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N400 FAQ’s
엔텔의 DN400 양방향 PoC 무전기란?
DN400 무전기는 견고한 업무용 양방향 무전기로서
복잡함, 규제 및 제약, 높은 인프라 비용 없이
DMR Tier-2 / Tier-3 무선 시스템 기능을 제공합니다.
DN400 무전기는 일반적인 양방향 무전기처럼 작동되나
Wi-Fi 네트워크와 다수의 LTE 셀룰러 네트워크 망을 통해
국내 단일 지역에서부터 전세계로 커버리지가 가능합니다.
단순함에서 정교함까지 갖춘 엔텔 DN400 모델은
기본에서부터 다양한 응용 범위에 이르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예로 단순 PTT 작동으로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DN400 무전기:
• 신속 구축 가능
• 셀룰러 통신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것이 번들로 제공
• 간편한판매/구매
• 엔텔 Sure Connect PoC 서비스를 통한 DN400 무전기

구성 및 관리

엔텔 Sure Connect란? (모토로라 명칭 ‘Wave’)
Sure Connect는 엔텔의 고성능 업무용 PoC 서비스이며,
필요한 경우 서로 다른 PTT 네트워크(기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네트워크 포함)를 연결 할 수 있습니다. Sure Connect는
MCX(Mission-Critical 서비스)로써 2019년 상용 예정입니다.MCX(Mission-Critical 서비스)로써 2019년 상용 예정입니다.
MCX의 ‘X’는 PTT, 비디오 및 데이터(MCPTT, MCData & MCVideo)
를 의미 합니다. 엔텔 Sure Connect 서버는 완벽한 중복 체계
를 갖춘 Tier 1 데이터 센터에서만 호스트 됩니다.
Sure Connect 지원:
• 엔텔의 DN400 업무용 PoC 무전기 제품 군, 

PC 원격 관리 관제 시스템(Dispatcher) 및 무전기 게이트웨이
• 사용자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엔텔의 앱 사용)
• 다수의 통화 유형(우선 순위, 긴급 및 그룹 통화 포함)
• 다수의 응급 기능(맨 다운 및 론 워커 포함)
• 상태 및 데이터 서비스 메세지
• 실/내외 위치 서비스(예, 지오펜스 등과 같은 맵핑 및 도구 포함)
• 이미지 및 비디오 서비스
• 원격 프로그래밍 및 업데이트 서비스
• 작업 관리
• 전체 녹화 및 로그인 서비스
• 사실상 무제한 동시 통화 수

엔텔의 DN400 무전기는 어떤 업무 유형에 도움을 주나요?
• 넓은 지역 커버리지가 필요한 사용자
• VHF/UHF 채널 수 제한이 없는 항시 통신이 가능한 양방향 무전기가 필요한 사용자
• 건물들로 인하여 VHF/UHF 범위가 제한된 구역과 채널 혼잡도가 매우 높은 도시

사용자
• 짧은 시간 안에 넓은 지역의 무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용자

예, 고속도로 정비 / 사이클 경기 / 자동차 경주 / 마라톤 등



DN400은 타사 PoC 무전기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DN400 무전기:
• 가장 크고, 우수한 품질의 음성을 선명히 전달, 이는 현재 시판된 DMR 및 PoC

무전기 중 우위
• 비상버튼 / 론 워커 / 맨 다운 등이 포함된 전통적인 아날로그 및 디지털 무전기

기능 제공
• 97 x 59.5 x 33mm 의 초소형 사이즈
• 월등한내구성및 IP68 2미터 4시간 완전방수
• 뛰어난보안(AES256 기반 보안 표준)
• 셀룰러 및 Wi-Fi 네트워크 전환 시 통화 끊김 현상 방지

DN400은 USB로 충전이 가능한가요?
DN400에는 USB 소켓이 있지만 충전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USB 소켓은
업무 환경에서 매일 충전에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견고하지 않습니다)
대신 엔텔은 상용 등급의 1구 급속 충전기를 DN400 무전기와 같이 기본 제공되며,
필요 시, 옵션으로 상용 등급의 6구 급속 충전기를 제공 합니다.

DN400 무전기에 사용 가능한 악세서리가 있나요?
네, DN400 무전기는 엔텔의 DX400 DMR 디지털 무전기의 상용 등급의 광범위한
악세서리와 호환 가능합니다.
DN400 악세서리; 가죽 케이스, 스피커 마이크로폰, 중량 헤드셋, 커버 키트,
골전도 / 넥 마이크로폰 및 블루투스 무선 악세서리.

