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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P-IHDS 통역사 헤드셋

u 고음질 사운드 재생을 보장하는 넓은 주파수 범위

u 매우 가벼운 인체공학적 디자인 덕분에 편안하게 착
용하고 손쉽게 조정할 수 있음

u 위생적이며 청소하기 매우 쉬움

u 스테인레스 강철 보우가 수명 내내 모양을 유지함

u EN ISO 20109:2016 완벽하게 준수

통역사 및 참석자를 위한 이 세련된 헤드폰은 넓은 주파수
범위 덕분에 고음질 사운드 재생을 보장합니다. 매우 가볍
고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이 헤드폰은 느낌이 없을 정도
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이 헤드폰은 이어패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위생
물수건으로 손쉽게 청소할 수 있으므로 참석자와 통역사들
에게 최상의 위생을 보장합니다.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헤드폰 셸에 이어패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스테인레스 스틸 스프링 보우가 제품 수명 내내 모양을 유
지해 줍니다. 이 헤드폰은 매우 유연하며 다양한 착용 위치
에 맞춰 손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상호 연결
• 3.5mm(0.14in) 금도금 스테레오 잭 플러그로 종단처리

된 1.5m(4.92ft) 케이블

Regulatory information

지역 규정 준수/품질 표시

글로벌 DOC ISO 22259:2019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HDP-IHDS 통역사 헤드셋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공칭 임피던스(Ω) 32 Ω

주파수 응답(Hz) (+/-10dB) 50 Hz – 18000 Hz

1KHz/mW에서 감도 (dB) 102 +/- 3dB

총 고조파 왜곡 + 소음(%) <= 1%

기계적 특성

크기 (높이 x 너비 x 깊이) (밀
리미터)

211 mm x 191 mm x 63 mm

크기 (높이 x 너비 x 깊이)(인
치)

8.31 in. x 7.52 in. x 2.48 in.

와이어 직경 (mm) 2.70 mm

와이어 직경 (in) 0.11 in

케이블 길이 (m) 1.50 m

케이블 길이 (ft) 4.95ft

플러그 (mm) (스테레오 금도
금)

3.5mm

플러그 (in) (스테레오 금도금) 0.14in

무게 (g) (케이블 포함) 134 g

무게 (lb) (케이블 포함) 0.30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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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검은색

마이크

극 패턴 무지향성

주파수(Hz) 50Hz ‒ 20000Hz

1KHz에서 임피던스 (Ω) 2200ohm +/- 30%

감도 (dB) -58dB +/- 3dB (개방 회로에서
0dB = 1V/microbar 1000Hz로 표시
됨)

주문 정보

HDP-IHDS 통역사 헤드셋
통역사 헤드셋, 3.5mm(0.14in) 금도금 스테레오 잭 플러그로
종단처리된 1.5m(4.92ft) 케이블
주문 번호 HDP-IHDS | F.01U.376.902

액세서리
HDP-IHDPEP HDP-IHDP/IHDS용 이어패드
HDP-IHDP 및 HDP-IHDS용 교체 가능한 이어패드
주문 번호 HDP-IHDPEP | F.01U.37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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