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스펙시트
CLK 생활무전기

심플하면서도 세련되고 정교한 생활무전기

혁신적 디자인
CLK 생활 무전기
전문가의 이미지와 사업 환경에 꼭 맞는 세련된 생
활무전기, CLK를 소개합니다. 놀랍도록 다양한 기
능과 경량 디자인으로 그 어떤 무전기에서도 볼 수
없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CLK 무전기는 모토로라솔루션만의 뛰어난 디자인
과 성능, 한결같은 내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입
니다. 오디오 옵션과 직관적인 인체공학적 요소가
반영된 슬림한 디자인은 단순하면서도 업무 생산
성을 극대화 하며, 동료간의 즉각적인 협업과 고객
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업 전체의 서비스 수
준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스타일과 생산성을 하나로
CLK만의 독특한 스타일은 기존 무전기 성능은 모두
지원하면서도 고객에게 전문가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재킷, 벨트 등에 부착하거나 스
트랩을 이용기도 하고, 또는 손목, 팔 등에 부착해
편리하게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웨어러블
액세서리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밝은 LED 디
스플레이가 채택되어 어떤 환경에서도 활성화된
채널, 볼륨, 전송/수신 상태와 같은 정보를 쉽게 확
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만큼 뛰어난 성능
분주한 쇼핑센터에서부터 조용한 호텔 복도에 이
르기까지, 어디서든 매끄럽고 편리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모토로라의
기술로 끊김이나 방해 없는 통신을 실현하며, 커버
리지 이내라면 어디서든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제공합니다.

무전기의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얇고 가벼운 디자인
온종일 지속되는 업무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
는 다재다능한 무전기를 지향합니다. 무전기 몸체
에 안테나를 통합해 부피를 줄이고 매끈한 디자인
을 실현했습니다. 길이 98mm, 두께 13.5mm에 불과
한 경량 무전기로 휴대와 사용이 간편합니다. 모토
로라의 모든 무전기가 그러하듯, 세련된 디자인 속
에는 가혹한 사용에도 견디는 뛰어난 내구성이 숨
어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착용이 가능한
액세서리
업무 환경과 스타일에 맞는 완벽한 액세서리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스트랩이나 팔/손목 밴드, 벨트
에 걸거나 자석식 클립을 이용해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방식의 스피커가 메시지를 명
료하게 전달하며,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은닉 통
신을 위해 다양한 이어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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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 마이크

액세서리 커넥터

깨끗한 음성 송수신

컴팩트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

밝은 LED 디스플레이
어떤 광량 조건에서도 채널,
볼륨, 무전기 상태 정보 확인

전원 버튼
기기 온/오프

음성 볼륨 제어 및
메뉴 스크롤 버튼
메뉴 버튼

신속한 음성 볼륨
조절과 메뉴 스크롤

편리한 무전기 메뉴

PTT 버튼
눈으로 보지 않고도 쉽게
작동이 가능한 버튼

세련된 스타일, 쉽고 편리한 사용
더욱 넓은 통신 커버리지
최대 7,400 ㎡/ 6개 층까지 통신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1

음성 안내
음성 안내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무전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
2시간 동안 활동이 감지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연결음

발신자 파악을 위해 3가지 연결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VOX
음성 작동 전송 기능으로 손을 쓰지 않는 핸즈프리 작동이 가능합니다.

긴 배터리 수명

최대 10시간 동안 작동이 가능합니다. 2

항균 코팅
튼튼한 폴리카보네이트 하우징에 항균 코팅이 되어 있어 무전기 표면의 세균, 곰팡이 증식을
억제합니다.

신뢰성과 내구성
온도, 진동, 저온, 습도 등에 대해 군사규격 810 C, D, E, F, G를 충족하는 설계와 테스트를 통과
했습니다.
1 통신 커버리지는 지형과 환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배터리 수명은 5/5/90 @0.5W 기준이며, 사용 패턴에 따라 실제 사용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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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휴대할 수 있는 핸즈프리 액세서리
다양한 방식으로 휴대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편한 클릭 한 번이면
액세서리 소켓에 부착이 가능해 무전기에 대해 신경 쓸 필요 없이 눈앞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휴대 액세서리

오디오 액세서리

PMLN7079

HKLN4602

목에 걸 수 있는 핸즈프리 스트랩

PTT 버튼이 포함된 이어피스

PMLN7078

HKLN4603

벨트에 무전기를 부착할 수 있는
벨트 클립

감시 업무를 위한 싱글 와이어
이어피스

PMLN5231
드레스, 셔츠, 재킷 등에 쉽게 부착할
수 있는 자석 방식의 클립 키트

PMLN5232
편리하게 팔에 착용할 수 있는
암밴드

HKLN4529
싱글 와이어 숏 코드 이어피스

RLN6242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교체형 튜브

PMLN7081

PMLN5233
무전기를 시계처럼 착용할 수 있는
손목 밴드

외부 마이크와 PTT 버튼이 있는
이어피스(이어팁 교체식)

배터리, 충전기

HKNN4014
1130 mAh 리튬 이온 배터리

PMLN7409
CLK 표준 드롭-인 트레이
싱글 유닛 충전기

IXPN4029
CLP 멀티 유닛 충전기
– PMLN7392 어댑터 필요

PMLN7392
CLK 멀티 유닛 충전기 어댑터

CLK는 모토로라솔루션만의 뛰어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및 내구성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무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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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양

CLK

주파수 범위

448.7375 – 449.2625 MHz

통신 커버리지

7,400 ㎡ / 6개 층

채널수

27

RF 출력

500mW

채널 간격

12.5Khz

혼신방지 코드 수

135개

배터리 평균수명@ 5/5/90

10 시간

크기 (H x W x D)

48 x 98 x 13.5 mm

무게 (배터리 장착시)

68 g

CLK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motorolasolutions.com/kr/talkabou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구매 문의

Tel. (무료, 국번없이) 00798 14 800 9674

모토로라 무전기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9층
대표번호 : (02)64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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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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