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제품

BLT370
AUX 입력용 Bluetooth 오디오 /  
휴대전화 트랜스시버

•	 DXZ786USB/DXZ586USB/FZ409A/ 
CZ309A/CZ200A/CZ100A/DUZ386MP/ 
DUB276MP/DUB276MPW 용

RCB199
외부 마이크
•	 VZ709A/VX709A/

MAX686BT/ 
VRX786BT 용

MCD360
3웨이 전자식 크로
스오버

2010 – 2011 Catalogue for 
Car Audio & Multimedia

CZ500A
Bluetooth CD/USB/MP3/WMA 리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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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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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XZ466MP
CeNET 컨트롤 장착 2-DIN 6디스크 CD/MP3/WMA 리시버

SRU1720M
최대 350W 
16.5cm (6-3/4″) / 15cm × 20cm (6″ × 8″)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U1320M
최대 250W 
13cm (5-1/4″) / 13cm × 18cm (5″ × 7″)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U310H
최대 300W
2.5cm (1″) 돔 트위터

SRP4620M
최대 150W 
10cm (4″) / 10cm × 15cm (4″× 6″)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	 10 cm × 15 cm (4″ × 6″) OEM 교체 

어댑터 포함

SRP6920M
최대 450W 
15cm × 23cm (6″ × 9″) 
멀티핏 스피커 시스템

SRP1721S
최대 350W 
16.5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P1321S
최대 300W 
13cm (5-1/4″)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FZ709A
Bluetooth USB/MP3/WMA/AAC 리시버

FZ409A
USB/MP3/WMA/AAC 리시버

DXZ786USB
CeNET 컨트롤 장착 CD/USB/MP3/WMA/AAC 리시버

CZ200A
CD/USB/MP3/WMA 리시버 DUZ386MP

CeNET 컨트롤 장착 2-DIN CD/USB/MP3/WMA/AAC 리시버

HX-D2
CeNET 컨트롤 장착 CD 리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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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Z100A
CD/MP3/WMA 리시버

FB286BTB / FB276BT
Bluetooth SD/MP3 리시버

DUB276MP / DUB276MPW
2-DIN CD/USB/MP3/WMA 리시버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후면 USB 커넥터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6V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서브우퍼 볼륨 조절
•	 사운드 복원장치
•	 디지털 시간 조정
•	 3웨이 액티브 크로스오버
•	 능동적인 작동을 위한 “SLIDETRAK”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전면 USB 슬롯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사운드 복원장치
•	 디지털 Z-Enhancer
•	 2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	 능동적인 작동을 위한 “SLIDETRAK”
•	 6V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옵션

핸즈프리  

마이크 포함

내장형 6CD 체인저

옵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FZ709A 전용)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iPod 용 USB 오디오 (후면)
•	 압축 오디오의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터치 센서 작동
•	 풀 도트 OEL (유기 EL) 디스플레이
•	 4V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FZ709A 전용)
•	 2V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FZ409A 전용)
•	 리모컨 포함 (FZ709A 전용 / FZ409A용은 옵션)
•	 iPod 비디오 호환 (CCA723용은 옵션 / CCA748 및 

유니버셜 모니터 필요)
•	 Bluetooth 인터페이스 호환 (FZ409A 전용 / BLT370 

옵션)

•	 CD-DA/CD-R/RW 호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MP3 및 WMA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iPod® 및 iPhone™ 호환 USB 오디오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AUX 입력
•	 4V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iPod 용 USB 오디오
•	 전면 USB 슬롯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AUX 입력
•	 Z-Enhancer Plus 사운드 맞춤 제작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내장형 하이패스 필터 및 로패스 필터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6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CD-R/RW 호환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 OP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iPod 용 USB 오디오 (후면)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AUX 입력
•	 압축 오디오의 사운드 향상을 위한 BBE® MP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 + 후면/서브우퍼) ) 

•	 CD-R/RW 호환
•	 MP3 및 WMA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18 FM, 6 AM 방송 설정
•	 개인 코드로 작동하는 스펙트럼 시스템 VF 

디스플레이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2채널 AUX 입력
•	 CeNET iPod 인터페이스 호환 (EA1251 필요)

•	 듀얼 24비트/96kHz 샘플링 디지털 아날로그 
Burr-Brown 컨버터 및 DSP

•	 내장형 4웨이 크로스오버
•	 5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
•	 각 라인 레벨 출력용 디지털 시간 조정
•	 8채널/4볼트 금박 산화방지 RCA 출력
•	 0.5dB 단위 전기 볼륨 조정 회로
•	 동판 섀시
•	 2 × 2 채널 AUX 입력
•	 CeNET iPod 인터페이스 호환 (EA1251 

필요)

•	 CD-R/RW 호환
•	 MP3, WMA 및 iTunes® AAC 호환
•	 후면 USB 커넥터
•	 USB를 통한 iPod 직접 제어
•	 Z-Enhancer Plus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2라인 디스플레이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AUX 입력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CD-R/RW 호환
•	 MP3 및 WMA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전면 USB 슬롯 사운드 맞춤 제작
•	 MAGNA BASS EX 다이나믹 베이스 증폭
•	 스크린세이버가 있는 고해상도 싱글라인 디스플레이
•	 728 컬러 디스플레이 및 발광 키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AUX 입력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	 음악 재생용 SD 슬롯
•	 MP3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내장형 Bluetooth 핸즈프리 (HFP) 및 오디오 스트리밍 

