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 6 Zone
Mixing Amplifier

ZONE AMP

q 특징
- 정격출력 120 / 240 / 360 / 480 / 600 WATT
정격출력 120 / 240 / 360 / 480 / 600 WATT의
5가지 모델로 출력 조건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감도 DIGITAL TUNER 및 MEMORY 기능
고감도 디지털 튜너로 맑고 선명한 방송 청취가 가능하며
자동 메모리 기능으로 원하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기억시켜
편리하게 사용 가능 합니다.

- 4음 차임 내장
도,미,솔,도 4음계의 시작차임과 종료차임을 내장하여
방송시작과 끝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 및 공습 사이렌 내장
공습 및 경계 사이렌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어 비상시
수동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 TELEPHONE PAGING기능
텔레폰페이징 기능 내장으로 원격지에서 전화나 키폰등을
사용하여 페이징 방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입력 조절 기능
Mic/Line(1,2,3,4)와 Line(5,6) 및 MP3 Player 볼륨
조절기가 있으며 내장마이크 장착으로 별도의 마이크
없이도 신속한 마이크 방송이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방송기능
MIC와 차임,사이렌, 전화의 입력이나 화재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방송을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USB / SD CARD Play 기능
USB / SD CARD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MP3녹음,
파일 재생이 가능합니다.

- USB / SD CARD REC 기능
USB 또는 SD CARD 저장장치에 방송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ATT 6개 지역 선택 스피커 셀렉터
6개의 방송지역의 스피커를 선택하여 방송을 하실 수
있으며, ATT가 내장되어 출력음향을 5단계로 개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 REMOTE AMP 연동
리모트 앰프(DRA-9600)와 연동하여 원거리에서
전체방송이 가능합니다.

- 화재수신반 연동
P형 수신기(접점식) R형 수신기(데이터식)와 연동이
가능하여, 화재 발생시 신속한 화재대피 비상방송이
자동출력됩니다.

- 보호회로 탑재
과전류 제한 및 과열방지 회로 탑재, 온도 감지 속도
조절팬 내장.

- 리모트 전원 제어
원거리에서 전원을 ON, OFF 가능하도록 별도의
REMOTE POWER 기능 내장

-밧데리 연결 및 충전기능
밧데리 연결단자가 있어 DC24V 밧데리 연결이 가능하며
충전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q SPECIFICATIONS
ØInput Sensitivity / Impedance
MIC / LINE 1~4 : MIC 3 mV / 600 Ω, BAL, LINE 300 mV / 600 Ω, BAL
LINE 5~6

: 300 mV / 10 KΩ, UNBAL

AMP IN

: 1 V / 10 KΩ, UNBAL

ØFrequency Response(+1/-3 dB): 80Hz~18kHz
: ≤ 1%

ØT.H.D
ØSignal to Noise
Mic 1~4

: ≥ 55dB

Line 1~6

: ≥ 70 Db

ØTone Control (+10 dB, -10 dB): 100 Hz, 10 kHz
ØREC OUT : 1 V / 3 KΩ, UNBAL
Ø
ØPRE OUT : 1 V / 100 Ω, UNBAL
ØPower Source : AC 220 V / 60 Hz
ØPower Consumption : ZONE-120M(350W), ZONE-240M(630W), ZONE-360M(1160W)
ZONE-480M(1500W), ZONE-600M(1700W)
Weight

: ZONE-120M(13Kg), ZONE-240M(14Kg), ZONE-360M(19Kg)
ZONE-480M(21Kg), ZONE-600M(22Kg)

ØDimension: 420(W) * 132(H) * 380(D) (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