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inted in China

판매 대리점

경고 : 운전자는 법적으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을 때 모니터에 표시되는 비디오 신호를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

NSA-131-200
발전기 노이즈 필터
•  최대 10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엔진 

노이즈 제거

NSA-133-200
전원구동부 노이즈 필터
•  와이퍼 , 와셔 혹은 히터와 같은 전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 제거

NSA-132-200
발전기 노이즈 필터
•  최대 30A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엔진 

노이즈 제거

NSA-135-200
점화 노이즈 감쇄 필터
•  자동차 시동 시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

별매품

RCB-147-600
적외선 조이스틱 리모컨

CAA-397-900
추가 6-CD 매거진
• DCZ625 용

CD 매거진

리모컨

노이즈 필터

CCA-519
CeNET 확장 
케이블 : 1 m

CCA-389
RCA 연결 미니 8 핀 (DIN) 전송 케이블

CCA-521
CeNET 연장 케이블 : 0.6 m

CCA-520
CeNET 연장 케이블 : 2.5 m

케이블

참고

• 설계명세와 디자인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진은 제본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산자나 수입자는 인쇄 에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 “Dolby (돌비)”,“Dolby Surround (돌비 서라운드)”,“Pro Logic (프로 로직)”및“이

중-D 심볼”은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 iPod 와 iTunes 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 등록된 Apple Computer, Inc. 의 상 표입

니다.

• 상표와 Bluetooth®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하며 Clarion은 이러한 상표를 

허가 받아 사용합니다. 그 밖의 상표와 회사명은 각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DivX®, DivX® Certified 및 이와 관련된 로고는 DivX, Inc.의 상표이며 허가를 받아 사 

용하는 것입니다.

• BBE Sound, Inc.의 허가로 제작됨

•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미국 특허에 따라 BBE Sound, Inc.에서 허가함: 5510752, 

5736897. BBE 및 BBE 심볼은 BBE Sound,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그 밖의 모든 상표는 각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이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상품은 승용차에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트럭, 트랙터, 오프로드 차량, 건설기계, 보트 (해상용 제품 제외) 및 그 밖의 특수한 목

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나 모터 사이클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상품이 CCCD (Copy Control CD), 하이브리드 SACD (슈퍼 

비디오 CD), CD-R/RW 및 DVD±R/RW를 재생할 수 있다고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운전자는 멀티미디어/네비게이션 장치의 작동 시, 자국의 법규를 인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LCD 패널은 최신의 하이테크 부품을 사용하며 유효 픽셀비율 99.99%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0.01%이하의 픽셀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제품은 Microsoft 의 특정한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Microsoft 의 허

가 없이는 이 제품 외부에서 그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Microsoft Media와 Windows 로고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들에 있는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혹은 등록된 상표입니다. 

• 연결할 수 있는 iPod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 Clarion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RCB-176
오디오용 리모컨CeNET - iPod 인터페이스

iPod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CCA-723
iPod 비디오 연결 케이블 
•  VZ709A/VX709A/VZ509A 

FZ709A/FZ409A 용

2009 Car Multimedia Catalogue

iPod 직접 연결

RCB-199
외부 마이크
• VZ709A, VX709A 용

EA1276
iPod 연결 유닛
•    DFZ667MC 호환

CCUiPod1
iPod 비디오 연결 케이블
•  VX409A/VZ409A/

VRX486VD/MAX386VD 용

RCB-187  
리모컨
• VZ709A, VX709A, VZ509A 용

EA1251
iPod 연결 유닛
•  WXZ466MP 및 HX-D2 와 

호환

Bluetooth 별매품

NSA-134-200
전기 스위칭 노이즈 필터
•  전기 연료주입 시스템이나 계기가 

움직이거나 전조등 작동 중지 시 
발생하는 전기 스위칭 노이즈 제거

Clarion Co., Ltd.
5-35-2 Hakusan, Bunkyo-ku, Tokyo 112-8608, Japan 
Tel: (81) 3-3815-1121 
http://www.clarion.com



