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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이래로, FBT는 맑고 조화로운 선율을 만드는 사운드 품질 향상의 목표를 가지고 음악이 청취자의 마음과 영혼
을 울릴 수 있도록, 첨단 전문 오디오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여 왔습니다. FBT는 현재 전세계에 음향 산업을 선도하
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 매김 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페셔널 오디오 장비부터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인 세비언, JTS, 

크래프터와 같은 악기산업까지 오랜 경험과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Made In Italy Quality

완성되는 전체 제품의 생산은 완벽하게 이탈리아 FBT 공장의 각각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개발 연구팀, 디자인팀, 
전기전자부서, 플라스틱 몰딩부서, 목공팀, 기계팀, 페인트 작업팀 그리고 테스트 부서 및 고객 서비스 팀까지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제품의 모든 부속품과 최고의 디자인은 시간을 초월하여 완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이탈리아의 전통과 스타일을 따른 결과물입니다.

Know How

FBT는 첨단 전문 공학 및 오디오 기술의 한계에서 발견한 가능성 등 다년간의 시간 속에서 쌓인 방대한 노하우(Know 
how)를 통해 최고 품질의 전문 오디오 시스템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FBT의 전문가 팀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음향과 전자기술의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절하고 혁신적인 부품
들과 재료들을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FBT는 전통과 오직 음악을 위한 열정으로 지속적인 갱신과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힘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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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된 퍼포먼스와 가성비가 뛰어난 스피커 기술력의 조합

J Series

J Series
portable sound

-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인클로저

- 2 x M6 서스펜션 포인트

- Internal passive crossover filter

-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상의 디자인 (J15는 흰색 불가) 

- 다양한 옵션의 액세서리

- 추가 어댑터를 사용하여 마이크 스탠드에 장착 가능

- 다목적 활용에 적합 : 소극장, 홀, 클럽, 휘트니스 등 여러 장소에 사용 가능  

J 5 / J 5W J 8 / J 8W J 12 J 15

FBT사의 J시리즈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가볍지만, 매우 견고한 소재로 인클로저를 제작하였습니다.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의 색상의 J 시리즈는 어느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게 설치될 수 있도록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하게 디자인하였
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옵션의 액세서리와 마이크로폰 스탠드를 이용하여 공연 및 행사용 스피커뿐만 아니라, 레코딩 스튜디오의 니
어 필드용 모니터 스피커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포터블 스피커나 인스톨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어댑터를 이
용하여 마이크로폰 스탠드에 수직방향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J5 모델은 전관방송 (100V)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5" 2  패시브 스피커Way 8" 2  패시브 스피커Way 12" 2  패시브 스피커Way 15" 2  패시브 스피커Way

벽부형 및 스탠드 브라켓

J15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2-Way

150W

300W

600W

8Ω

50Hz - 20KHz

15" - 2" Coil

1" - 1" Coil

99dB

124 / 127dB

90˚ x 60˚

1.8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10 x 663 x 387 mm

14.7kg

Black

J15J8 / J8W J12J5 / J5W J5T / J5TW
2-Way

150W

300W

600W

8Ω

55Hz - 20KHz

12" - 2" Coil

1" - 1" Coil

98dB

123 / 127dB

90˚ x 60˚

2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10 x 663 x 387 mm

14.1kg

Black / White

2-Way

80W

160W

320W

8Ω

65Hz - 20KHz

8" - 1.7" Coil

1" - 1" Coil

96.5dB

118.5 / 121.5dB

90˚ x 60˚

2.5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255 x 415 x 245 mm

6.6kg

Black / White

2-Way

40W

80W

160W

16Ω

90Hz - 20KHz

5"- 1" Coil

1" dome - 0.75" Coil

94dB

114 / 117dB

90˚ x 90˚

3.5KHz

1 x jack / terminal strip

170 x 275 x 180 mm

3.4kg

Black / White

2-Way

25W

50W

100W

70V/100V

90Hz - 20KHz

5" - 1" Coil

1" dome - 0.75" Coil

93dB

111 / 114dB

90˚ x 90˚

3.5KHz

terminal strip

170 x 275 x 180 mm

3.4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2 x M6 서스펜션 포인트

- 패시브 크로스오버필터 내장

- 4 포지션 볼륨 셀렉터 :

   3W, 12.5W, 25W, 50W/100V (J5T)

- NL 4 형 뉴트릭 스피콘 입력과 링크 커넥터

-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2 x M6 서스펜션 포인트

- 패시브 크로스오버필터 내장

- NL 4 형 뉴트릭 스피콘 입력과 링크 커넥터

-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2 x M6 서스펜션 포인트

- 패시브 크로스오버필터 내장

- NL 4 형 뉴트릭 스피콘 입력과 링크 커넥터

-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2 x M6 서스펜션 포인트

- 패시브 크로스오버필터 내장

J 5T / J 5TW

J시리즈 패시브 스피커

우퍼와 컴프레션 드라이버에는 “soft-trip” 보호회로가 내장된 패시브 크로스오버 

필터가 내장되어 있으며, 전체 지향각 범위 내에서 주파수 특성이 평탄합니다.

