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 시스템 | LB6-SW100-L Compact Sound 서브우퍼(흰색)

LB6-SW100-L Compact Sound 서브우퍼(흰
색)

 

www.boschsecurity.com

 

 

      

u 옵션으로 제공되는 위성 LB6-S-L와 함께 완벽한 구성을
자랑하는 배경/전경 음악 스피커 솔루션.

u 대형 8인치(200mm) 우퍼 트랜스듀서로 저주파 출력을
강화했습니다.

u 위성을 서브우퍼에 직접 연결할 수 있어 설치 시 배선이
매우 간편합니다.

u 장착 브래킷을 이용해 쉽고 안전하게 스피커를 벽면에 장
착할 수 있습니다.

u 착탈이 가능한 Phoenix형 신호 연결을 사용해 설치 시간
을 단축했습니다.

LB6-SW100-L은 고성능 8인치 서브우퍼 모듈과 최대 4대
의 2인치 LC6-S-L 콤팩트 위성 스피커, 이를 지원하는 크로
스오버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LB6-SW100-L은 4/8ohm
또는 70/100V 신호 연결을 지원합니다. 파워 핸들링이 높아
다양한 환경과 공간에서 고음질의 배경 또는 전경 음악의 음
질 향상을 위해 서브우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증 및 승인

지역 인증서

유럽 CE

제공된 부품

수량 설명

1 표면 장착 서브우퍼

1 벽면 브래킷, 상자 안에 조립 상태로 포함

1 설치 매뉴얼

4 M6 육각 냄비머리 나사

수량 설명

4 고무발

1 육각 렌치

* 표면 장착 서브우퍼

기술 사양

  

주파수 응답(-10dB): 42Hz~300Hz1

파워 핸들링: 200W2

감도: 88dB1

임피던스: 듀얼 8ohm / 모노 4ohm

최대 SPL: 114dB1

음성 도달 범위(가로 x 세로): 무지향성

음악 프로그램 지향각(가로 x
세로):

무지향성

트랜스듀서: 200mm(7.87in)



  

브래킷 조절 범위(가로 x 세
로):

고정

커넥터: Phoenix(2핀)

인클로저: 목재(MDF)

트랜스포머 탭: 100W, 50W, 25W, 12.5W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400mm x 400mm x 230mm 
(15.75in x 15.75in x 9.06in)

순무게: 12.05kg(26.55lb)

배송 무게: 13.88kg(30.61lb)

포함 액세서리: 벽면 브래킷, 육각 렌치

1절반 공간(벽면 장착).
2장기 프로그램 정격, 연속성 노이즈 핑크 노이즈 등급보다
3dB 높음

주파수 응답: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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