VB476
DVD/CD/VCD/MP3/WMA 
리시버

• DVD±R/DVD±RW/CD-R/CD-RW 호환 • DVD 비디오 및 오 디오/비디오 CD 호환 
• MP3/WMA 호환 • 18 FM/12 AM 방송 설정 • 2채널 외부 입력 • 서브우커 볼륨 조절  
• 24비트 D/A 컨버터 • 플립다 운 콘솔 • 4채널 × 45 와트 앰프 • 2 비디오 라 인아웃  
• 6 -채널 오디오 pre-out • 리모컨 포함 • 분리 가능 한 컨트롤 패널

여러분의 모바일 체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능에 정교함을 더했습니다.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2-DIN 포맷으로 엔터테인먼트 강화

VZ709A
7인치 터치 패널 컨트롤이 장착된 DVD 멀
티미디어 스테이션 

VX709A
7인치 터치 패널이 장착된 2-DIN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DCP 리모컨

VZ709A/ VX709A의 기능

리모컨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십시요.

VZ409A
7인치 터치 패널 컨트롤이 

장착된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VX409A
6.5인치 터치 패널이 
장착된 2-DIN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QVGA급 엔터테인먼트와 시작하세요

리모컨

• DVD-Video/DVD±R/DVD±RW 호환 • CD-DA/
HDCD/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WMA와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 
직접 제어 (옵션인 CCUIPOD1 필요) • 후면 AV 입력 
• 후면 AV 출력 • 서브우커 볼륨 컨트롤 • 24비트 
D/A 컨버터 • 자동차의 동력만을 사용하는 7-인치 
QVGA 컬러 LCD 모니터 (VZ409A) • 자동차의 
동력만을 사용하는 6.5-인치 QVGA 컬러 LCD 모니터 
(VZ409A) •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 가능 • 5 기울기 
각도 디스플레이 (VZ409A) • 6-채널 오디오 pre-out 
• 4 채널 × 40 와트 • 스마트 회전식 볼륨 컨트롤 
• Bluetooth® 인터페이스 가능 (BT370 옵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리모컨 포함

VX409A/VZ409A 의 특징

리모컨

VZ509A의 특징

하나의 유닛 속에서 구현되는 압축 된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예]

OHM1075VD
10.2인치 오버헤드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모니터

OHM875VD
8인치 오버헤드 엔터테인먼트 디
지털 모니터

VMA573
5.6인치/16:9 머리 받침/입식 
모니터

VMA773
7인치/16:9 머리 받침/입식 모니터

• DVD 비디오/DVD±R/DVD±RW/VCD/CD-R/
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WMA/
AAC 호환 • 공식 DivX® 인증 제품 • 기본 DivX 
미디어 파일의 기본 재생 및 모든 종류의 DivX 비디오 
(DivX 6 포함) 재생 • 18 FM, 12 AM 방송 설정  
• iPod 직접 제어 (iPod 비디오 재생을 위해 광 
CCA723 필요) • 후면 USB 커넥터 • 2AV 입력 
• NTSC 및 PAL 포맷과 호환되는 후방 카메라 RCA 
입력 • 서브우커 볼륨 조절 • 24비트 D/A 컨버터  
• 압축 오디오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USB 
기능 전용)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2-Zone 
엔터테인먼트: 앞뒤 좌석 별도 소스 컨트롤 • 터치 
패널 컨트롤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 자동차의 
동력만을 사용하는 7-인치 TFT 컬러 LCD 모니터  
• 디스플레이 밝기 조절가능 • 6-채널 오디오 
pre-out (전면/후면/서브우퍼) 및 2-Zone을 위한 2
채널 오디오 pre-out • 4 채널 × 50 와트  
• Bluetooth® 인터페이스 가능 (BT370 옵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내장형 
IR 아이 (RCB198 리모트 포함)

iPod 직접 재생 (옵션인 CCUIPOD1 필요)

리모컨

모니터 천장 모니터로 뒷좌석까지 앞좌석의 
엔터테인먼트를 즐깁니다.MAX386VD

6.5인치 터치 패널이 장착
된 2-DIN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VRX486VD
7인치 터치 패널 컨트롤이 
장착된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아이디어와 생각은 모양과 형태로 표현될 때 진정한 의미를 지닙니다.