FBT catalog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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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부형 브래킷을 고정하는법>>

1. 적절한 스피커 설치 위치를 결정 한 후, 그 위치가 스피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확인 합니다. 

2. 스피커의 발을 제거하십시오.

3. 나사를 이용하여 브래킷을 벽에 고정합니다.

4. 브래킷 팔과 스피커 사이의 위치를 잡은 후 두 개의 M10 핀을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5. 원하는 방향으로 스피커를 조정한 후, M6 핀을 이용해 고정 잠금시킵니다

<<스피커 스탠드 설치>>

1. 스탠드가 스피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스탠드가 평평한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는 곳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스탠드 발을 넓혀 최대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스택 설치>>

바닥에 놓인 서브우퍼 위에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Box 112



HIMaxX Series
portable sound

HIMaxX Series

FBT catalog06

FBT의 새로운 HiMaxX 시리즈는 12” 및 15” 스피커 제품 중 성능과 기술적 내용의 표준에 있
어, 과거의 스피커와 비교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FBTMaxX 시리즈의 모든 기술적 특성면
에서 가장 진보된 제품입니다.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FBT R & D 팀은 를 이
용하여 새로운 인클로저를 개발하였고,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와 고효율 앰프 등을 사용하여 
스피커 성능을 극대화 하였으며, 스피커를 심플하면서 현대적으로 재디자인하여 모든 면에서 노
력의 결실을 이룩하였습니다.

컴팩트하면서 무게가 가벼운 HiMaxX 시리즈는 밴드, 음악가 및 전문 뮤지션을 위한 까다로운 요
구 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강력하면서도 다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매우 수준 높은 품질의 스
피커입니다.  또한, 운반 및 설치가 간편하여 라이브 및 SR 현장에서 매우 이상적이며, 인클로저 
디자인과 옵션 액세서리를 통해 인스톨 사운드 시스템으로도 적합합니다.

또한,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인클로저는 설치를 위한 여러 특별한 마운팅 지점 덕택에 보조 액세서
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곳에서 쉽게 활용 및 시공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를 이용하여 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소재

인클로저의 비대칭
적인 구조 스테이지 모니터용 스피커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분명하고 파격적인 윤곽선 연출과 SR 시스템의 표준 척도

HIMaxX 100SA
18" 액티브 서브우퍼 스피커

HIMaxX 40 HIMaxX 60
12" 2  패시브 스피커Way 15" 2  패시브 스피커Way

HIMaxX 40A HIMaxX 60A
12" 2  액티브 스피커Way 15" 2  액티브 스피커Way

- 경량의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B&C 디자인 12" 네오디뮴 우퍼 및 3"보이스 코일

- B&C 1" 압축 드라이버 및 1.7" 보이스코일

- 4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플로어 스테이지 모니터로 사용 가능

- 편안한 운반을 위한 2개의 손잡이

- 벽, 천장, 클러스터, 스피커 스탠드 등

   다양 한 설치 옵션 제공

- 경량의 

- B&C 디자인 15" 네오디뮴 우퍼 및 3" 보이스 코일

- B&C 1.4" 압축 드라이버 및 2.5" 보이스코일

- 4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플로어 스테이지 모니터로 사용 가능

- 편안한 운반을 위한 2개의 손잡이

- 벽, 천장, 클러스터, 스피커 스탠드 등

   다양 한 설치 옵션 제공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경량의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B&C 디자인 12" 네오디뮴 우퍼 및 3" 보이스 코일

- B&C 1" 압축 드라이버 및 1.7" 보이스코일

- 1100W RMS LF 파워-앰프/250W RMS HF 파워-앰프

- 4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플로어 스테이지 모니터로 사용 가능

- 편안한 운반을 위한 2개의 손잡이

- 벽, 천장, 클러스터, 스피커 스탠드 등

   다양 한 설치 옵션 제공

- 경량의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 디자인 네오디뮴 우퍼 및 보이스 코일

- B&C 1.4" 압축 드라이버 및 2.5"보이스코일

- 1100W RMS LF 파워-앰프/250W RMS HF 파워-앰프

- 4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플로어 스테이지 모니터로 사용 가능

- 편안한 운반을 위한 2개의 손잡이

- 벽, 천장, 클러스터, 스피커 스탠드 등

   다양 한 설치 옵션 제공



<<Mod. Box 104 / Mod. Box 100 (수평방향 설치)>>

1. 스피커 설치 장소 선택 시 주의할 점 :

　설치 구조(위치)가 스피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나사를 브래킷의

   모든 나사 구멍에 설치해 브래킷의 Base 부분이 벽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2. 브래킷의 두 팔 사이로 스피커 위치를 잡은 후  두 개의 M10 핀을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3. 원하는 방향으로 스피커를 조정한 후, M6 핀을 이용해 고정 잠금시킵니다.

