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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콘덴서 트랜스듀서

u 단일지향성

u 명료한 음성 전달

u 케이스 소음 및 진동에 대한 낮은 감도

u 팬텀 전원 공급

이 콘덴서 마이크는 다이나믹 트랜스듀서 구성품에 기초하
여 설계된 제품으로 호흡이나 바람으로 인한 파열(퍽퍽 소
리)을 방지해 주는 견고한 외장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교회,
극장, 컨퍼런스 센터 등 전관 방송 및 사운드 강화가 필요한
응용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기능

LBB 9600/20 핸드 마이크는 거의 어떤 주파수에서나 사용
할 수 있는 뛰어난 단일지향성 마이크입니다. 등가 입력 소
음 레벨이 낮고 정전기 및 전자기장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
기 때문에 오디오 신호를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쉽게 분리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에는 On/Off 슬라이드 스위치와 3핀 잠금식 XLR 플
러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Bosch 전관 방송 앰프의
모든 마이크 입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팬텀 전원 공급 장치
를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Whitworth 나사형 나사 이음쇠가 있는 푸시온 클
립 및 멀티 스레드 어댑터(3/8", ½" 및 5/8")가 장착을 위해
함께 제공되며 제공되는 7m(23ft) 연결 케이블에는 3핀 잠
금식 암수 XLR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액세서리
연장 케이블, 테이블 스탠드, 플로어 스탠드 등의 여러 액세
서리도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공되는 마이크 액
세서리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적합성 선언

설치/구성 참고 사항

회로도



주파수 응답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팬텀 전원 공급  

전압 범위 11V - 52V(DIN 45596 및 IEC
268-15A 준수)

전류 소비 <1.5mA

성능  

지향성 단일지향성

주파수 대역 100Hz - 16kHz

감도 2mV/Pa +/-‑3dB 
(1V/Pa에서 -54dB)

정격 출력 임피던스 200ohm

등가 입력 소음 레벨 26dB(A)

* IEC 60268-4에 따른 기술적 성능 데이터

기계적 특성

크기(직경 x 길이) 54 x 170mm(2.13 x 6.69in)

무게 245g(8.64oz)

색상 검정색

스위치 On/Off 슬라이드

케이블 유형  

케이블 길이 7m(23ft)

커넥터 3핀 XLR(수)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20°C - +55°C(-4°F - +131°F)

보관 온도 -40°C - +70°C(-40 - 158°F)

상대 습도 <95%

주문 정보

LBB 9600/20 콘덴서 핸드 마이크
콘덴서 핸드 마이크, 단일지향성, 무광 검은색 마감, 켜기/끄
기 스위치, 7m(23ft) 케이블, 3핀 잠금식 암수 XLR 커넥터
기본 제공
주문 번호 LBB9600/20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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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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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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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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