클라리온은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인간친화적인 컨

셉을 가시화시키고 여러분의 운전환경을 안락하게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솔

루션을 제시해 온 전문기업 입니다. 클라리온 H.M.I.를 통한 모바일 환경에서

의 인간과 음악 그리고 미디어와의 교감, 이것이 여러분을 안내할 최종 목적

지입니다.

ITALDESIGN-GIUGIARO
세계 최정상의 산업디자인 회

사 중 하나인 이탈리아 디자이너 
GIUGIARO가 탄생시킨 클라리온 
H.M.I. 컨셉트 카, “VAD.HO”

제이 케이 (자미로콰이)
재즈 펑크 밴드인 자미로콰이

의 보컬 “제이 케이”

• DVD-비디오/DVD±R/DVD±RW/CD/CD-R/RW/Video-CD 호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WMA/AAC 호환 • 공식 DivX® 인증 제품 • 기본 DivX 미디어 파일의 
기본 재생 및 모든 종류의 DivX 비디오 (DivX 6 포함) 재생 • 18 FM, 12 AM 방송 설정  
• 후면 USB 커넥터 • iPod 직접 제어 (iPod 비디오 재생을 위해 광 CCA723 케이블 필요) 
• AV 입력 • 전용 후방 카메라 RCA 입력 • 서브우퍼 볼륨 컨트롤 • 3-밴드 파라미터 
이퀄라이저 • 24비트 D/A 컨버터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자동차의 동력만을 사용하는 7-인치 QVGA 컬러 LCD 
모니터 (VZ709A) • 7인치 QVGA컬러 LCD 모니터 (VX709A) 가 장착된 자동차 동력을 
사용하는 경사도 조절 패널 • 6 비디오 오디오 pre-out 및 2-Zone을 위한 2채널 오디오 
pre-out • 2-Zone 엔터테인먼트: 앞뒤 좌석 별도 소스 컨트롤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내장형 IR 아이 (RCB198 리모트 포함)  
• 바탕화면 디자인 (4 프리셋)

마이크 휴대전화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VB476

WH253H오디오 (L/R)

비디오

SRV202

SRQ1620MSRQ1730R

오버헤드 모니터 

VZ509A
7인치 터치 패널 컨트롤이 장착된 

DVD 멀티미디어 스테이션

멀

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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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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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B276MPW/DUB276MP의 기능

• CD-R/RW 호환 • MP3 및 WMA 호환 • 전면 USB 슬롯 (최대 255개 폴더 및 폴더 안의 최 
대 15,000개 파일 지원) • 18 FM, 6 AM 방송 설정 • 선택 가능한 디지털 Z-Enhancer 사운드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강화 • 4채널 × 50 와트 MOS-FET 앰프 • 스크린세 
이버가 있는 높은 가시성의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728 컬러 디스플레이 및 발광 키 • 레벨 컨 
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2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AUX Bluetooth 트랜스리시버 
BLT370 호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 레이로 MP3 및 WMA 
• 728 컬러 • 뮤직 캐쳐 II CD 리코더 및 SD 슬롯
• EA1276 옵션을 통한 iPod 컨트롤 가 능 • 디지털 
Z-Enhancer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18FM, 6AM 방송 설정 • 4채널 × 50 와트 MOS-FET 앰프 
• CeNET 컨트롤 6CD 체인저 • 4 채널 오디 오 프리아웃  
•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동적 스크린세이버 • CeNET iPod 
인터페이스 호환 (EA1276 필요)

