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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na 음성 경보 시스템은 임피던스 측정에 기반한 단순하
고 사용이 간편한 라우드스피커 감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
니다. 배선이 길어질 경우 케이블의 전하 축적 및 스피커 임
피던스와 같은 외부의 영향이 측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더미 부하 장치는 파일럿 톤의 주파수에서만 필터
링된 부하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임피던스 측정의 신뢰성
을 크게 높일 수 있으므로 배선이 길어지는 경우에도 단선이
나 단락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기능
Plena 더미 부하 장치는 임피던스 측정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Bosch Security Systems 가 새롭게 선보인 제품입니
다. 이 장치는 모니터링 주파수인 20kHz 에서의 라우드스피
커 부하를 높여 주는 반면 일반 오디오 주파수 대역에서는
최소의 부하를 가집니다.
이 장치를 라인 종단의 라우드스피커와 병렬로 연결하면 라
인 종단의 임피던스 비율이 높아지므로 더 많은 수의 라우드
스피커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스킹 마진이
케이블의 전하 축적분만큼 증가하므로 더 긴 케이블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u

20kHz 에서의 필터링된 부하 공급

u

라우드스피커 라인 연장 가능

u

3 가지 전원 설정 지원

u

일부 Bosch 라우드스피커의 자체 브래킷에 장착 가능

u

EN 54‑16 인증

더미 부하 장치는 라인 종단의 라우드스피커와 병렬로 연결
됩니다. 단, 적절한 장착 볼트로 연결한 Bosch 라우드스피
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에는 더미 부하 계산기에 의
해 계산된 결과에 따라 20kHz 에서의 부하를 8, 20 및 60W
로 설정할 수 있는 점퍼가 있습니다.
더미 부하 계산기는 애플리케이션이 더미 부하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최적의 부하 설정은 어느 정도인지를 매크로
를 사용해 계산해 주는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이 스프레드시
트는 Bosch 공인 대리점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승인
전자기 내성

EN 50130-4 준수

비상

EN 54‑16 * 준수

* 음성 경보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고 설치 및 사용자 지침에
따라 설치될 경우
지역

인증서

유럽

CE
CPD
CPD

폴란드

CNBOP

적합성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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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부품
수량

구성품

12

PLN-DMY60 Plena 더미 부하 장치

1개

응용 정보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입력
커넥터

고내열성 플라잉 리드

전압

100V 라우드스피커 라인

부하

8, 20 및 60W

기계적 특성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17 x 30 x 50mm

설치

WLS II

무게

약 80g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10ºC - +55ºC(14ºF - +131ºF)

보관 온도

-40ºC - +70ºC(-40ºF - +158ºF)

상대 습도

<95%

주문 정보
PLN‑DMY60 Plena 더미 부하 장치

더미 부하 장치(12 개 1 세트)
주문 번호 PLN-DMY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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