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터보(MOTOTRBO™) SLR 1000 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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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터보
SLR 1000 중계기로
손쉽게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해 보세요

음영지역을 없애고 보다 넓은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싶다면
SLR 1000을 추천해 드립니다. 컴팩트한 크기, 간편한 설치로
실내·외 어디서나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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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실내·외 사용 가능
• 손쉬운 설치
• 합리적인 구매 및 유지비용
• 유연한 확장

팀원들 간의 끊김 없는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통신
커버리지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간혹 네트워크 음영지역과
제한적인 통신 커버리지 범위로 인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계기와 달리 SLR 1000은 IP65 등급의 방수, 방진
기능을 가지고 있어 캠퍼스나 주차장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이즈도 컴팩트하여 벽이나 기둥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도 가능합니다. 또 소비전력이 적은 무냉각팬
디자인 덕분에 공간이나 에너지 소비가 적어, 디바이스 사용 시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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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규모가 커져도 다른 중계기로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SLR 1000은 음성 및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일반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트렁킹 기능도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시스템의 규모가 확장되어도 중계기를 교체할
필요 없이 SLR 100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LR 1000의 기술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DMR 디지털 무전기 부문에서의 10년 이상의 경험을 지닌
모토로라 솔루션과,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된 모토터보
(MOTOTRBO™) 기술이 완벽한 업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완벽한 보호
장소 제약 없이 설치하여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해 보세요
SLR 1000은 IP65 등급의 방수 및 방진 기능을 지원하므로 실내 및 실외 모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중계기와는 달리
주차장, 지하철 터널 및 다습한 장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든 유지보수나 수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냉각팬이 없는 형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확장시켜도 소음은 물론, 기기 내부로의 미세 입자 침투 정도가 적으며, 내부 구성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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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치장소
커버리지가 좋은 중계기
위치는 대부분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SLR 1000은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벽이나 기둥에도 설치
가능하며, 공조시스템을 통한
냉각도 필요 없어, 설치 가능한 장소
옵션이 더욱 다양합니다. 덕분에
설치 준비에 골머리를 썩을 필요도,
공조시스템에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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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비용
통신 커버리지 확장이 총소유비용(TCO)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SLR 1000은 저 소비전력의 무냉각팬 형태로 디자인되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해 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차지하는 공간도 적어,
설치에 필요한 공간 크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 모두 줄어듭니다. 추가 기능은 필요하나 기기 설치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탈부착 가능한 소형 안테나 혹은 듀플렉서, 안테나 스위치 등의 액세서리를 추가함으로써 확장 범위 다이렉트 모드(Extended Range
Direct Mode)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확장
SLR 1000은 데이터와 음성을 모두 지원하는 주파수 공용 시스템(TRS)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이 지원되는 모토터보 시스템을 통해 회사의
업무 목적에 맞춰 네트워크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일반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중계 주파수를 추가하지 않고 음성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SLR 1000에서 확장 범위 다이렉트 모드(Extended Range Direct Mode)를 사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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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내 원활한 업무 처리
SLR 1000은 모토로라의 통합 워크그룹 통신 솔루션인
팀 커뮤니케이션(TEAM COMMUNICATIONS)의 구성
요소입니다.
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직원들은 조직 전체에 인텔리전스 기능이 추가된 즉각적인 통신을
시스템간의 제약없이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WAVE 푸시-투-토크(PTT)를 비롯하여 기타 데이터 솔루션을 모토터보 제품과 결합하면 디바이스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사람간의 통신을 끊김없이 원활하게 연결해주어 업무처리가 신속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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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R1000을 포함한 모토터보 중계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motorolasolutions.com/kr/mototrbo/repeater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구매 문의

Tel. (무료, 국번없이) 00798 14 800 9674

검색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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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토로라 무전기

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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