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시스템 | DCN-DV-xx(투표 기능이 내장된 델리게이트 유닛)

DCN-DV-xx(투표 기능이 내장된 델리게이트 유
닛)

 

www.boschsecurity.com

 

 

      

u 휴대 전화 간섭에 대한 취약성 감소

u 매력적인 인체 공학적 초소형 디자인

u 5개의 투표 버튼

u 내장형 라우드스피커 및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

u 델리게이트 또는 의장형 유닛으로 사용 가능

투표 기능이 내장된 이 델리게이트 유닛을 통해 참가자는 발
언하거나 발언 요청을 등록하거나 다른 발언자의 발언을 청
취하거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를 연결
하기 위한 소켓이 제공됩니다(DCN-MICS 및 DCN-MICL 별
도 주문). 이 장치에는 모든 유형의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5
개의 투표 버튼이 있습니다. 투표 버튼 주위의 노란색 표시
등 링은 사용자에게 출석을 등록하고, 투표를 시작하고, 투
표 내용을 확인할 것을 알려 줄 때 사용됩니다. 유닛의 출석
LED가 노란색이면 해당 델리게이트가 참석했음을 나타냅
니다.

기능

• 헤드폰 출력 레벨을 낮춤으로써 음향 피드백 방지(플로어
를 청취하거나 마이크가 켜져 있을 경우 활성화)

• 또한 이 장치는 두 개의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으므로 주변
소음이 심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발언을 명확하게 청취
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는 내장형 라우드스피커의 음을 소
거하여 음향 피드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유닛은 델리게이트 유닛, 의장형 유닛(DCN‑DBCM 의
장용 버튼 별도 주문) 또는 보조 버튼이 있는 델리게이트
유닛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버튼은 다기능 버튼으
로 예를 들어 안내 방송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루프 스루 케이블을 고정하기 위한 케이블 고정 클램프가
제공됩니다(DCN‑DISCLM 별도 주문).

• 이 유닛은 어두운 색상의 베이스로 제공됩니다.

제어기 및 표시등
• 버튼 주위에 표시등 링이 있는 5개의 투표 버튼
• 유닛 활동/델리게이트 출석 표시등
• 적색, 녹색 또는 노란색 발광 LED가 있는 마이크 버튼. 적
색은 마이크가 활성 상태임을 나타내고 녹색은 발언 요청
수락을 나타내며 노란색은 "VIP"를 나타냅니다.

• VIP 표시등은 델리게이트 유닛이 노트북에 등록되면 불이
켜집니다(PC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
당).

• 헤드폰 볼륨 제어 버튼
• 매립형 ‘초기화 해제’ 스위치

상호 연결
•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용 소켓
• 3.5mm(0.14in) 스테레오 잭 유형 헤드폰 소켓 2개
• 금형처리된 6극 회로 커넥터로 종단처리된 케이블

2m(78.7in)
• 루프 스루 연결용 6극 회로 커넥터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주파수 응답 30Hz - 20kHz

헤드폰 부하 임피던스 >32Ohm < 1kOhm

출력 전력 2 x 15mW/32Ohm

기계적 특성

설치 탁상형(이동식 또는 고정식 장착)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마이크 제외)

 탁상형 60 x 210 x 140mm
(2.36 x 8.27 x 5.51in)

무게 1.15kg (2.54lb)

상단 색상 검정색 (RAL 9017)

후면 색상 은색(RAL 9006)

주문 정보

DCN-DV-CN 투표 기능이 내장된 델리게이트 유닛(CN)
투표 기능 및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가 포함된 DCN Next
Generation 델리게이트 유닛, 어두운 색상. 중국 버전. 마이
크는 별도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DV-CN

DCN-DV 투표 기능이 내장된 델리게이트 유닛
투표 선택기 및 플러그인 가능 마이크가 포함된 DCN Next
Generation 델리게이트 유닛, 어두운 색상. 마이크는 별도
로 주문해야 합니다.
주문 번호 DCN-DV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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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N‑MICS‑D 플러그인 가능한 짧은 마이크,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짧은 마이크, 길이
310mm(12.2in), 어두운 색상
주문 번호 DCN-MICS-D

DCN‑MICL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은색
주문 번호 DCN-MICL

DCN‑MICL‑D 플러그인 가능한 긴 마이크, 어두운 색상
DCN Next Generation 플러그인 가능 긴 마이크, 길이
480mm(18.9in), 어두운 색상
주문 번호 DCN-MICL-D

DCN-DBCM 의장형 버튼 (10 세트)
DCN Next Generation 의장용 버튼(10세트)
주문 번호 DCN-DBCM

DCN‑DISCLM 케이블 고정 클램프(25개)
DCN Next Generation 케이블 클램프(25개)
주문 번호 DCN-DISC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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