<<Mod. Box 105 / Mod. Box 101 (수직방향 설치)>>

1. 스피커 설치 장소를 선택시 주의할 점:

　설치 구조(위치)가 스피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나사를 브래킷의

   모든 나사 구멍에 설치해 브래킷의 Base 부분이 벽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2. 브래킷의 두 팔 사이로 스피커 위치를 잡은 후  두 개의 M10 핀을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3. 원하는 방향으로 스피커를 조정한 후, M6 핀을 이용해 고정 잠금시킵니다.

HIMax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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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5

Configuration
Built-in amplifier max (LF/HF)
Built-in amplifier peak (LF/HF)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Impedance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Power cord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HiMaxX 40A HiMaxX 60A
2-Way

1000 / 250W RMS
1600 / 500W
45Hz - 20KHz
12" - 3" Coil
1" - 1.7" Coil
127 / 133dB
90˚ x 60˚

22KΩ
1.6KHz

XLR with loop
5m

407 x 634 x 370 mm
17.9kg
Black

2-Way
1100 / 250W RMS

2200 / 500W
40Hz - 20KHz
15" - 3" Coil

1.4" - 2.5" Coil
129 / 135dB
90˚ x 60˚

22KΩ
1.2KHz

XLR with loop
5m

482 x 757 x 427 mm
28.3kg
Black

Specifications HiMaxX 100SA
1-Way Band-Pass

1200W RMS
2400W

38Hz - 120Hz
18" - 3" Coil

-
135 / 139dB

omni
22KΩ

active 120
Stereo XLR with loop

5m
530 x 605 x 655

43kg
Black

J15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HiMaxX 40 HiMaxX 60
2-Way
250W
500W
1000W

8Ω
50Hz - 20KHz
12" - 3" Coil
1" - 1.7" Coil

99dB
127 / 129dB
90˚ x 60˚

1.6KHz
2 x Speakon NL4

407 x 634 x 370 mm
16kg
Black

2-Way
350W
700W
1400W

8Ω
40Hz - 20KHz
15" - 3" Coil

1.4" - 2.5" Coil
99dB

129 / 131dB
90˚ x 60˚

1.3KHz
2 x Speakon NL4

482 x 757 x 427 mm
26kg
Black

Specifications

<<HiMaxX 시리즈는...>>

·스피커 구성 부품은 B & C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특별한 인클로저의 연구개발은 FBT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좀 더 효과적인 팬 회로 설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 좀 더 단단한 스피커 유닛을 통해 디스토션 특성과 감도를

   향상시켰으며, 강력한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하여 효율성과 조정력을 높였습니다. 

·보이스 코일은 높은 내구성와 응답특성을 위해 75mm (3") 직경의 코일을 장착하였습니다.

·B & C 사의 25mm (1'') 직경 유닛과  44mm (1.7'') 코일 (HiMaxX 40)이 장착된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내구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단락 구리 캡을 사용 함으로써 고음 대역 재생시 더욱 역동적이고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혼 스피커의 형태 (profile)는 방사효율을 높이고 디스토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스피커의 방사 각도는 수평 90˚, 수직 60 ˚ 입니다.

2dB의 소음을 더 줄였으며



ProMaxX Series

NEW ProMaxx 스피커는 특별 고안된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와 미학적 스타일의 스피커 그릴을 사용하여,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 
된 클래식한 포터블사운드를 제공합니다. ProMaxX 스피커 시리즈는 FBTMaxX 시리즈 중 FBT사 R&D팀이 설계한 최신기술개발의 
성과가 적용된 모델로 성능이 뛰어나며, 품질 면에서도 높은 내구성과 최고의 안정성 그리고 최상의 휴대성뿐만 아니라, 놀라운 사
운드 성능을 보장합니다.

ProMaxX 114ProMaxX 112ProMaxX 110

- 2Way 바이 앰프 방식,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

- 우퍼와 고음 드라이버를 위한 "soft-trip" 보호회로가 탑재된 패시브 크로스오버 내장 

- 밸런스 XLR / 잭 입력 및 XLR 링크 출력 단자, RCA 스테레오 입력단자, 볼륨 단자 2개로 구성된 제어 패널

- 2개의 M10핀 장착 지점, 35mm Top-hat형 스피커 스텐트 소켓, 벽부 설치형 브래킷 부품

- NL4 스피콘 입력 및 링크 아웃 출력 커넥터

- 모니터 스피커로 사용시 바닥에서 12˚, 45˚, 55˚로 설치 각도 조절 가능

J15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Bracket

(RMS)

