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EVERY MOMENT
GO DISCOVER

야외활동에 최적화된 무전기
견고하고 스타일리쉬하며 다양한 기능을 겸비한 TALKABOUT T62는
야외활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동료들과 통신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생활무전기입니다. 집, 캠프장, 축제, 간단한 하이킹에서도 T62를
사용해 동료들과 손쉽고 간편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원터치 페어링 버튼으로 그룹간 채널설정을 간편히 하고, USB 충전
으로 손쉽게 충전하고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가 필요없는
생활무선국 제품이며, LCD 디스플레이 및 27개 채널을 지원하며, 통화료
없이 최대 8km까지 통화가 가능합니다.

KEY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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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파워

USB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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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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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채널과
121개 혼신 방지 코드

GO DISCOVER
하이킹

자동차 여행

사이클링

일반 사양

기구적 사양

모델명: Talkabout T62

키패드 잠금

색상: 파랑 & 검정 또는 빨강 & 검정

배터리 잔량 표시

주파수 밴드: 448.7375 -449.2625 MHz

벨트 클립

송신전력: 500mW

충전용 마이크로 USB 포트

캠핑

2.5mm 헤드셋 잭

채널간격: 12.5Khz

페스티벌

경보 알림

채널수: 27개 채널 & 121 혼신방지 코드
무게: 161그람(벨트클립, 배터리 포함)

20개 호출톤

통화거리: 최대 8 km*

키패드 톤

사이즈(WxHxD): 5.4 x 16.5 x 3.1 cm

통화 확인 톤/확인 신호

패키지 구성품

패키지 구성품

배터리

무전기 2개

충전 가능한 NiMH 배터리(포함)

벨트 클립 2개

AA 표준 알카라인 배터리 사용 가능

RED VERSION

배터리 사용 시간

충전기(마이크로 USB 플러그 2개)
NiMH 충전 배터리 팩 2개

NiMH 800 mAH(포함) - 최대 18시간**

개인 표시 스티커 16개

NiMH 1300 mAH 대용량(옵션) - 최대 29시간**

사용 설명서

충전

기능

마이크로 USB 충전(포함)

원터치 채널 설정

탁상용 충전기(별매)

백라이트 디스플레이

*가시거리(LOS) 기준, 지형과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5/90을 기준으로 한 사용시간입니다.

핸즈 프리
채널 스캔/모니터
개인 표시 스티커
TALKABOUT T62 Red Twin Pack & Chgr KOREA: B6K02577LDRMAW
TALKABOUT T62 Blue Twin Pack & Chgr KOREA: B6K02577RDRMAW

공통
KC 인증

TALKABOUT T62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motorolasolutions.com/kr/talkabou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 및 구매 문의

Tel. (무료, 국번없이) 00798 14 800 9674

모토로라솔루션코리아(주)

검색창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매헌로 16 하이브랜드 빌딩 9층

☞ 보다 자세한 모토로라 무전기 제품 소개와 지역별 대리점

대표번호 : (02)6410-8000

모토로라 무전기

를 검색하세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www.moto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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