DN400 무전기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 한가요?
DN400 무전기는 2019년 1월 출시 예정이며,(스마트폰 / 태블릿 앱 또한) 2018년
4분기에 평가용 샘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문의 부탁 드립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단기 사용에서부터 장기 운용까지 여러 고객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줄 다양한
요금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요금제는 간단, 명료하게 설명 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이해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 및 관리 하실 수
있도록 최고의 대리점 지원을 약속 드립니다. 

DN400 vs PoC 앱이 설치된 LTE 스마트폰:



엔텔의 번들 USIM은 일반 USIM과 다른점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엔텔의 USIM은 최고 등급의 네트워크 액세스, 연결 품질 및 보안을
제공합니다. 엔텔의 표준 로밍 USIM을 예로 들면 다른 EU 국가는 물론 영국의 인구
밀집 지역 100%, 총 도로 마일 96% 이상 및 영국 토지 면적의 89.5% 를 커버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USIM도 사용 가능 한가요?
네, 그러나 일반 USIM을 사용하실 경우 엔텔에서 표준으로 제공하는
여러 핵심 기능 및 기술을 제공받으실 수 없습니다.

현재 양방향 무전기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DN400 무전기도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오

DN400 무전기를 특정 요구 사항에 맞게 구성할 수 있나요?
네, 엔텔은 간단한 push-to-talk 설정 부터 정교한 그룹 통화, 개별 통화,
연락처 목록, 기타 버튼 설정 등 모두 엔텔에서 사용자 맞춤에 따른 설정 및
업데이트를 언제든지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무선(OTA: over the air)으로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 또는 사용자에 의한 무전기 설정 작업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DN400은 기존 아날로그 및 디지털 무선 시스템과 통합할 수 있나요?
네, 엔텔의 네트워크 게이트웨이는 PoC, 아날로그 및 디지털 무선 시스템을
모두 연결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모두 연결하여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DN400을 Wi-Fi 네트워크로만 사용이 가능 한가요?
네, 필요한 경우 자신이 구매한 개인 서버로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G 구축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3G / 2G로도 DN400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만약 4G에 연결 할 수 없는 경우 DN400 무전기는 3G / 2G로 연결 됩니다.
이로써 통화가 항상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통신 보안은 안전하나요?
네, DN400 무전기 및 Sure Connect 서버는 여러 층의 보안 단계로 구성된 앤드 투
앤드 AES-256 암호화를 사용하여 최고 수준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을
보장합니다.

문자 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가요?
네

DN 무전기에 동시 통화/채널 수에 제한이 있나요?
사실상 없습니다. Sure Connect는 각 사이트에서 수천 개의 채널이 가용되는
국내/국제 MPT1327/Tier 3 DMR 무선 시스템과 동일합니다.

스마트폰/태블릿에 대한 앱이 있나요?
네, 스마트폰 / 태블릿 앱(Android & IOS)은 일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편리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엔텔의 서버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 우리나라 규정에 따라 서버를 국내에 배치해야
합니다.
Sure Connect 서버는 full fall-back 이중화 기능을 갖춘 Tier 1 데이터 센터에서만
호스팅 됩니다. 엔텔의 서버 위치는 가장 짧은 통화 대기 시간을 보장하도록
신중하게 선택 되었습니다.(DMR 대기 시간과 유사)
엔텔 소유 또는 개인 소유의 엔텔 Sure Connect 서버는 비니지스 사례 / 규정에
의거하여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Sure Connect 서버를 가질 수 있나요?
네, 엔텔은 여러 사이즈와 다양한 비용으로 구성된 개인 서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약 셀룰러 통신 반경을 벗어난 건물 안에 있을 때 Wi-Fi를 사용 할 수 있나요?
네, 실내 커버리지를 향상 시키기 위해 기존의 Wi-Fi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PoC 무전기와 달리 DN400 무전기를 사용했을 때 셀룰러와 Wi-Fi 네트워크
간의 전환이 매우 유연합니다. 

DN에 블루투스와 GPS가 있나요?
네

DN은 업데이트와 프로그래밍을 무선으로 하나요?
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어디고 가면 되나요?
자세한 정보 / 주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엔텔 대리점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든 무전기는 구매자의 필요 및 요구 사항에 따라 엔텔에서 미리 설정하여 발송 될
것 입니다. 구매자 또는 대리점은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배송 외에는 그 어떤 추가
작업이나 별도의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