2-Way

350W

700W

1400W

8Ω

50Hz - 18KHz

14" - 3" Coil - neodymium

1.4" - 2.5" Coil

100dB

128 / 132dB

90˚ x 60˚

1.3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02 x 644 x 345 mm

15kg

Black

Box 128

ProMaxX 110 ProMaxX 112

2-Way

150W

300W

600W

8Ω

60Hz - 18KHz

10" - 2" Coil

1" - 1.4" Coil

97dB

122 / 127dB

90˚ x 60˚

1.8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300 x 550 x 275 mm

8.9kg

Black

Box 127

2-Way

200W

400W

800W

8Ω

55Hz - 18KHz

12" - 2.5" Coil

1" - 1.4" Coil

99dB

125 / 129dB

90˚ x 60˚

1.6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02 x 644 x 345 mm

13.4kg

Black

Box 128

Specifications ProMaxX 114

12˚ 45˚ 55˚

ProMaxX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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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고안된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와 미학적 스타일의 스피커 그릴을 사용한 더 업그레이드된 클래식한 포터블 사운드

14" 2  패시브 스피커Way12" 2  패시브 스피커Way10" 2  패시브 스피커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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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s 115Ventis 112Ventis 110
15" 2  패시브 스피커Way12" 2  패시브 스피커Way10" 2  패시브 스피커Way

Ventis 206
2x6.5" 2  패시브 스피커Way

Ventis Series

패시브 타입의 Ventis 시리즈는 VENTIS 115, 그리고 20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향 성능과 미학적 측면에서 모두 최고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Ventis 시리즈는 품질과 활용성이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B&C 사의 컴프레션 고음 드라이브와 FBT 자체 기술의 맞
춤 설계된 저음 드라이브가 함께 장착된 매우 강력한 음향 성능의 스피커 유닛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특별히 VENTIS 110, 112, 
115 모델은 을 사용하여 2Way, 베이스 리플렉스형으로 디자인 하였습니다.

아울러, 어쿠스틱을 고려하여 특별 고안된  그릴 망을 사용하여 풀 그릴 형태로 스피커를 디자인함으로써, 전통적인  FBT 스타일의 
특징을 살렸으며,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며, 일정한 방사특성을 지닌 혼 스피커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향각을 보장하였습니다. 

110, 112, 

15mm 자작나무 합판

이탈리아 최고 음향 엔지니어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매우 활용성이 좋은 스피커 시리즈, 인스톨과 포터블 사운드의 대명사!

J15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2-Way
250W
500W
1000W

8Ω
50Hz - 18KHz
15" - 2.5" Coil
1" - 1.7" Coil

99dB
126 / 130dB

80˚ x 50˚ Rotatable
1.4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27 x 765 x 420 mm

24.5kg
Black

Ventis110 Ventis112
2-Way
150W
300W
600W
8Ω

60Hz - 18KHz
10" - 2" Coil
1" - 1.4" Coil

97dB
122 / 127dB

80˚ x 50˚ Rotatable
1.8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329 x 575 x 325 mm

15.1kg
Black

2-Way
200W
400W
800W
8Ω

55Hz - 18KHz
12" - 2.5" Coil
1" - 1.4" Coil

98dB
125 / 129dB

80˚ x 50˚ Rotatable
1.6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387 x 665 x 380 mm

20.1kg
Black

Specifications Ventis115

2-Way
200W
400W
800W
8Ω

75Hz - 20KHz
2 x 6.5" - 1.5" Coil

1" - 1.4" Coil
97dB

123 / 127dB
70˚ x 50˚ Rotatable

-
2 x Speakon NL4 in & throu

190 x 560 x 260 mm
11.8kg
Black

Ventis206

-  2Way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

- 이탈리아에서 맞춤 설계된 고음 컨프레션 유닛과 저음 우퍼

- 

- 15mm (0.59") 의 스크래치 방지 인클로저 및 내부 브레이싱

- 우퍼와 고음 드라이버를 위한 "soft-trip" 보호회로가 탑재된 패시브형 크로스오버 내장

- 사운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특별 고안된 스피커 그릴망

-  NL-4 스피콘 입력단자 및 링크 출력 단자 

수평, 수직 방사각 조정을 위한 회전형 혼

자작 나무 합판



Archon Series

- 사운드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스피커그릴 및 먼지보호 커버

- 높은 SPL, 빠른 다이나믹 응답 특성, 우수한 명료도, 넓은 주파수 대역, 매우 낮은 왜곡

- 이탈리아에서 맞춤 설계된 저음 우퍼

- 이탈리아에서 맞춤 설계된 고음 컨프레션 유닛

-

-  (Archon110, Archon112, Archon115)

- 여러 개의 M10 / M5핀 리깅 장착 포인트와 폭넓은 장착용 하드웨어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설치 형태 가능