• 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및
WMA 호환 • 18FM, 6AM 방송 설정 • 4-채널 × 50 와트
MOS-FET 앰프 • 스펙트럼 분석기와 스크린세이버 가 있
는 VF 디스플레이 • CATS: 개인 코드 사용 장착 도난 방지
시스템 • CeNET 컨트롤 6CD 체인저 • 4채널 오디오 프리 아웃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2채널 외부 입력 • CeNET iPod 
인터페이스 호환 (EA1251 필요)

• 18 FM, 6 AM 방송 설정 • 4-채널 × 50 와트 앰프 • 3-
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호환 
• CD-R/RW 호환 • 풀 로직 테이프 전송 • 자동 프로그램 
컨트롤 (APC) • 스펙트럼 분석기 • 스크 린세이버 • 2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외부 입력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후면 USB 커넥터 • 지원되는 USB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을 통한 WMDRM 10 재생 • 18 FM, 6 AM 방송 설정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Z-Enhancer 플러스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4 채널 × 50 와트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높은 가시성의 2라인 디스플레이 • 회전식 볼륨 컨트롤 • 폰 뮤트 • CeNET 
컨트롤 6CD 체인저 • 전면 AUX 입력 • 4 채널 오디오 프리아 웃 • AUX Bluetooth 트랜스리시버 BLT 
호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DUZ386MP
CeNET 컨트롤 장착 2-DIN CD/USB/MP3/ WMA/

AAC 리시버  

DFZ667MC
2-DIN CD/SD/MP3/WMA 리시버/ 

CeNET 컨트롤

WXZ466MP
2-DIN 6디스크 CD/MP3/WMA 리시버 / 

CeNET 컨트롤
리모컨리모컨

ADB341MP
2-DIN CD/MP3/카세트 리시버

• 듀얼 24비트/96kHz 샘플링 디지털 아날로그 Burr-Brown 컨버터 및 DSP • 내장 4
웨이 서라운드 시스템  • 5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 각 라인 레벨 출력용 디지털 
시간 조정 • 8채널 / 4볼트 금박 산화방지 오디오 프리아웃 • 0.5dB-단위 전기 볼륨 
조정 회로 • 동판 샤시 • 외부 DC/DC 변환기 • CeNET 컨트롤 6CD 체인저 • 2 × 2 
채널 외부 입력  • 아연도금 안면 보호판 • 광섬유 입/출력 •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 18FM, 6AM 방송 설정  • CeNET iPod 인터페이스 호환 (EA1276 필요)

HX-D2
CD 리시버/CeNET 컨트롤

DUB276MP
2-DIN CD/USB/MP3/

WMA 리시버

DUB276MPW
2-DIN CD/USB/MP3/

WMA 리시버

리모컨

(옵션: RCB-176)

리모컨

리모컨

CX609A
2-DIN Bluetooth CD/USB/MP3/WMA/AAC 리시버 

• CD-R/RW 호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용 
USB 오디오 (후면)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서브우커 볼륨 조절 • 압축 오디오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728 컬러 디스플레이 및 발광 키 • 13×10 2라인 고화질 LCD • 4 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 + 
후면/서브우퍼)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핸즈프리 마이크 포함 
• 리모컨 옵션 (RCB176)

FZ409A
USB/MP3/WMA/AAC 리시버

마이크

터치 센서 작동

FZ709A
Bluetooth USB/MP3/WMA/AAC 

리시버

CZ509A
Bluetooth CD/USB/MP3/WMA/AAC 리시버

• CD-R/RW 호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용 USB 
오디오 (후면)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서브우커 볼륨 조절 • 압축 오디오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플립다운 
컨트롤 패널 • 13×10 2라인 고화질 LCD • 크고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전식 볼륨 컨트롤 • 6 -채널 
오디오 pre-out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핸즈프리 마이크 포함

