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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2개의 데이터 및 오디오 통신용 플라스틱 광 케
이블과 2개의 전원 공급용 구리 코어로 구성된 특수 케이블
입니다. 이 케이블은 네트워크 커넥터가 부착된 상태로 제공
되며 CCU를 오디오 확장기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이 네트워크 케이블은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며 유형 번호 뒤
에 있는 숫자(/xx)가 케이블 길이를 나타냅니다. LBB
4416/00만 커넥터가 없으며 커넥터(LBB 4417/00)는 별
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주문 정보

LBB 4416/00 네트워크 케이블 10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100m, 맞춤형 길
이 케이블용 커넥터 제외, LBB4417/00 네트워크 커넥터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LBB4416/00

LBB 4417/00 네트워크 커넥터 세트(20개)
Praesideo 네트워크 커넥터, 10개의 맞춤형 길이 케이블용
LBB4416/00 네트워크 케이블과 함께 사용됩니다(20개 1
세트).
주문 번호 LBB4417/00

LBB 4418/00 케이블 커넥터 도구 키트
맞춤형 길이 네트워크 케이블 제조를 위한 특수 공구용 케이
스
주문 번호 LBB4418/00

LBB 4416/01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0.5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0.5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1

LBB 4416/02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2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2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2

LBB 4416/05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5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5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5



LBB 4416/1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1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1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10

LBB 4416/2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2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2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20

LBB 4416/5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5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5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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