- 100V/70V용 사용을 위한 전기변압기 설치 가능

- 

- 저음 주파수 대역 확장을 위한 컴팩트형 전용 서브우퍼 (Archon208S, Achon215S)

- 라인 변압기 옵션 주문 가능  (Archon 105,106,108=100W),  (Archon112,115=300W), (Archon 110=200W)

 최적의 수평, 수직 방사각을 위한 회전형 혼

Full Range / Bi-Amp 선택 가능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수 버전 주문 가능

Archon115

Archon112
Archon110

Archon108

Archon106
Archon105

Archon215SArchon208S

FBT의 ARCHON 시리즈는 오늘날 인스톨 사운드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신세대를 위한 보다 고급화된 
Archon 스피커 시리즈는 현대적인 실내 공간에 요구되는 고품격 사운드 구현에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FBT ARCHON 시리즈에는 3개의 2Way 풀레인지 스피커 및 바이-앰프 모델들과 3개의 2Way 풀레인지 컴팩트 모델이 있으며, 추가
적으로 당신이 희망하는 저음역대의 확장을 위해 두 개의 low-profile 서브우퍼(2x8" 와 2x15") 스피커가 라인업되어 있습니다. 

ARCHON은 어떠한 까다로운 건축구조 형태에도 잘 어울리도록 세련되게 제작되었습니다. 고전적인 블랙, 화이트 색상을 넘어 광범
위 한 색상과 gloss, matt, rough texture 등 다양한 마감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ARCHON은 매우 선명한 음성과 고품질 사운드
를 통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튜닝되었습니다. 

당신의 음악을 당신이 원하는 방향과 강하면서도 깔끔한 사운드! 

Archon Series
portable soundFBT catalog10



5" 2  패시브 스피커Way

Archon108Archon106Archon105
6" 2  패시브 스피커Way 8" 2  패시브 스피커Way

- 4 × M5핀 리깅 장착 포인트

- 4개 단자 블록 (Eurostyle) 스피커 아답터

-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내장

- 6.5 × M5핀 리깅 장착 포인트

- 4개 단자 블록 (Eurostyle) 스피커 아답터

-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내장

- 8 × M5핀 리깅 장착 포인트

- 4개 단자 블록 (Eurostyle) 스피커 아답터

-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내장

10" 2  패시브 스피커Way

Archon115Archon112Archon110
12" 2  패시브 스피커Way 15" 2  패시브 스피커Way

- 수평 80˚도 x 수직 50 ˚ 의 일정한 지향성 회전형 혼

- Full Range / Bi-Amp 선택 가능

- 수평 70˚도 x 수직 50 ˚ 의 일정한 지향성 회전형 혼

- Full Range / Bi-Amp 선택 가능

- 수평 60˚도 x 수직 40 ˚ 의 일정한 지향성 회전형 혼

- Full Range / Bi-Amp 선택 가능

2x8" 무대용 패시브 서브우퍼

Archon215SArchon208S
2x15" 무대용 패시브 서브우퍼

- 15mm (5/8)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2개의 포켓 손잡이

-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 패시브 서브우퍼

- 18mm (3/4)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4개의 FBT디자인 알루미늄 손잡이

- 베이스 리플렉스형 인클로저 패시브 서브우퍼

105Specifications 106 108  110 112 115 215208S

2-Way 
(Full Range / Bi-Amp)

350(300/50)W
700W
1400W

100V / 200W
8Ω(8Ω/8Ω)

60Hz - 18KHz
10" - 2.5" Coil
1" - 1.7" Coil

97dB
125 / 129dB
80˚ x 50˚

1.8KHz

320 x 550 x 325 mm
19kg

2-Way

175W
350W
700W

100V / 100W
8Ω

55Hz - 22KHz
8" - 1.5" Coil

1.5" - 1.5" Coil
92.5dB

118 / 121dB
90˚ x 90˚

2KHz
4 x Euroblock

248 x 411 x 248 mm
8kg

2-Way

150W
300W
600W

100V / 100W
8Ω

60Hz - 22KHz
6.5" - 1.5" Coil

1" - 1" Coil
91dB

116 / 119dB
100˚ x 100˚

2.5KHz
4 x Euroblock

216 x 370 x 216 mm
5.5kg

2-Way
(Full Range / Bi-Amp)

500(400/80)W
1000W
2000W

100V / 300W
8Ω(8Ω/8Ω)

48Hz - 18KHz
15" -3" Coil

2" - 2.5" Coil
100dB

130 / 134dB
60˚ x 40˚

1.3KHz

435 x 740 x 421 mm
32kg

1-Way

300W
600W
1200W

-
8Ω

50Hz - 500Hz
2 x 8" - 2" Coil

-
95dB

129 / 132dB half space
omni

external active
2 x Speakon NL4

550 x 285 x 500 mm
15kg

2-Way
(Full Range / Bi-Amp)

