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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탁월한 음성 재생 품질

u 견고한 구조

u 간편한 조작

u 원격 전환 연결부

u 근거리 대화용

LBB 9081/00 핸드 마이크는 근거리 대화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짧은 안내 방송용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기능

이 마이크의 측면에는 PTT(Press To Talk) 스위치가 있으
며 이 스위치에는 필요한 경우 원격 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연결부가 추가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 회로
에 감시 기능을 위한 레지스터가 사전 장착되어 있으며 마이
크 캡슐이 전환 방식이 아닌 직접 연결식으로 부착되어 있습
니다.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적합성 선언

CE

CPD

CPD

폴란드 CNBOP

설치/구성 참고 사항



크기(mm)

회로도

주파수 응답

제공된 부품

수량 구성품

1개 LBB 9081/00 무지향성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1개 벽면 장착 브래킷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유형 핸드헬드

지향성 무지향성

주파수 응답 280Hz - 14kHz

감도 3.1 mV/Pa ±4dB

정격 출력 임피던스 500ohm

* IEC 60268-4에 따른 기술적 성능 데이터

기계적 특성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103 x 62 x 43mm
(4.05 x 2.44 x 1.69in)

무게(케이블 포함) 190g(6.7oz)

색상 검정색

스위치 원격 제어 접속 단자가 있는 On/Off
스위치

케이블 유형 2코어 + 2코어 스크린 케이블(코일
형)

케이블 길이 0.5m(연장시 1.2m)

커넥터 5핀 CB(잠금식)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25°C - +55°C(-13°F - +131°F)

보관 온도 -40°C - +70°C(-40 - 158°F)

상대 습도 <95%

주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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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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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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