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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12W, 36W 및 100W 버전

u 절전형 버전과 이중 안전형 버전 중 선택 가능

u 24 VDC 오버라이드 릴레이 내장

u 연속 회전 시스템

u 3선 및 4선 시스템용으로 적합

Bosch는 완벽한 전관 방송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볼륨 제어기와 프로그램 선택기를 공급합니다.

기능

작동
전관 방송 시스템은 안내 방송 및 배경 음악 방송용으로 흔
히 사용됩니다. 볼륨 제어기는 로컬 볼륨 레벨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볼륨 제어기에 추가하여 프로그램 선택기
를 설치하면 서로 다른 5개의 프로그램을 로컬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상) 안내 방송이 전송되는 경우에는 자체
내장된 릴레이에 의해 로컬 볼륨 설정이 무시되고 메시지가
사전 설정된 레벨의 볼륨으로 방송됩니다.
볼륨 제어기는 전력 등급 12W, 3W 및 100W에 따라 각기
다른 3개의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볼륨 제어기에 연결된 라
우드스피커의 총 부하는 정격 출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
다.
또한 위의 3개의 버전은 각각 두 개의 버전으로 구분됩니
다. 그 중 하나는 절전형 4선 볼륨 오버라이드(10개 모델)
로 비상 방송 중에 오버라이드 릴레이가 활성화됩니다. 다른
하나는 이중 안전형 4선 볼륨 오버라이드(20개 모델)로 비
상 방송 중에 오버라이드 릴레이가 비활성화됩니다.
심플한 제품의 디자인과 색상은 모든 인테리어에 잘 어울립
니다. 또한 설치와 운영의 용이성 및 신뢰성이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볼륨 제어기와 프로그램 선택기는 Gira의 표준형 55 시
스템 스위처 및 액세서리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상호 연결
스크루 연결

인증 및 승인

안전 EN 60065 준수

자기소화성 UL 94 V0 규정 준수



설치/구성 참고 사항

LBC 1401/10 및 LBC 1401/20의 크기(mm)

LBC 1411/10 및 LBC 1411/20의 크기(mm)

LBC 1420/10 및 LBC 1420/20의 크기(mm)

LBC 1431/10의 크기(mm)

LM1-SMB-U40의 크기(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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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1-SMB-U40의 세부 구조

LBC 1401/10의 회로도

LBC 1401/20의 회로도

LBC 1411/10의 회로도

LBC 1411/20의 회로도

LBC 1420/10의 회로도

LBC 1420/20의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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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C 1431/10의 회로도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LBC 1401/10 및 /20  

정격 출력 12W

입력 전압 100V

감쇠 단계 5 x 3dB + 꺼짐

주파수 응답 50Hz - 20kHz(-1dB)

THD <0.5%

전류 소비 20mA @ 24VDC

커넥터 스크루 터미널

LBC 1411/10 및 /20  

정격 출력 36W

입력 전압 100V

감쇠 단계 8 x 3dB + 꺼짐

주파수 응답 50Hz - 20kHz(-1dB)

THD <0.5%

전류 소비 20mA @ 24VDC

커넥터 스크루 터미널

LBC 1420/10 및 /20  

정격 출력 100W

입력 전압 100V

감쇠 단계 10 x 2dB + 꺼짐

주파수 응답 50Hz - 20kHz(-1dB)

THD <0.5%

전류 소비 20mA @ 24VDC

커넥터 스크루 터미널

LBC 1431/10  

정격 출력 100W

입력 전압 100V

프로그램 수 5개 + 꺼짐

커넥터 스크루 터미널

기계적 특성

LBC 1401/10 및 /20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81 x 81 x 45.5mm

무게 214g

색상 흰색(RAL 9010)

LBC 1411/10 및 /20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81 x 81 x 45.5mm

무게 217g

색상 흰색(RAL 9010)

LBC 1420/10 및 /20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147 x 87 x 61.5mm

무게 512g(표면 장착함 포함)

색상 흰색(RAL 9010)

LBC 1431/10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81 x 81 x 33.4mm

무게 110g

색상 흰색(RAL 9010)

LM1-SMB-U40  

크기(가로 x 높이 x 세로) 80.65 x 80.65 x 45mm

무게 60g

색상 흰색(RAL 9010)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10ºC - +55ºC(+14ºF - +131ºF)

보관 온도 -40ºC - +70ºC(-40ºF - +158ºF)

상대 습도 <95%

주문 정보

LBC 1401/1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12W - U40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드 릴
레이 내장, 절전형 버전, 3dB 단위 5개 감쇄 단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BC1401/10

LBC 1401/2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12W - U40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드 릴
레이 내장, 이중 안전형 버전, 3dB 단위 5개 감쇄 단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BC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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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C 1411/1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36W - U40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드 릴
레이 내장, 절전형 버전, 3dB 단위 8개 감쇄 단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BC1411/10

LBC 1411/2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36W - U40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드 릴
레이 내장, 이중 안전형 버전, 3dB 단위 8개 감쇄 단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BC1411/20

LBC 1420/1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100W - MKD/E2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
드 릴레이 내장, 절전형 버전, 2dB 단위 10개 감쇄 단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표면 장착함과 함께 공급
주문 번호 LBC1420/10

LBC 1420/20 볼륨 제어기
볼륨 제어기 100W - MKD/E2 설치 유형, 24VDC 오버라이
드 릴레이 내장, 이중 안전형 버전, 2dB 단위 10개 감쇄 단
계 및 끄기 기능, 흰색 RAL 9010, 표면 장착함과 함께 공급
주문 번호 LBC1420/20

LBC 1431/10 프로그램 선택기
프로그램 선택기: U40 설치 유형, 5채널 선택,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BC1431/10

액세서리

LM1‑SMB‑U40
표면 장착함: 볼륨 제어기 LBC1401/10, LBC1401/20,
LBC1411/10, LBC1411/20과 프로그램 선택기
LBC1431/10에 사용, 흰색 RAL 9010
주문 번호 LM1-SMB-U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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