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H mini-VSAT Bro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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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소프트웨어 번들 가격표

2017년 11월 1일부터 유효

TracPhone V11ip/V7ip/V7hts/V3ip 위성 통신 시스템
®

부품 번호

MSRP ($USD)

설명

01-0408-15

완전한 TracPhone V7HTS 시스템;
3축 Ku-대역 안테나, 랙 장착형 통합 CommBox 모뎀(ICM)* 포함

$29,995

01-0350-11

완전한 TracPhone V11ip 시스템;
3축 듀얼 모드 C/Ku-대역 안테나, 랙 장착형 Integrated CommBox Modem(ICM)*

$74,995

01-0283-15

완전한 TracPhone V7IP (ICM) 시스템;
3축 Ku-대역 안테나, 랙 장착형 Integrated CommBox Modem(ICM)*

$35,995

01-0335-11

완전한 TracPhone V3IP 시스템;
2축 Ku-대역 안테나, 랙 장착형 Integrated CommBox Modem(ICM)*

$16,995

경쟁력 있는
12~60개월 리스
패키지가 제공됩
니다.
자세한 내용은
KVH에 문의하십
시오!

* 랙이 없는 선박에 사용 가능한 랙 장착 장비용 선실 장착 케이스(선택 사양)(72-0368)

CommBox™ 선박/육상 네트워크 관리자 소프트웨어 번들
부품 번호

MSRP ($USD)

월간 이용료 ($USD)

n/a

$95

최초 선박 설치비1

$1,500

n/a

추가 선박 설치비

$200/선박

n/a

n/a

$195

최초 선박 설정비1

$2,500

n/a

추가 선박 설정비

$200/선박

n/a

MSRP ($USD)

월간 이용료 ($USD)

n/a

$35

$5,995

$10

설명

표준 번들: QuickBasic 및 QuickWeb – 최소 라우팅 비용, 온보드 방화벽, 대역폭 관리,
웹 캐싱, 웹 이미지 압축 및 광고 제거, URL 및 컨텐츠 필터링

35-0011

엔터프라이즈 번들 : QuickComplete
(includes QuickBasic, QuickWeb, QuickFile, QuickMail 및 QuickCrew 소프트웨어 모듈)
– 표준 번들의 모든 항목 및 VPN, 자동 파일 전송, 차동 동기화, 메일 서버, 웹메일
클라이언트, 스팸 방지, 전송 최적화, 바이러스 방지 필터, 로밍 선원 이메일, 웹
액세스 계정
2

35-0012

부품 번호

n/a
35-0023

설명

KVH 호스팅 허브2
KVH 데이터센터 또는 기타 KVH 관리 위치의 KVH 관리 하드웨어에서 호스팅됨
CommBox 사설 허브2
VMWare를 위한 가상 머신 이미지

1
설정에는 표준 번들에 대해 최대 8시간, 엔터프라이즈 번들에 대해 최대 16시간인 설계, 문서화 및 IT 직원 원격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링 시간이 포함됩니다. 추
가 업무에는 선박에서 현장 설문조사, 선박, 여행 및 특별 구성에 대한 직원 교육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KVH 영업팀에 문의하십시오.
2

CommBox 엔터프라이즈 번들에는 CommBox 허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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