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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견고하고 입증된 구조

u 무선 액세스 포인트, 무선 장치 8개 및 마이크를 동시에
보관

u 장비 형태에 맞는 폼 구조

u 간편하게 장비를 넣고 꺼내고 운반할 수 있는 구조

u 용이한 운반을 위한 롤러 형태의 바퀴와 쿠션이 장착된
손잡이, 트리거로 잠금을 해제하는 래치

운반용 케이스(DCNM-TC)는 무선 장비를 보관하고 운반하
는 데 사용합니다. 운반용 케이스에는 무선 액세스 포인트
(전원 어댑터 포함 - 무선 액세스 포인트 아래에 보관) 1개,
무선 장치 8개, 고지향성 마이크 8개, 연결대 부착형 마이
크(짧은 형/긴 형) 8개를 넣을 수 있는 구획이 있습니다.
운반용 케이스는 운반과 보관 중 무선 장비를 적절하게 보호
할 수 있도록 입증된 소재로 제작됩니다.
손잡이와 래치는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방식으로 보호
됩니다. 규격화된 폼 형태의 내부 구조로 장비를 원활하고
빠르게 넣고 꺼낼 수 있습니다. 운반용 케이스에는 손잡이
하나와 바퀴 2세트가 있어 지상에서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
으며 불필요하게 들어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운반용 케이스
에는 자물쇠로 케이스를 안전하게 잠글 수 있도록 강화 철강
소재의 고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양

기계적 특성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318 x 801 x 529mm
(12.52 x 31.54 x 20.83인치)

무게(장비 제외) 11kg(24.25파운드)

색상(케이스 외부) 검은색

주문 정보

DICENTIS 장치 8개 운반용 케이스
무선 액세스 포인트(DCNM-WAP) 1개, 무선 장치(DCNM-
WD 및/또는 DCNM-WDE) 8개, 고지향성 마이크(DCNM-
HDMIC) 8개, 짧은/긴 연결대 부착형 마이크(DCNM-
MICS/L) 8개를 보관하고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케이스
주문 번호 DCNM-TC

액세서리

DICENTIS 무선 장치
DICENTIS 무선 장치.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 및 배터리 팩
별도 주문
주문 번호 DCNM-WD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치
4.3인치 터치스크린이 장착된 DICENTIS 확장형 무선 장
치, 식별용 NFC 판독기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 및 배터리 팩
별도 주문
주문 번호 DCNM-WDE

DCN multimedia 고지향성 마이크
DCN multimedia 고지향성 마이크(DICENTIS 무선 장치 및
DCN multimedia 장치용)
주문 번호 DCNM-HDMIC



DCN multimedia 짧은 연결대가 있는 마이크
DCN multimedia 짧은 연결대 부착형 마이크(DICENTIS 무
선 장치 및 DCN multimedia 장치용)
주문 번호 DCNM-MICS

DCN multimedia 긴 연결대가 있는 마이크
DCN multimedia 긴 연결대 부착형 마이크(DICENTIS 무선
장치 및 DCN multimedia 장치용)
주문 번호 DCNM-MI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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