(A2DP & AVRCP)
•	 728 컬러 발광 전면 패널
•	 AUX 입력
•	 2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핸즈프리  

마이크 포함

•	 CD-DA/CD-R/RW 호환
•	 MP3 및 WMA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iPod 및 iPhone 호환 USB 오디오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AUX 입력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로우 패스 필터
•	 통합형 회전식 볼륨 컨트롤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 + 후면/서브우퍼)  

•	 CD-DA/CD-R/RW 호환
•	 MP3 및 WMA 호환 ID3-TAG 디스플레이
•	 18 FM, 6 AM 방송 설정
•	 레벨 컨트롤이 장착된 전면 패널 외부 입력
•	 서브우퍼 볼륨 조절
•	 사운드 조정을 위한 Beat EQ
•	 내장형 로우 패스 필터
•	 통합형 회전식 볼륨 컨트롤
•	 4채널 오디오 프리아웃 (전면 + 후면/서브우퍼) 

SRQ1621S
최대 280 W 
16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Q1631R
최대 280W 
16cm (6-1/2″) 다축출력 3웨이

SRG1621R
최대 180W 16cm (6-1/2″) 동축 2웨이

SRG1021R
최대 140W 10cm (4″) 동축 2웨이

SRG4621C
최대 150W 10cm × 15cm (4″× 6″) 
맞춤형 동축 2웨이

SRE1321S
최대 200W 
13cm (5-1/4″)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E2031R 
최대 400W
20cm (8″) 다축출력 3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동축 2웨이

다축출력 3웨이

SRE1321R 
최대 160W 
13cm (5-1/4″) 동축 2웨이

SRE6931R 
최대 350W
15cm × 23cm (6″ × 9″) 
다축출력 3웨이

SRE1731R
최대 250W
16.5cm (6-1/2″) 다축출력 3웨이

SRE1721S
최대 250W 
16.5cm (6-1/2″) 
2웨이 컴포넌트 시스템

SRQ6932R
최대 450W 
15cm × 23cm (6″ × 9″) 다축출력 3웨이

SRQ211H
최대 200W 
2cm (3/4″) 
돔 트위터

SRG6921R
최대 350W
15cm × 23cm (6″× 9″) 동축 2웨이

SRG1321R
최대 160W 13cm (5-1/4″) 동축 2웨이

SRG5721C
최대 250W 13cm × 18cm (5″× 7″) 
맞춤형 동축 2웨이

SRG921C
최대 80W 9cm (3-1/2″) 
맞춤형 동축 2웨이

SRE211H
최대 200 W 
2.5cm (1″) 밸런스드-드라이브 트위터

SRE1331R
최대 200W
13cm (5-1/4″) 다축출력 3웨이

SRE1021R
최대 140W
10cm (4″) 동축 2웨이

SRE6921R
최대 300W 
15cm × 23cm (6″ × 9″) 
동축 2웨이

SRE1721R
최대 200W 
16.5cm (6-1/2″) 동축 2웨이

ULTRA SERIES SRQ SERIES

SRG SERIES

SRE SERIES

고출력 핸들링, 더 빠른 반응, 품격있는 외관을  

위한 최고 품질의 소재 사용

별도의 우퍼와 트위터로 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 제공

다양한 종류의 다축출력, 동축, 컴포넌트 스피커를  

통해 수준 높은 사운드를 자유롭게 구현합니다.

다축출력 및 컴포넌트 스피커는 여러분의 음향  

환경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축 스피커로 기존의 카 시스템을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

PLATINUM SERIES

옵션

옵션

옵션

FZ709A와 FZ409A는 아이콘으로 된 발광 센
서 버튼을 터치하면 바로 작동하도록 설계되
어 컨트롤이 쉽습니다. 
직관적인 H.M.I 설계로 버튼의 수는 최소화
하면서 기능성을 최대화하였습니다. 지금 진
행되는 작업과 관련된 버튼 아이콘만 표시되
기 때문에 버튼을 복잡하게 찾을 필요가 없으
며, 훨씬 편리하고 쉽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DUB276MP DUB276MPW

핸즈프리  

마이크 포함 

(FZ709A)

핸즈프리 마이

크 포함

• 4V/6채널 출력: FZ709A 전용 

• 2V/6채널 출력: FZ409A 전용 

• Bluetooth 호환: FZ409A 전용 

DCZ625
6디스크 CeNET  
CD 체인저

<위상>

위상 이동 발생

높은 범위
의 스펙트럼 
재생

주파수/위상의 특징을 나타낸 그래프

<주파수>

일반 오디오
96kHz 샘플링 오디오

100k(Hz)96k70k40k20k10k0

0

-4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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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옵션

SRQ6831C
최대 350W 15cm × 20cm (6″ × 8″) 
맞춤형 다축출력 3웨이

SRQ5730C
최대 250W 13cm × 18cm (5″ × 7″) 
맞춤형 다축출력 3웨이

타원형 제품

맞춤형 제품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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