CZ309A
CeNET 컨트롤 장착 CD/USB/MP3/ WMA/AAC 리시버

• 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용 USB 오디오 • 전면 USB 슬롯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서브우커 볼륨 조절 • 선택 가능한 Z-Enhancer Plus 사운드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미끄럼 방지 디자인의 회전식 볼륨 • 6 -채널 오디오 pre-out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기능 • AUX Bluetooth 트랜스시버 BLT370 호환

CZ209A
CD/USB/MP3/WMA 리시버

• 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및 WMA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Z-Enhancer Plus 사운드 맞춤 제작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전식 볼륨 컨트롤 • 4 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비 음량 
조절장치)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AUX Bluetooth 
트랜스시버 BLT370 호환

CZ109A 
CD/MP3/WMA 리시버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후면 USB 커넥터 최대 트랙 용량: 
130,560 (255개 폴더에 512개 트랙) •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용 WMDRM 10 재생 • 18 FM, 6 AM 
방송 설정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6채 널 오디오 프리아웃 • 서브우커 레벨 조절 
• 24비트 D/A 컨버터 • 사운드 복원장치 • 디지털 Z-Enhancer • 디지털 시간 조정 • 3-웨이 
동적 크로스오버 • 3-밴드 파 라미터 이퀄라이저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내장형 앰프 제거기 • 4채널 × 50 와트 MOS-FET 앰프 • 자동차 전동으로 구동되는 기울기 
조절 콘 솔 • 728 컬러 디스플레이 및 발광 키 • 전체 픽셀 디스플레이 스크린세이버 • 동적 
작동을 위한 “SLIDETRAK” • 휴대폰 입력 및 폰 뮤트 • 6디스크 CD 체인저의 레벨 CeNET 
컨트롤을 사용한 예비 입력 • AUX Bluetooth 트랜스리시버 BLT370 호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DXZ786USB
CeNET 컨트롤이 장착된 고급 CD/USB/MP3/WMA/AAC 리시버

리모컨

DCP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전면 USB 슬롯 최대 트랙 용량:
130,560 (255개 폴더에 512개 트랙) • USB 디지털 미디어 스트리밍용 WMDRM 10 재생 
• 18 FM, 6 AM 방송 설정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서브우커 레벨 조절 • 24비트 D/A 
컨버터 • 사운드 복원장치 • 디지털 Z-Enhancer • 2-밴드 파라미터 이퀄라이저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4채널 × 53 와트 MOS-FET 앰프 • 플립다 운 콘솔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높은 가시성의 2라인 디스플레이 • 동적 작동을 위한 “SLIDETRAK” 
• 휴대폰 입력 및 폰 뮤트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외부 입력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CeNET 컨트롤 6CD 체인저 • AUX Bluetooth 트랜스리시버 BLT370 호환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DXZ586USB
CeNET 컨트롤 장착 CD/USB/MP3/WMA/AAC 리시버

DCP

FB286BTB/FB276BT의 기능

• 음악 재생용 SD 슬롯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호환 • 내장형 Bluetooth 무선 기술 사용: 
헤드셋 및 핸즈프리 장치 / 오디오 스트리밍 및 
리모컨 • 18 FM 방송 설 정 • 4채널 × 50 와트 
앰프 • 플립다운 컨트롤 콘솔 • 728 컬러 발광 
디자인 • 외부 입력 • 2채널 오디오 프 리아웃 
• 외부 마이크 포함FB276BT

Bluetooth SD/MP3 리시버

FB286BTB
Bluetooth SD/MP3 리시버

마이크

• CD-R/RW 호환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및 WMA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용 USB 오디오 • 후면 USB 커넥터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Z-Enhancer Plus 사운드 맞춤 제작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회전식 볼륨 
컨트롤 • 비 음량 조절식 볼륨 컨트롤 • 4 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비 음량 조절장치)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AUX Bluetooth 트랜스시버 
BLT370 호환

