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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텔 DTEx 방폭 무전기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모든 해상 선상용 요건을 충족하는 2가지 가스그룹 옵션 

DT900 시리즈는 가장 엄격한 표준인 IIC 그룹을 충족하며, DT800 시리즈는 IIB승인 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사운드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모드 

타사 DMR 무전기의 기계적인 사운드와 다르게 모든 DTEx 무전기는 엔텔의 음성 최적화 기술을 통해 매우 자연스러운 

사운드의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큰 오디오 

엔텔의 DTEx 무전기는 당사가 테스트해본 모든 방폭 무전기 중 가장 큰 오디오를 제공하며, 이는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 

필수입니다. 

 

 뛰어난 성능과 업계를 선도하는 호흡보조기(Breathing Apparatus) 통신 키트 

DTEx 무전기는 업계를 선도하는 여러 호흡보조기 통신 키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 맞춤 되었습니다. 이는 엔텔의 

DTEx 무전기에 저장되어 있는 각 호흡보조기 통신 키트 별 오디오 프로필을 통해 지원됩니다. 

 

 완전방수 및 견고함 

DTEx 무전기는 IP68 (4미터 2시간) 완전방수로써, 현존하는 방폭 무전기의 액체 및 분진 유입과 관련하여 최상의 

보호기능을 제공합니다. 

 

 ATEX & IECEx 인증 

DT800 과 DT900 시리즈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허용되는 ATEX 표준에 따라 인증 되었습니다. 또한 비 ATEX 제품이 

허용되는 유럽 외 국가를 위해 엔텔은 DT500시리즈 IECEx 인증 모델도 제공합니다.   

 

 고대비 고휘도 OLED 디스플레이 

DTEx 무전기는 고대비 고휘도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조도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화면을 크고 간단하게 또는 읽기 쉽게 하거나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표시 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악세서리 오디오 최적화 

엔텔의 지능형 음성 조정 기술은 연결된 악세서리에 맞게 오디오를 최적화하여 최상의 선명한 음질과 음량 그리고 

자연스러운 오디오 사운드를 보장합니다.  

 

엔텔 DT500 & DT800 시리즈 해상용 UHF 무전기는 왜 출력이 2와트 인가요? 

선상용 UHF 무전기의 최대 출력 2와트 제한은 국제 규정으로 모든 제조사는 이 규정을 준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상용 DTEx 모델의 해외 승인은 무엇이 있나요? 

RED 승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entel.co.uk/red                                                                                            

MED 승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www.entel.co.uk/med 

 

선상에서도 DTEx 무전기에 프로그램 할 수 있나요? 

네, DTEx 무전기는 선상에서도 쉽게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4IO6LtqQg0 

 

 

http://www.entel.co.uk/red
http://www.entel.co.uk/med
https://www.youtube.com/watch?v=Y4IO6LtqQ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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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모델에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무전기 채널 스위치 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VHF 해상용 모델의 경우 반대로 해상용 채널 번호를 안내해 줍니다. 

 

엔텔 DTEx 무전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엔텔 / 타사 방폭 및 비방폭 무전기와 호환이 되나요? 
아날로그 및 DMR 디지털 모드를 모두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사용자 상황에 

맞춰 완벽한 디지털 체제 전환으로의 길이 될 것 입니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을 사용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디지털 무전기는 주변 전파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호가 약하거나 주변에 간섭을 일으키는 장비가 있는 곳에서도 

아날로그보다 훨씬 더 잘 들립니다. 

 디지털 무전기는 한번 충전으로도 더 오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 대비 40%이상 향상) 

 DTEx 무전기의 오디오 품질은 여느 아날로그 무전기보다 더 월등히 우수합니다. 

 

DTEx 무전기에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적용 되었나요? 

DTEx 무전기의 배터리는 리튬 이온(Li-Ion)이며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타의 충전용 배터리 기술은 높은 자가 방전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리튬 이온셀은 Ni-Cad 및 NiMH과 같은 

다른 충전 기술보다 방전율이 더 낮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성능 보장을 위해 유지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Ni-Cad 셀은 메모리 효과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방전 유지가 필요합니다. 

 

DTEx 무전기 배터리는 한번 충전으로 얼마나 사용 가능한가요? 

양방향 무전기 배터리 내구성 측정은 5-5-90 사용 주기로 표준화 되었습니다. 

(송신 5%, 수신 5%, 수신대기 90%) 

 

디지털 모드 최대 송신 출력에서 DTEx 무전기의 5-5-90 사용 주기 내구성: 

 1W 버전   =   17.5 시간 

 2W 버전   =   17 시간 

DTEx 무전기에 사용 가능한 엔텔 악세서리는 무엇이 있나요? 

전체 악세서리 구성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ntelkorea.com/products/range/accessories 

DTEx 모델 필터를 클릭하세요. 

 

http://www.entelkorea.com/products/range/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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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HT 악세서리를 DTEx 무전기에 사용 할 수 있나요? 

DTEx 무전기와 사용 가능한 HT 악세서리는 충전기만 가능합니다.  

 

DTEx 무전기에 사용 가능한 다른 악세서리는 무엇이 있나요?  

엔텔 웹사이트와 사용자 매뉴얼에 표기 된 악세서리 외 다른 악세서리는 DTEx 무전기와의 사용에 지원되지 않거나 안전 사용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DTEx에 내장된 안전 기능을 통해 지원되지 않는 악세서리는 DTEx 무전기에서 작동되지 않으며, 

안전하지 않은 악세서리가 연결되었다는 경보음이 울립니다. 만약 DTEx 무전기와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특수 악세서리가 있는 

경우 엔텔 대리점을 통해 지원 방법에 관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