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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N-IDESK 는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1 인용 통역사
장치로 국제 표준을 완벽하게 준수합니다. 장치 컨트롤의 각
기능 영역이 확실하게 구분되도록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직
관에 따라 실수 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한 소켓이 제공됩니다
(DCN-MICS 및 DCN-MICL 별도 주문).
기능
•
•
•
•

부스당 최대 6 대의 장치 설치 가능
탁상형 및 매립형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DCN-MICS)
인체 공학적 디자인

제어기 및 표시등
• 디스플레이에 상태 및 선택 표시가 나타나는 A 및 B 출력
채널
• 모든 채널의 디스플레이에 채널 번호, 언어명 및 품질 레벨
이 표시됩니다.
• 시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예: 가운데 버튼에 있는
작은 돌출 부분, 마이크 On/Off 및 더블 릴레이 선택을 알
려주는 신호음 등)
• 언어 채널 선택기가 있는 내장형 라우드스피커
• 통역 경과 시간을 표시하는 연설 타이머
• 현재 발언자에게 발언 속도를 줄일 것을 알려주는 천천히
말하기 기능
• 운영자 또는 안내원에 대한 도움 요청 기능
• 부스 전화 및 인터콤 표시등

u

휴대 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u

시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인체 공학적 디
자인

u

20kHz 오디오 대역폭의 최대 31 개의 통역 채널 및 플로
어 언어

u

어두운 조명에서 정보를 밝게 표시할 수 있는 역광 그래
픽 LCD

u

릴레이 통역 언어용 사전 선택 버튼 5 개(디스플레이에
활성 표시등이 있음)

• 헤드셋 연결 시의 자동 헤드셋 선택 기능
• 프로그래밍 모드로 전환한 후 디스플레이 메뉴를 통한 손
쉬운 프로그래밍
• "통역중"임을 나타내는 적색 표시등 또는 "미사용 부스"임
을 나타내는 녹색 표시등이 표시되는 마이크 버튼
• 음소거 버튼
• 도움 버튼
• 천천히(천천히 말하기) 버튼
• 운영자 및 의장 인터콤 호출 버튼
• 노란색 LED 표시등이 있는 메시지 버튼
• 전화 및 인터콤 호출 노란색 LED 표시등
• A 및 B 채널과 연결된 노란색 LED 표시등
• 채널 설정 및 다른 기능을 위한 회전식 단계 제어 .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채널이 선택 항목으
로 설정됩니다.
• 선택된 활성화된 출력 채널을 채널 번호 및 단축 언어명과
함께 보여주는 역광 LCD
• 라우드스피커의 회전식 볼륨 제어기
• 헤드폰의 회전식 볼륨 제어기
• 헤드폰의 고저음 제어용 회전 버튼
• 신호음 On/Off 버튼
• 릴레이 통역 언어용 사전 선택 버튼 5 개
• 녹색 LED 표시등이 있는 플로어/자동 릴레이 버튼
• 릴레이 통역 언어 사전 선택 버튼의 언어 선택 및 라우드스
피커 채널 설정을 위한 회전식 단계 제어(발언 섹션에서와
동일한 기능). 이 버튼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첫 번째 채널
이 선택 항목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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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된 릴레이 통역 언어를 채널 번호, 단축 언어명 및 품질
표시등과 함께 보여주는 역광 LCD. 선택된 라우드스피커
채널 또한 단축명과 함께 표시됩니다.

상호 연결
•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용 소켓
• 헤드폰 또는 헤드셋 커넥터(IEC 574-35 규격에 따른 5 극
180° DIN 형 유선 소켓)
• 6.3mm(0.25in) 및 3.5mm(0.14in) 스테레오 잭 헤드폰
커넥터
• 금형처리된 6 극 회로 커넥터가 있는 2m(78.7in) DCN 케
이블
• DCN 네트워크와의 루프 스루 연결을 위한 6 극 회로 소켓
• 부스 전화, 인터콤 및 부스 통역중 신호에 연결하기 위한 8
극 모듈식 잭 커넥터

DCN‑MICS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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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은색
주문 번호 DCN-MICL
DCN‑IDESK‑D 통역사 장치(어두운 회색)

DCN Next Generation 통역사 장치, 어두운 색상 베이스.
마이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IDESK-D

기술 사양

DCN‑MICS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전기적 특성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길이
310mm(12.2in), 은색

헤드폰 연결

주문 번호 DCN-MICS
DCN‑MICL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주파수 응답

30Hz - 20kHz

부하 임피던스

>32ohm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은색

출력 전력

2 x 30mW/32ohm

주문 번호 DCN-MICL

헤드셋 연결
주파수 응답

30Hz - 20kHz

부하 임피던스

>32ohm

출력 전력

60mW/32ohm

표준 마이크 입력
레벨

7mVrms

과부하 마이크 입력
레벨

>124mVrms

기계적 특성
설치

테이블에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장
착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마이크 포함)

82 x 330 x 170mm(3.2 x 13 x 6.7in)

경사도

25 도

무게

1.3kg(2.87lb)

베이스 상단 색상

은색(RAL 9022)

베이스 하단 색상
DCN-IDESK-L

밝은 회색(RAL 000 7500)

DCN-IDESK-D

차코(PH 10736)

주문 정보
DCN‑IDESK‑L 통역사 장치(밝은 회색)

DCN Next Generation 통역사 장치, 밝은 색상 베이스. 마
이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IDES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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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 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kyoungnam.kim@kr.bos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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