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20 Premium Ceiling 스피커
천장형 음향 제품의 첨단

Premium Ceiling(PC) 스피커 신규 모델 2종이 Bosch의
사용자 친화적인 설치형 사운드 솔루션 대열에 합류합니다.

The LC20-PC60G6-6(6.5인치 투웨이)와 LC20PC60G6-8(8인치 투웨이)은 현재 시판 중인 천장형
스피커 중 최첨단으로, 어느 면에서나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유닛이 자체 압축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기존의 Bosch 천장형 스피커 제품에 비해 고대역 성능과
커버리지 제어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간편한 배선과
혁신적인 신형 장착 하드웨어로 다양한 천장 공동과
구조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시공사가 Bosch 오디오 제품에 기대하는
사용자 친화적 설치와 무난한 외관에 더해 보다 강력한
파워 핸들링(100W), 보다 높은 출력(113dB/114dB),
보다 넓은 커버리지 각도(100˚/120˚)를 추가로
구현함으로써 새로운 고품격 제품군을 완성합니다.
LC20 Premium Ceiling 스피커는 천장형 시스템의
음질과 디자인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음향적으로 균형 잡힌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자랑하는 고품질 오디오가
국지적 서브 이펙트를
제거하여 시스템의 음향적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Premium Ceiling의 특징
 Bosch가 설계한 고성능 압축
드라이버. 매우 폭넓은 HF 분산으로
소리를 공간 전체에 고르게
전달합니다.


고편위 우퍼가 저음역을 극단적으로
확장합니다. 튼튼한 강화 강철
소재의 후면이 음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전면, 그릴 장착 시)

(전면, 그릴 제거 시)



4지점 클램프 메커니즘과 장착용
다리로 천장에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착탈이 가능한 루프스루식 Phoenix
형 신호 연결을 사용해 설치 시의
배선이 간편합니다. 8Ω/70V/100V
작동을 지원하는 탭 선택기.



UL 인증을 받은 완전 강화 ABS
배플이 오랜 수명을 보장합니다. UL
1480 및 2043 표준을 준수합니다.

(후면)

품질과 혁신의 전통
100여 년의 기간 동안 Bosch는 품질과 신뢰를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Bosch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지원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택받는 혁신적인 기술 공급업체입니다.
Bosch Security Systems는 관공서 및 공공
장소에서부터 기업, 학교 및 가정에 이르는 전 세계
각지의 일상 생활에서 다양하게 응용되는 광범위한
보안, 안전, 통신 및 사운드 솔루션을 자신 있게
제공합니다.

사양

LC20-PC60G6-6

LC20-PC60G6-8

50 ~ 20kHz

40 ~ 20kHz

도달 범위

100˚

120˚

HF 파워 핸들링

프로그램 200W, 핑크 노이즈 100W

프로그램 200W, 핑크 노이즈 100W

주파수 범위(-10dB)

감도(SPL 1W/1m)

87dB

88dB

최대 계산 SPL

평균 107dB, 피크 113dB

평균 108dB, 피크 114dB

임피던스

10ohm

10ohm

LF 트랜스듀서

165mm(6.5in)

200mm(8in)

HF 트랜스듀서

35mm 압축 드라이버

35mm 압축 드라이버

70V: 60W, 30W, 15W, 7.5W, 8ohm

70V: 60W, 30W, 15W, 7.5W, 8ohm

100V: 60W, 30W, 15W, 8ohm

100V: 60W, 30W, 15W, 8ohm

제거 가능 고정 4핀

제거 가능 고정 4핀

(Phoenix/Euro block) 및 세라믹(EVAC)

(Phoenix/Euro block) 및 세라믹(EVAC)

최대 와이어 크기 12AWG (2.5mm)

최대 와이어 크기 12AWG (2.5mm)

인클로저

ABS 플라스틱(UL94V-0) 배플, 강철 후면 덮개

ABS 플라스틱(UL94V-0) 배플, 강철 후면 덮개

그릴

동일 색상의 강철 그릴과 천 덮개

동일 색상의 강철 그릴과 천 덮개

트랜스포머 탭

커넥터

크기(높이 x 세로)

260mm x 280mm (10.25in x 11in)

324mm x 327mm (12.76in x 12.87in)

구멍 크기

248mm (9.76in)

294.3mm (11.59 in)

순무게

7kg (15.4lb)

8kg (17.6lb)

배송 무게

16.83kg (37.1lb)

20.23kg (44.6lb)

지원 하드웨어

C 링, 타일 브리지

C 링, 타일 브리지

인증

UL1480 및 2043, CE

UL1480 및 2043,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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