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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6242는 여러 소스기기(MIC, CD, DECK, TUNER)의 음원을 입력 받아 재생 및 녹
음할 수 있는 Multi Voice File 입니다. 1GByte 내장형 Flash Memory를 채택하여 장
시간 녹음이 가능합니다.
제품 전면의 USB 단자를 통해 PC와의 인터페이스 기능을 제공하며, PC의 MP3 파일을
편리하게 PV-6242로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재생 방식 및 음질
- MP3 방식의 256kbps 전송율을 사용하여 고음질의 음원
을 재생하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USB 단자를 이용한 PC와의 인터페이스 기능
- 제품 전면의 USB 단자를 통한 PC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
며, PC의 MP3 음원 파일을 편리하게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기능
- 도트 매트릭스 방식의 형광 표시판(Vacuum Fluorescent
Display) 채용으로 다양한 기능 표시가 가능합니다.

•저장 용량
- 1Gbyte의 Flash Memory를 내장하여 장시간 녹음이
가능합니다.
- USB와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므로, 간편하게 외부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기능
- 전면 및 후면의 MIC, CD, AUX 입력 단자를 통해 다양한
외부 소스 기기의 입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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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단자
2 I◀◀/ ▶▶I(SKIP DOWN/UP) 버튼
3 ▶II (재생/일시 정지) 버튼
4 ■ (정지) 버튼
5 REC / PAUSE (녹음/일시 정지) 버튼
6 REPEAT (반복) 버튼
7 DELETE (삭제)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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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NTER 버튼
9 입력 / 출력 레벨 메타 (INPUT/OUTPUT LEVEL METER)
 입력 레벨 볼륨 (INPUT LEVEL)
 표시 창 (DISPLAY)
 헤드폰 출력 단자 (HEADPHONE OUTPUT JACK)
 마이크 입력 단자 (MIC INPUT 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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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전원 입력 단자
2 DC 전원 입력 단자
3 RS-232C 통신 단자(to PW-6242A)

4 CD 입력 단자 (CD INPUT)
5 AUX 입력 단자 (AUX INPUT)
6 출력 단자 (OUTPUT)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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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PV-6232
통신 방법

RS-232C

정격 출력 (1KHz)

0dB / 2KΩ

주파수 응답 (0±3dB)

입력감도/임피던스

AUX IN

80Hz~15KHz

CD IN

80Hz~15KHz

MIC IN

150Hz~10KHz

MIC IN

-50dB / 47KΩ (BAL)

AUX IN

-10dB / 47KΩ (UNBAL)

CD IN

0dB / 47KΩ (UNBAL, L+R)

RESIDUAL NOISE (20KHz LPF ON)

-80dB / 2KΩ

HEAD PHONE OUTPUT (1KHz)

-10dB / 47Ω

사용온도

-10˚C ~ +40˚C

사용전압

AC 220V, 60Hz or DC 24V

소비전력

10W

중량 (세트)

4.3kg

외형 (세트)

482(W) x 88(H) x 280(D)mm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없이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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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482-060 경기도 양주시 화합로 1402번길 73 / TEL_ (031) 860-7111~5 / FAX_ (031) 858-1905
(우) 132-84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19 / TEL_ (02) 2289-8111~8 / FAX_ (02) 2289-8127 / E-mail_ sale@inter-m.com
(우) 132-84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719 / TEL_ (02) 2289-8151~3, 5 / FAX_ (02) 2289-8159 / E-mail_ pa@inter-m.com
(우) 132-0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807 / TEL_ 1588-7074 / FAX_ (02) 3491-7711 / E-mail_ as@inter-m.com
http://www.inter-m.com

※ 본 제품의 외관디자인 및 제품규격은 제품의 질 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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