500(400/80)W
1000W
2000W

100V / 300W
8Ω(8Ω/8Ω)

50Hz - 18KHz
12" - 3" Coil

1.4" - 2.5" Coil
99dB

129 / 133dB
70˚ x 50˚

1.6KHz

365 x 660 x 380 mm
25.5kg

2-Way

100W
200W
400W

100V / 50W
8Ω

70Hz - 22KHz
5" - 1.25" Coil

1" - 1" Coil
89dB

112 / 115dB
110˚ x 110˚

3KHz
4 x Euroblock

180 x 300 x 180 mm
4kg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Transformer (optional)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1-Way

1000W
2000W
4000W

-
4Ω

35Hz - 500Hz
2 x 15" - 3" Coil

-
101dB

139 / 142dB half space
omni

external active
2 x Speakon NL4

900 x 480 x 640 mm
63kg

Archon Series
portabl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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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 White / Add texture select order possible

"4 x Euroblock2 x Speakon NL4"



Mus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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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Series

- 고출력, 초경량, 크기, 사용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라인어레이

- 이탈리아의 전문적인 캐비넷 디자인을 적용하여 견고하고 실용적이고 세련된 인클로저

- 인클로저는 , 다이 캐스트 알루미늄 핸들

- 최소 하여, 설치된 플라잉 시스템(Flyware)을 넓혀 쉽게 조정

- 64mm 고진폭 성능의 보이스 코일이 사용된 2개의 맞춤 설계형

- 250mm(10인치) 우퍼와 25mm (1인치) 보이스 코일이 사용된 2개의 맞춤형 B&C HF 압축 드라이버 트위터로 구성

- 2개의 B&C 주문제작형 1인치 고음 압축 드라이버

- 통합리깅 하드웨어

15mm 자작나무 합판으로 제작

0도부터 최대 10도까지 1도 간격으로 핀을 이용

Muse118FS/FSC

MUSE 시스템은 FBT의 새로운 음향확성시스템의 솔루션으로 최신 라인어레이에 요구되는 
 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작한 제품입니다. MUSE는 어떠한 공연에도 용

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소형 무대에 2개의 스피커를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대형 야외공연에는 한쪽 
합니다.

MUSE 스피커 유닛은 800Hz 대역이 충실하게 재생 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수평 방향으로 
재생 시 18kHz 까지 재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인클로저는 물리적인 음향 환경이 좋지 못한 
장소에서도, 혼(스피커)중심의 음향적 방사형태가 수평방향으로 매우 선형적(직선적)이고 대칭적으로 
방사하여 매우 충실하게 선음원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FBT는 이탈리아의 전문적인 캐비넷 디자인을 적용하여 견고하고 실용적이고 세련된 인클로저를 제작
하고 있습니다.  인클로저는 으로 제작, 다이 캐스트 알루미늄 핸들 및 MUSE 각
각의 요소들이 완벽하게 구성된 하드웨어를 자랑합니다. 

16개의 MUSE 스피커는 하나의 어레이를 쉽게 설치 할 수 있는데, 각각의 스피커를 핀을 이용하여, 최
소 0도부터 최대 10도까지 1도 간격씩, 플라잉시스템(Flyware)을 넓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Muse 스피커 시스템이 모든 프로젝트에서 기능적인 면과 효율적인 면에서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하였습니다.

고출력, 
초경량, 크기, 사용의 용이성

어레이당 16개까지 리깅이 가능

15mm자작나무 합판

첨단 기술과 세련된 이탈리아 공학이 집약된 진정한 라인어레이 MUSE

Muse210L
2x10" 패시브 라인어레이 스피커 18" 패시브 라인어레이 서브우퍼

J15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Muse 210 Muse 118FS/FSC

2-Way (Bi-Amp)

400 / 100W (LF/HF)

800W / 200W

1600 / 400W (LF/HF)

16 / 32Ω (LF/HF)

60Hz - 18KHz

2 x 10" -2.5" Coil

2 x 1" - 1.7" Coil

101 / 112dB (LF/HF)

128 / 135dB

90˚ x 10˚

2 x Speakon NL4 in & throu

652 x 296 x 425 mm 

38kg

Black

1-Way Hybrid Bandpass

600W

1200W

2400W

8Ω

33Hz -250Hz

18" - 3.5 Coil - neodymium

-

101dB

135 / 139dB half-space

omni

2 x Speakon NL4 in & throu

652 x 500 x 750 mm

65kg

Black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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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 모델의 특징, 하나의 서스펜션 시스템>>

MUSE 모델의 특징은 하나의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베어링 구조에 단단히 끼워 활용됩니다.

전체 어레이 구성을 위해 추가되는 유일한 부속품(액세서리)인  MS-F210 플라이바(flybar)는 플라잉 시 서브우퍼 위나, 바닥 설치 시 서브우퍼 

위쪽이자, 어레이 스피커 (Satellite) 아래쪽에 설치됩니다.