리모컨

DCP

리모컨

(옵션: RCB-176)

리모컨

DCP

리모컨

DCP

리모컨

DCP
DCP

리모컨

(옵션: RCB-176)

DCP

1-DIN 오디오

2-DIN 오디오

(FZ709A용)

리모컨

(옵션: RCB-176)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FZ709A 전용) • ID3-TAG 
디스플레이로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18 FM, 6 AM 방송 설정 • iPod용 USB 오디오 (후면)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외부 입력 • 서브우퍼 컨트롤 • 24비트 D/A 컨버터 • 압축 오디오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터치 센서 작동 • 풀 도트 OEL 
디스플레이 • 4볼트 / 6채널 오디오 pre-out (FZ709A 용) • 2볼트 / 6채널 오디오 pre-out (FZ409A 용) • 4 채널 
× 50 와트 • OEM 핸들 원격 유선 인터페이스 가능 • 리모컨 포함 (FZ709A 전용 / FZ409A용은 옵션) • iPod 
비디오 호환 (CCA723 및 유니버설 모니터 필요, 옵션) • 외부 마이크 포함 (FZ709A 용) • Bluetooth 인터페이스 
호환 (FZ709A용 / BT370 옵션)

FZ709A/FZ409A의 기능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FZ709A 전용)

• 4V/6채널 출력: FZ709A용
• 6채널 출력: FZ409A용
• Bluetooth 호환: FZ409A용

리모컨

(옵션: RCB-176)

iPod 비디오 재생

CCA-723 옵션 및 유니버설 
모니터 필요

리모컨

메

인 

유

닛

메

인 

유

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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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4360
720W 4/3/2 하이 사운드  

고급 앰프

SRP6920M
15 CM × 23 CM (6″× 9″)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P1320S
13 CM (5-1/4″)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P310H
2.5 CM (1″)
돔 트위터

SRQ1620S
16 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Q1320S
13 CM (5-1/4″)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Q2030R
20 CM (8″) 다축출력 3웨이

SRQ6930R
15 CM × 23 CM (6″× 9″)
다축출력 3웨이

SRQ6931R
15 CM × 23 CM (6″× 9″)
다축출력 3웨이

SRQ6920R
15 CM × 23 CM (6″× 9″)
동축 2웨이

SRQ210H
2 CM (3/4″)
돔 트위터

SRQ1730R
16.5 CM (6-1/2″)
다축출력 3웨이

SRQ1720R
16.5 CM (6-1/2″)
동축 2웨이

SRQ1630R
16 CM (6-1/2″)
다축출력 3웨이

SRQ1330R
13 CM (5-1/4″)
다축출력 3웨이

SRG6920R
15 CM × 23 CM (6″× 9″)
동축 2웨이

SRG1620R
16 CM (6-1/2″)
동축 2웨이

SRG1320R
13 CM (5-1/4″)
동축 2웨이

SRG1020R
10 CM (4″)
동축 2웨이

SRQ1320R
13 CM (5-1/4″)
동축 2웨이

SRQ1020R
10 CM (4″)
동축 2웨이

SRQ6830C
15 CM × 20 CM (6″× 8″)
주문생산 다축출력 3웨이

SRQ5730C
13 CM × 18 CM (5″× 7″)
주문생산 다축출력 3웨이

SRG5720C
13 CM × 18 CM (5″× 7″)
주문생산 동축 2웨이

SRG4620C
10 CM × 15 CM (4″× 6″)
주문생산 동축 2웨이

SRG920C
9 CM (3-1/2″)
주문생산 동축 2웨이

부속물

WH143 / WH143H / 
WH253H
무선 헤드폰 시스템 
(OHM1075VD/OHM875VD용)

FM200

VA700
비디오 분배 앰프

CC2011E
울트라 컴팩트 컬러 
CCD 카메라 
(미러 이미지)

