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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단일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

u 손에 들거나 클립(기본 제공)을 이용해 스탠드형으로 사
용

u 견고한 구조

u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무반사 재질의 어두운 회색 마감

이 단일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해 보면 Bosch의 제품이 저렴
한 가격으로 얼마나 인상적인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는지 실
감할 수 있습니다. LBC 2900/xx는 높은 음성 전달력을 목
적으로 하는 다이나믹 트랜스듀서 구성품에 기초하여 설계
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견고한 외장은 세련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관 방송 및 사운드 강화가 필
요한 곳에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기능

LBC 2900/xx는 손에 들거나 스탠드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단일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또한 탁월한 카디
오이드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 마이크는 음향 피드백 억
제 기능이 탁월합니다. 마이크에 내장된 On/Off 스위치 및
베이스에 부착된 잠금식 3핀 XLR 커넥터는 간편한 설치와
확고한 연결을 보장해 줍니다. 현대적인 디자인은 파열(퍽
퍽 소리)을 방지해 줍니다.

 
LBC 2900/xx는 Bosch의 믹싱 앰프와 함께 사용하기에 매
우 적합하며, 잭 또는 XLR 커넥터를 통해 입력 채널에 연결
됩니다. 이 두 장치를 조합하면 상점, 식당, 레저 센터 및 기
타 소규모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이면서도 매우 다
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전관 방송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
다.

설치/구성 참고 사항

52,4

165

크기(mm)

회로도



  

주파수 응답

폴라 다이어그램

제공된 부품

수량 구성품

1개 LBC 2900/15(6.3mm(1/4”) 스테레오 잭 플러그로 종
단처리된 검정색 실드 케이블 7m(23ft) 포함)
또는 
LBC 2900/20(XLR 수 플러그로 종단처리된 검정색 실
드 케이블 7m(23ft) 포함)

1개 스탠드 브래킷(마이크 스탠드와 함께 사용되는 푸시
온 클립 포함) 및 3/8", 1/2" 또는 5/8“ Whitworth 나사형
스탠드용 스크루 어댑터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유형 핸드헬드

지향성 단일지향성

주파수 대역 80Hz - 12kHz

감도 1.7mV/Pa ±3dB

정격 출력 임피던스 600ohm

* IEC 60268-4에 따른 기술적 성능 데이터

기계적 특성

크기(직경 x 길이) 52.4 x 165mm(2.06 x 6.49in)

무게 270g(9.5oz)

색상 어두운 회색

스위치 On/Off 슬라이드

케이블 길이 7m(23ft)

커넥터(/15) 6.3mm(1/4") 스테레오 잭

커넥터(/20) 3‑핀 XLR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10°C - +55°C(+14°F - +131°F)

보관 온도 -40°C - +70°C(-40°F - +158°F)

상대 습도 <95%

주문 정보

LBC 2900/15 단일지향성 핸드 마이크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단일지향성, 무반사 재질의 어두운
회색 마감, 켜기/끄기 스위치 7m(23ft) 케이블, XLR 암/
6.3mm(1/4인치) 스테레오 잭 플러그 연결 케이블, 퀵릴리
스 마이크 클램프, 저장 박스도 함께 제공
주문 번호 LBC2900/15

LBC 900/20 단일지향성 핸드 마이크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단일지향성, 무반사 재질의 어두운
회색 마감, 켜기/끄기 스위치 7m(23ft) 케이블, XLR 수/암
연결 케이블, 퀵릴리스 마이크 클램프, 저장 박스도 함께 제
공.
주문 번호 LBC2900/20

액세서리

LBC 1215/01 마이크 클램프
범용 스프링식 마이크 홀더, 마찰각 조정, 무광 검은색, 3/8
인치, 1/2인치 또는 5/8인치 휘트워드 나사에 스크루로 연
결, 19-32mm 직경의 마이크 연결대
주문 번호 LBC1215/01

LBC 1221/01 플로어 스탠드
마이크 플로어 스탠드, 접이식 다리 3개, 무광 검은색, 트위
스트 클램프로 850 - 1600mm(2.79 - 5.25ft)까지 길이 조
정 가능, 나사형 커넥터 3/8인치 휘트워드
주문 번호 LBC1221/01

LBC 1227/01 테이블 스탠드
테이블 마이크 스탠드, 무광 검은색, 무거운 둥근 주철 베이
스, 직경이 130mm(5.12in)인 고무 완충재가 부착된 바닥
면, 3/8인치 휘트워드 볼트 포함
주문 번호 LBC1227/01

LBC 1226/01 조절식 붐
마이크 붐 암, 무광 검은색, 최대 도달 거리
670mm(2.12ft), 길이 840mm(2.76ft), 3/8인치 휘트워드
나사형 마이크 스탠드에 맞음
주문 번호 LBC12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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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kyoungnam.kim@kr.bosch.com
www.boschsecur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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