주의: 고정 시 정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사용시엔 사람이 다치는 등 위험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요소들이 배제된 구조로 인한 사람 및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FBT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Muse210L x 6

MS-F 210

Muse210L x 6

MS-F 210

SUB Line
218 SA x 2

Muse210L x 6

MS-F 210

Muse210L x 6

MS-F 210

Muse118FSA/FSCA x 2



Vertus
portable soundFBT catalog14

Vertus Series [CS 1000]

설치자와 라이브 운영자 모두를 위한 솔루션인 VERTUS CS1000 컴팩트 라인 어레이는 모듈식과 확장식으로 최대의 성능을 자랑합
니다. 가볍고 견고한 구조로 FBT의 독창적인 엔지니어링과 우아함이 결합되어 할 수 있으며 고품질의 사운드
와 컨트롤된 지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섬세하게 제작된 통합 솔루션입니다.

바이 앰프 디자인인 이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세틀라이트 
스피커는 Neutrik SPEAKON 커넥터로 연결되며 6개의 풀 레인지 네오디뮴 3 "드라이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을 위해 제작된 서브 우퍼 인클로저 내에 세틀라이트 스피커와 제공된 마운팅 폴을 전용 잠금 시스템이 모든 장비를 제
자리에 고정시켜 안전하게 보관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에 무대에 설치

장축형의 12" 저음 반사 서브우퍼와 페시브 세틀라이트 스피커로 구성

J15

Built-in-amplifier LF/HF

Built-in amplifier Peak LF/HF

Frequency response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imum SPL cont/peak

Dispersion

Input impedance

Crossover frequency

AC Power requirements

Input connector

Power dord

Net Dimension(WxHxD)

Net Weight

Vertus CS 1000

600/400W RMS

1200/800W

40Hz-20KHz (-6dB)

12-2.5 coil inch

6x3 - 0.8 coil Neodymium inch

125*129dB

110˚ x 30˚

22Ω

180KHz

640VA

XLR with loop

5/16.4mm/inch

satellite 105x530x120 / Subwoofer 565x373x450mm

3.5 / 22.4kg

Specifications

- 

- 사용자 맞춤형의 12" (320mm) 서브 우퍼

- 장축형 스피커 2.5" (64mm)

- 6개의 풀 레인지 3" (70mm) 보이스 코일 

- 0.75" (20mm) 보이스 코일이 내장된 네오디뮴 고효율 맞춤형 우퍼

- 40Hz ~ 20kHz의 주파수 응답

- LF와 HF 각각 600Wrms + 400Wrms를 제공하는 온보드 Class-D 스위치 모드 앰프

- 다양한 사용에 적합한 8개의 프리셋이있는 내장형 DSP

- -4.5 / + 5dB 사이 8단계의 볼륨

- 마스터 볼륨, 프리셋, 세틀라이트 스피커 볼륨, HPF, LED 표시등 등이 내장된 컨트롤 패널 

- 세틀라이트 스피커 연결용 XLR과 Neutrik SPEAKON을 통한 입력과 링크 

- Dispersion (H)110 °x (V)30 °

2Way 스피커 시스템

컴팩트 라인어레이 통합 시스템 600W + 400W RMS 129DB SPL



X LITE 15AX LITE 12AX LITE 10A

10" 2Way 액티브 스피커

X LITE 12A

X LITE 10A

12" 2Way 액티브 스피커

- 2Way 바이 앰프 타입의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

- 58Hz ~ 20kHz 주파수 응답

- 50mm (2 ") 보이스 코일의 FBT 맞춤형 250mm (10") LF 우퍼

- FBT 25mm (1 ") throat / 35mm (1.4") 보이스 코일 HF 압축 드라이버

- 30도 모니터 기울기

- 2  바이 앰프 타입의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

- 50Hz ~ 20KHz 주파수 응답

- 50mm (2 ") 보이스 코일의 FBT 맞춤형 320mm (10") LF 우퍼

- FBT 25mm (1 ") throat / 35mm (1.4") 보이스 코일 HF 압축 드라이버

- 

Way

35 도 또는 45도 모니터 기울기

X Series
portabl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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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LITE 15A
15" 2Way 액티브 스피커

- 2  바이 앰프 타입의 베이스 리플렉스, 스피커

- 42Hz ~ 20KHz 주파수 응답

- 64mm (2 ") 보이스 코일의  FBT 맞춤형 380mm (10") LF 우퍼

- FBT 25mm (1 ") throat / 35mm (1.4") 보이스 코일 HF 압축 드라이버

- 

Way

35 도 또는 45도 모니터 기울기

X Series [X LITE]

Monitor 30˚

Monitor 45˚

세 개의 X-LITE 모델 ( , X-LITE 15A, X-LITE 12A)은 모두 폴리 프로필렌 소재의 인클로저와 세 
개의 운반 손잡이, 네 개의 플라잉 포인트 그리고 강력한 보호 그릴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은 강력한 1000W의 음향 파워를 제공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설정을 통해 원하시는 사운드의 요구사항을 손쉽고 완벽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X-LITE 

시리즈에 서브우퍼를 추가하시면 저음역대를 확장하여 프로페셔날 사운드 운영이 가능합니다. 