CC2011E 용 카메라 케이블 
•  컴팩트 카메라용 연결 

케이블

CCA532 (7m) 
CCA533 (10m) 
CCA534 (15m)

DCZ625
6디스크 CD CeNET 
체인저

MCD360
3웨이 전자 크로스오버

FM 모듈레이터

CAA188
CCD 카메라용 
전원 공급장치
(MAX676VD 용 )

CAA185
CCD 카메라용 전원 공
급장치
(MAX686BT/VRX786BT/ 

VRX586USB/VRX386USB/

VX709A/VZ709A/VZ509A용)

BLT370
AUX 입력용 
Bluetooth 오디 
오/모바일폰 트랜
스시버

SRP1720S
16.5 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스틱 유선 리모컨

APA2180
360W 2/1 하이 사운드  

고급 앰프

DPX11500
1500W 모노 파워 앰프

APX1301
420W 모노 파워 앰프

APX4241
400W 4/3/2채널 파워 앰프

APX2121
200W 2/1 채널 파워 앰프

PXW1552
38 CM [15″] 듀얼 4-OHM 보이스  

코일 서브우퍼

PXW1252
30 CM [12″] 듀얼 4-OHM 보이스  

코일 서브우퍼

PXW1052
25 CM [10″] 듀얼 4-OHM 보이스  

코일 서브우퍼

PFW1051
25 CM [10″] 싱글 4-OHM 보이스 코일  

샬로우 서브우퍼

SW1251
30 CM [12″] 싱글 4-OHM 보이스  

코일 서브우퍼

SW1051
25 CM [10″] 싱글 4-OHM 보이스  

코일 서브우퍼

SRV313
슬림 디자인 17 CM [6-3/4″] 카운터  

드라이브 액티브 서브우퍼

SRV202
20 CM [8″]

액티브 서브우퍼

SRU1720M
16.5 CM (6-3/4″) /
15 CM × 20 CM (6″× 8″)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U1320M
13 CM (5-1/4″)/ 12 CM × 18 CM 
(5″× 7″)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U310H
2.5 CM (1″)
돔 트위터

SRP1620M
16 CM (6-1/2″) /  
15 CM × 20 CM (6″× 8″)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P1320M
13 CM (5-1/4″) /  
12 CM × 18 CM (5″× 7″)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P4620M
10 CM (4″)/ 10 CM × 15 CM (4″× 6″)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Q1720S
16.5 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 특별한 회로설계로 고음질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고음질 컴포넌트 호스트를 내장한 클라리온의 앰프는 여러분의 

음악을 완전히 새로운 레벨로 바꾸어 드립니다. 확실한 자기 

노이즈 저항 기능으로 클라리온의 앰프에 적용된 회로 디자인은 

내장된 하이패스 및 로패스 필터를 사용하여 편리한 서브우퍼 

시스템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클라리온의 고급 금박형 

터미널은 전기 및 접촉 저항을 감소시켜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 앰프는 또한 2옴 부하의 스피커와 연결할 때 

출력과 신뢰도를 증가시키는 2옴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클라리온은 최상급 출력과 활용성을 자랑하는 앰프 

라인을 제공합니다.

● 멀티핏 <울트라/

플래티넘 시리즈>

멀티핏 구조는 설치 시 

트위터와 우퍼를 

분리합니다. 이 구조는 

사용자가 특정한 차량에서 

가장 올바른 위치에 

스피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DPX 앰프 APX 시리즈

서브우퍼

서브우퍼

APA 시리즈

액티브 서브우퍼

울트라 시리즈

플래티넘 시리즈

플래티넘 시리즈

고급제품 시리즈

우수제품 시리즈

주문생산 제품 시리즈

차단 주파수 게인 컨트롤

위상 스위치

멀티핏 타입

레귤러핏 타입

PQE033
 CC2011E용 고정 
카메라 커버

스

피

커

앰

프

/

서

브

우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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