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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다목적의 경량 알루미늄 스탠드

u 라우드스피커, 무선 엑세스 포인트 또는 Integrus 라디에
이터 장착용

u 이중 걸쇠 방식의 접이식 베이스

u 다양한 장착을 위한 레듀서 플랜지

u 수동 조정 가능

이 범용 플로어 스탠드는 라우드스피커의 설치, DCN 무선
시스템을 위한 무선 엑세스 포인트의 장착 또는 Integrus 디
지털 동시통역 시스템의 장착을 위한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
공합니다. 이 스탠드는 Bosch의 다른 모든 제품과 마찬가
지로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조 및 마감처리되어 있
어 탁월한 품질이 보장되며 모든 제품군과 호환됩니다. LBC
1259/01은 안정성과 이동성을 모두 갖춘 장착 솔루션을 필
요로 하는 각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능

조정 가능하며 안전함
LBC 1259/01 플로어 스탠드는 스프링식 잠금 스크루를 이
용해 수동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1.4-2.2m(4.6-7.2피트) 사
이에서 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지지부에 추가로 부착된
안전 볼트를 조이면 스탠드를 연장된 상태로 안전하게 고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량 스탠드에는 이중 걸쇠 방식의 접이식 베이스가 있어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다리 간격이 넓어 안정성이 보장
됩니다.

적응성
이 플로어 스탠드는 다양한 크기의 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12개의 M10 나사형 핀이 부착된 36mm(1.42인치) 크기
의 레듀서 플랜지가 기본으로 함께 제공되며 M10 손잡이를
이용하여 무선 엑세스 포인트 장착 브래킷을 고정할 수 있습
니다.

액세서리
보관 및 간편한 운반을 위한 운반 가방이 제공되며 이 가방
의 내부에는 2개의 범용 플로어 스탠드(LBC 1259/01)를
넣을 수 있도록 개별 지퍼가 달린 2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Bosch 로고가 있는 이 가방은 견고한 검정색 전천후 나일론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2개의 손잡이가 있어 손에 들거
나 어깨에 멜 수 있습니다.

LM1-CB 운반 가방(옵션)



설치/구성 참고 사항

DCN 무선 엑세스 포인트, LBB 451x/00 적외선 라디에이터
및 XLA 3200 라인 어레이 라우드스피커가 있는 LBC
1259/01

제공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LBC 1259/01 범용 플로어 스탠드

1 나사형 핀(M10 12개)이 부착된 36mm(1.42인치) 레
듀서 플랜지

1 WAP 장착 브래킷용 M10 고정 손잡이

2 금속 필러 링

기술 사양

기계적 특성

길이: 세운 경우 1.4 - 2.2m(4.6 - 7.2ft)

길이: 접은 경우 1.24m(4.06ft)

너비: 다리를 편 경우 1.32m(4.33ft)

너비: 다리를 접은 경우 130mm(5.1in)

무게 4.8kg(10.58lb)

최대 중심 하중 50kg(110.2lb)

소재 알루미늄/강철

색상 흰색 알루미늄(RAL 9006)에 검정색
부품 사용

튜브 직경 35mm(1.37in)

운반 가방 액세서리  

크기(길이 x 직경) 1.25m x 27mm(49 x 1.06in)

무게 750g(1.65lb)

색상 검정색 본체 및 밝은 회색의 손잡이

소재 나일론

주문 정보

LBC-1259/01 범용 플로어 스탠드
범용 플로어 스탠드, 가벼운 알루미늄 구조, 접이식, M10 x
12 레듀서 플랜지
주문 번호 LBC1259/01

액세서리

플로어 스탠드 2개용 LM1‑CB 운반 가방
플로어 스탠드 2개를 보관 및 운반할 수 있는 캐링 백
주문 번호 LM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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