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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케이블은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며 양쪽 끝에 커넥
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유형 번호 뒤에 있는 숫자는 케이
블 길이를 나타냅니다. LBB 4416/00은 커넥터가 없으며
커넥터(LBB 4417/00)는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능

LBB 4416/01/02/05/10/20/50
이 제품은 2개의 데이터 통신용 플라스틱 광 케이블과 2개
의 전원 공급용 구리 코어로 구성된 특수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에는 모두 네트워크 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블은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파워 앰프, 오디오 익스팬
더, 콜 스테이션 등에 연결할 때 사용됩니다.

LBB 4416/00
이 제품은 2개의 데이터 통신용 플라스틱 광 케이블과 2개
의 전원 공급용 구리 코어로 구성된 특수 케이블입니다.

 
케이블의 길이는 100미터이며 네트워크 커넥터 없이 제공
됩니다. LBB 4417/00 커넥터는 케이블을 필요한 길이로 절
단한 후 부착해야 합니다. 이 케이블은 네트워크 컨트롤러를
파워 앰프, 오디오 익스팬더, 콜 스테이션 등에 연결할 때 사
용됩니다.

인증 및 승인

안전 IEC 60065/EN 60065 준수

전자기 내성 EN 55103‑2/EN 50130‑4/EN 50121‑4 준
수

전자기 방출 EN 55103-1/FCC-47 Part 15B 준수

비상 EN 60849/EN 54‑16/ISO 7240‑16 준수

해양 IEC 60945 준수

난연성 IEC 60332-1 준수
60s

할로겐 수준 IEC 60754-2 준수
pH >4.3, 전도율 <10uS/mm

스모크 수준 IEC 61034-2 준수
광투과성 >60%

지역 인증서

유럽 CE

GL

설치/구성 참고 사항

케이블의 길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LBB 4416/00 100m(커넥터 제외)

LBB 4416/01 0.5m

LBB 4416/02 2m

LBB 4416/05 5m

LBB 4416/10 10m

LBB 4416/20 20m

LBB 4416/50 50m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와이어 구리, 집합연선 1mm2

저항 <0.018ohm/m

광

섬유 PMMA, 1mm

구경 0.5

감쇠 <0.17dB/m @ 650nm

구부림 손실 <0.5dB(r=20mm, 90°) JISC6861

기계적 특성

크기(직경) 7mm(0.28in)

색상 검정색

장력 150N(최대)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40°C - +65°C(-40°F - 149°F)

습도 15% - 90%

대기 압력 600 - 1100hPa

주문 정보

LBB 4416/00 네트워크 케이블 10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100m, 맞춤형 길
이 케이블용 커넥터 제외, LBB4417/00 네트워크 커넥터와
함께 사용합니다.
주문 번호 LBB4416/00

LBB 4417/00 네트워크 커넥터 세트(20개)
Praesideo 네트워크 커넥터, 10개의 맞춤형 길이 케이블용
LBB4416/00 네트워크 케이블과 함께 사용됩니다(20개 1
세트).
주문 번호 LBB4417/00

LBB 4418/00 케이블 커넥터 도구 키트
맞춤형 길이 네트워크 케이블 제조를 위한 특수 공구용 케이
스
주문 번호 LBB4418/00

LBB 4416/01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0.5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0.5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1

LBB 4416/02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2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2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2

LBB 4416/05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5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5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05

LBB 4416/1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1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1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10

LBB 4416/2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2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2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20

LBB 4416/50 네트워크 케이블 어셈블리 50m
Praesideo 하이브리드 네트워크 케이블, 50m 길이(네트워
크 커넥터 포함)
주문 번호 LBB4416/50

액세서리

LBB 4419/00 케이블 커플러(10개)
케이블 연결기, 각 연결기는 2개의 Praesideo 네트워크 케
이블을 일렬로 연결하여 길이를 최대 30m 연장시킵니다
(10개 1세트).
주문 번호 LBB4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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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대한민국 (ST/SKR)     
한국로버트보쉬기전주식회사
기흥구 보정동 298번지
경기도 용인시 우)446-913
전화: 82 31 270 4765
팩스: 82 31 270 4601
kyoungnam.kim@kr.bosch.com
www.boschsecuri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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