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방법

안테나 장착/분리

배터리 장착/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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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 수신, 전원 끄기

HX Series
       간단 사용 설명서

Designed in the United Kingdom

1. 장착 : 안테나를 기기 상단의 안테나 단자와 맞춘 후

완전히 밀착 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주의: 안테나와 기기단자의 나사선이 어긋나지 않

도록 합니다) (A)

2. 분리 : 안테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 (B)

1. 장착 : 배터리 하단을 기기 하단 홈에 맞추고 측면 고

정노브를 아래로 내린 후  기기방향으로 눌러 고정

합니다. 반드시 배터리는 완전히 고정 되어야 합 

니다. (C)

2. 분리: 배터리 측면의 고정노브를 아래로 내린 후

배터리를 기기로 부터 분리 합니다. (D)

1. 기기 상단의 전원/볼륨 컨트롤(1)을 시계 방향으

로 돌리면 “딸깍”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집니다.

2. 전원이 켜지면 자체 진단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정상연결 신호음이 나옵니다.

3. LED램프가5초에 한번씩 황색이 점멸 되며 수신

대기 상태로 전환 됩니다.

4. 볼륨 컨트롤(1)을 이용하여 원하는 볼륨으로

조정합니다.

5. 채널 컨트롤(2)을 이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채널로 조정합니다.

6. 유효한 신호가 수신되면 LED 램프가 녹색으로

변경되며, 기기의 스피커나 악세서리 오디오

(부착 시)에서 음성 전달이 됩니다.

7. 기기 사용 완료 시 전원/볼륨 컨트롤(1)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딸깍”소리가 날때까지 돌려 전원

을 끕니다.

송신

1. 위 1 ~ 5번까지를 진행합니다.

2. 송신 전 송신 하고자 하는 채널에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3. 수신 신호 감지 시, 수신 신호가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기는 송신과 수신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4. PTT(Push-To-Talk) 버튼(3)을 눌러 송신을 시작

합니다. 이때 LED 램프에 적색이 점등됨을 확인

합니다.

5. 최상의 통화 품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기

하단에 위치한 마이크(5)와 입 사이를 약 4cm
간격을 두고 음성 전달을 합니다.

6. 주의: 만약 기기 상단 혹 마이크로부터 멀리

떨어져 말할 경우 송신 통화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7. 송신 완료 시 누르고 있던 PTT버튼을 해제합니다.

기술사양

정격 출력 VHF - 4.8W (High) / 1W (Low)
UHF - 4.8W (High) / 1W (Low)

전파형식                    8K50F3E
채널 수 16CH / 255CH
채널 간격 12.5KHz / 25KHz
사용 전압 7.4V DC
배터리 용량 1800mAh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사용 시간 12.5시간 (5/5/90)
사용 온도 -20 ~ 55 °C
주파수 범위 VHF 138 ~ 174 MHz

UHF 400 ~ 470 MHz
크기 (H/W/D) 100 x 61x 31(mm)
무게 274g (배터리, 안테나포함)
국제 방진/방수인증            IP55 (생활방수)

미 통신기기 군사규격 MIL STD 810 C/D/E/F

A급기기(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 (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시 벌금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활용 및 폐기

배터리 수명이 끝나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재활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시설이 모든 지역

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 수명이 다 되었을 경우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엔텔은 배터리 재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구매처에

의뢰하여 주십시오.

㈜엔텔코리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평촌스마트베이 A동 2003호

Tel: 031-813-1090   Fax: 031-813-1093 
www.entelkorea.com / sales@entel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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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H Series
소개

 
 

구성품

HX4xx 무전기

CNB450E 리튬-이온 배터리

CBH450 벨트 클립

CATxxx 

CSAHX 급속 충전기

옵션 악세서리
악세서리 장착/분리

장착 : 기기 우측의 악세서리 커버 스크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커버를 분리합 

니다. (분리된 커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악세서리 플러그를 기기 악세서리 단자에 결합 

한 후 잠금 스크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 

하게 조일 경우 파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리: 악세서리 플러그의 스크류를 시계 반대 방향 

으로 돌려 분리 한 후 기기의 단자 보호를 위해

처음 분리했던 악세서리 캡을 재 장착합니다. 

명칭 및 설명

1.전원/볼륨 컨트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전원이 켜지고 볼륨이 증가 

합니다. 반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감소하고 전원이 꺼집니다.

2.채널 컨트롤

3.PTT (Push-To-Talk) 버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송신하고, 버튼을 놓

4.대리점 프로그램용 버튼(추가정보 – 대리점에 문의)

5. 마이크

6.키패드 버튼 (8 keys)

7. 키패드 버튼 (20 Keys)

8. 대리점 프로그램용 버튼 및 LED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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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 설명서는 엔텔 HX 시리즈에 대한 기본 조작법을 제공하며, 자세한 사용 

설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당사 웹사이트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entelkorea.com

사용자의 환경에 맞춘 다양한 기능 설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추가 설명은 엔텔의 지정 판매 대리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HX 시리즈는 생활 방수, 방진 요건을 만족하는 IP55 등급으로 설계 및 제작된 소형 

사이즈의 업무용 무전기입니다.

안테나

시킵니다. (주의: 도구를 이용하거나 너무 무리 

손목끈LY600

배터리 정보

배터리 충전 방법

1. AC 아답터를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2. 무전기 전원을 끕니다.

3. 배터리 또는 본체와 결합된 배터리를 충전기에 장착하면 LED 램프에 적색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됩니다.
4. 방전된 배터리의 완충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이며, 완충 후에는 LED 램프가

녹색으로 전환됩니다.

충전기 LED 램프가 적색으로 깜박이는 경우는 배터리 점검이 필요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구매하신 대리점이나 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배터리 주의사항

•완충된 배터리는 재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수명 단축 또는 다른 손상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완충된 배터리는 충전기에서 제거하십시오. 충전기 전원이 꺼졌다 다시 들어올 

경우 충전이 재 시작되어 과충전 될 수 있습니다.

•충전 중 무전기 전원을 켜거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절대 충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엔텔 정품의 배터리와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단자를 단락 시키거나 화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장기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본체와 분리하여 서늘(약 0℃)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완전 방전시키지 마십시오)

•충전주기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충전횟수를 최소화하시 

길 권장 합니다. 특히 고온에서는 더욱 빠른 수명저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절대로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엔텔 배터리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회로망을 포함하고 

있으며, 만약 안전 회로망이 손상되었거나 개조될 경우 극심한 열, 연기, 폭발이나 

화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험요소

으면 수신대기로 전환됩니다.

적색 점등 - 송신 중

적색 점멸 - 배터리 충전 필요

녹색 점등 -  수신 중

황색 점등 - 미 입력 신호 수신

황색 점멸 (빠르게) - 스캔 중

황색 점멸 (천천히) - 수신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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