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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IF상 수상)

u 채널 선택기 출력 레벨 제어

마이크 연결 패널은 플러그인 가능한 마이크 DCN‑MICS 및
DCN‑MICL을 2인용 회의 장치 인터페이스(DCN-DDI)의
오디오 입력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마이크 연결 패널에는 채널 선택기의 출력 레벨을 제어하는
출력 단자도 있습니다. 즉, 마이크가 활성 상태일 때 채널 선
택기의 출력 레벨이 낮아져서 음향 피드백을 방지합니다.

기능

상호 연결
• 8극 262° DIN형 플러그로 종단처리된 케이블

2m(78.7in)
• 채널 선택기의 출력 레벨 감소를 제어하기 위한 커넥터

(AMP173977-2 소켓)

기술 사양

기계적 특성

설치 2mm 두께의 금속 패널에 눌러서
고정하거나, DCN‑FCOUP 커플링 및
DCN‑FEC 종단 캡과 결합하여 자유
롭게 설치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40 x 50 x 50mm 
(1.57 x 1.97 x 1.97in)

무게 10g(0.02lb)

색상  

   DCN‑FMIC 은색(RAL 9022)

   DCN‑FMIC‑D 어두운 색상(흑연 회색)

주문 정보

DCN‑FMIC 매립형 마이크 연결 패널
DCN Next Generation 매립형 마이크 연결 패널, 은색. 마
이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FMIC

DCN‑FMIC‑D 매립형 마이크 연결 패널,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매립형 마이크 연결 패널, 어두운 색
상. 마이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FMIC-D

액세서리

DCN‑MICS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길이
310mm(12.2in), 은색
주문 번호 DCN-MICS

DCN‑MICS‑D 플러그인 가능한 짧은 마이크,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길이
310mm(12.2in), 어두운 색상
주문 번호 DCN-MICS-D



DCN‑MICL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은색
주문 번호 DCN-MICL

DCN‑MICL‑D 플러그인 가능한 긴 마이크,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어두운 색상
주문 번호 DCN-MIC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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