7677

IMPRESTM 배터리 종합 관리용 멀티 유닛 충전기 인터페이스 유닛

NNTN8045

IMPRESTM 배터리 종합 관리용 싱글 유닛 충전기 인터페이스 유닛

NNTN7392

IMPRESTM 배터리 리더

NLN7967

멀티 유닛 충전기용 벽면 장착 브래킷

RLN5382

IMPRESTM 멀티 유닛 충전기용 디스플레이 모듈

1

오디오 액세서리는
인텔리전트 오디오 기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² 배터리는 IP57 방수 등급이지만
XiRTM P6600 및 XiRTM 6620 무전기는
IP55 방수 등급이며, 이는
배터리가 XiRTM P6600 또는
XiRTM 6620 무전기에 부착되면
IP55 등급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3

소프트웨어는 충전기 인터페이스
유닛을 사용하는 IMPRESTM 배터리
및 IMPRESTM 충전기에서만 작동
합니다.
NNTN7979는 종합 관리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는 DVD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충전기 인터페이스
유닛과 함께 연결하면 배터리
에서 데이터 정보만 읽을 수
있습니다.

**

^ 설치된 종합 관리 소프트웨어
입력 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키를 통해 다음 종합 관리
기능을 추가 제공합니다.
1) 사전 정의 보고서 또는 맞춤형
보고서 생성 및 인쇄
2) 최대 20개의 개인 컴퓨터로
구성되는 대규모 종합 관리
네트워크로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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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액세서리

프로그래밍 및 테스트 케이블

PMLN5863

8cm 고정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제한적 키패드 모델

PMKN4115

휴대용 프로그래밍 케이블

PMLN5864

8cm 고정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디스플레이 없는 모델

PMKN4117

프로그래밍, 테스트 및 정렬 케이블

PMLN5865

8cm 회전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제한적 키패드 모델

PMLN5866

8cm 회전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디스플레이 없는 모델

PMLN5867

6cm 회전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제한적 키패드 모델

PMLN5868

6cm 회전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단단한 가죽 케이스 디스플레이 없는 모델

PMLN5869

8cm 고정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나일론 케이스 - 제한적 키패드

PMLN5870

8cm 고정형 벨트 고리가 부착된 나일론 케이스 - 디스플레이 없음

PMLN5610

교체용 6cm 회전형 벨트 고리

PMLN5611

교체용 8cm 회전형 벨트 고리

PMLN4651

5cm 벨트 클립

PMLN7008

6cm 벨트 클립

NTN5243

조절 가능한 휴대용 스트랩

HLN6602

범용 체스트 팩

RLN4570

착탈식 체스트 팩

1505596Z02

교체용 스트랩

RLN4815

무전기 팩 무전기 유틸리티 케이스

4280384F89

무전기 팩 연장 벨트

HLN9985

방수 백

RLN4295

어깨 스트랩

4200865599

4cm 가죽 벨트

PMLN6066

액세서리 커넥터 방진 커버

모토터보 무전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보시려면
www.motorolasolutions.com/kr/mototrbo 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15(하이브랜드 빌딩 9층)
대표번호 : (02)3497-3600

모토로라 무전기

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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