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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FCS 는 헤드폰 청취 시 사용되는 초소형의 세련된 1인용 오
디오 채널 선택기입니다. 이 채널 선택기는 동시통역 및 플로어 채
널에 사용되는 고품질 오디오 채널을 최대 32개까지 선택할 수 있
습니다.

기능

• 내장형 "무음" 기능이 있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오디오가
출력되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헤드폰에서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헤드폰을 처음 연결하면 기본 "플로어" 채널(채널 0)이 적당
한 헤드폰 볼륨으로 선택되고 희미한 역광이 활성화됩니다.

제어기 및 표시등
• 채널 선택을 위한 2개의 누름 버튼(위/아래)
• 헤드폰 볼륨 제어를 위한 2개의 누름 버튼(위/아래)
• 채널 번호 표시를 위한 2자리 역광 LCD

상호 연결
• 3.5mm(0.14in) 스테레오 잭 헤드폰 커넥터
• 외부 헤드폰용 커넥터
• 금형처리된 6극 회로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 2m(78.7in)
• 루프 스루 상호 연결용 6극 회로 커넥터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주파수 응답 30Hz - 20kHz

헤드폰 부하
임피던스

>32ohm < 1kohm

출력 전력 2 x 15mW/32ohm

기계적 특성

설치 매립형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40 x 100 x 100mm 

(1.6 x 3.9 x 3.9in)

무게 0.3kg(0.66lb)

색상 은색(RAL 9022)

주문 정보
DCN‑FCS 매립형 채널 선택기
매립형, 은색

DCN-FCS

DCN‑FCS 매립형 채널 선택기
▶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IF 상 수상)
▶ 사용 가능한 채널에 자동으로 맞춤
▶ 내장형 "무음" 기능
▶ 헤드폰이 연결되기 전에는 오디오 출력 없음
▶ 테이블 상단이나 전면 또는 좌석 팔걸이에 매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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