X-LIT 10A

내장된 CLASS-  앰프 모듈 4개의 EQ 
프리셋

D

X LITE 10A
Configuration
Built-in amplifier max (LF/HF)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Impedance
Input Connectors
Power cord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2-Way (Bi-Amp)
800 / 200W

42Hz - 20KHz
15" - 2.5" Coil
1" - 1.4" Coil

128dB
90˚ x 60˚

22KΩ
XLR with loop, Jack ST, RCA ST

5m
433 x 706.5 x 400 mm

18kg
Black

X LITE 12A
2-Way (Bi-Amp)

800 / 200W
58Hz - 20KHz
10" - 2" Coil
1" - 1.4" Coil

126dB
90˚ x 60˚

22KΩ
XLR with loop

5m
300 x 536 x 315 mm

13kg
Black

2-Way (Bi-Amp)
800 / 200W

50Hz - 20KHz
12" - 2" Coil
1" - 1.4" Coil

127dB
90˚ x 60˚

22KΩ
XLR with loop

5m
356 x 619 x 357 mm

14.5kg
Black

Specifications X LITE 15A



12" 2  액티브 스피커Way

Mitus115AMitus114AMitus112A
14" 2  액티브 스피커Way 15" 2  액티브 스피커Way

- ( 80 °x ( 50 ° 회전식 혼이 있는 44 mm (1.7"), 

   보이스 코일의 25 mm (1") B&C 네오디뮴 마그넷

   HF 드라이버

H) V) - 75 mm (3") 보이스 코일의 360 mm (12")

   B & C 네오디뮴 마그넷 우퍼

- 64 mm (2.5"), 보이스 코일이 있는 36 mm (1.4")

   B&C 네오디뮴 마그넷 HF 드라이버

- 75 mm (3") 보이스 코일의 380 mm(15")

   B & C 네오디뮴 마그넷 우퍼

- (H)80 ° x (V)50 ° 회전식 혼의 44 mm (1.7"),

   보이스 코일이 있는 25 mm (1") B&C

    네오디뮴 마그넷 HF 드라이버

 

15" 2  액티브 스피커Way

Mitus210MAMitus118SAMitus152A
18" 액티브 서브우퍼 스피커 2x10" 2 무대용 액티브 서브우퍼Way 

- 75 mm (3") 보이스 코일이 있는 380 mm (15") B & C

   네오디뮴 마그넷 우퍼

- (H)60 ° x (V)40 ° 회전식 혼이 있는 64 mm (2.5"),

   보이스 코일이 있는 50 mm (2") B&C 네오디뮴 마그넷

- HF 드라이버

 

- 컴팩트 밴드 패스 서브 우퍼 디자인 인클로저

- 75 mm (3") 보이스 코일 장착 된 460 mm (18") 커스텀

   B & C 네오디뮴 마그넷 우퍼

- 동축 드라이버 디자인

- 64 mm (2.5") 보이스 코일 2x250 mm (2x10")

    B & C 네오디뮴 마그넷 스피커, 그중 하나는 64mm (2.5")

   보이스 코일이 있는 36mm (1.4") 티타늄 압축 동축 드라이버

- LF-600WRMS, HF-300WRMS

Mitus118SAMitus152A

Mitus115A
Mitus114A

Mitus112A

Mitus210MA

- 2 , Bi-amp, 베이스 리플렉스 디자인

- CLASS-D 앰프, 스위치 모드 전원공급장치

Way

Mitus Series
portable sound

Mitus Series

MITUS 스피커 시리즈는 등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스피커 확성 부문에서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반영하여 제작한 고출력 및 고품격 스피커 시리즈입니다. MITUS PA 시스템은 액티브 또는 패시브 라인 어레이 뿐만 
아니라 최강의 2Way 스피커, 서브 우퍼 및 로우 프로파일 무대 모니터 스피커까지 선택 범위가 폭넓은 시리즈입니다.

고출력, 경량의 무게, 활용성 그리고 고객 편의성 

패시브 라인어레이, 2Way 스피커, 서브 우퍼 및 로우 프로파일, 무대 모니터 스피커까지 폭넓은 선택 범위의 MITUS 시리즈

FBT catalog16

Mitus118FSA/FSCAMitus212F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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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브 또는 패시브 라인 어레이 뿐만 아니라, 2Way 스피커, 서브 우퍼 및 

   로우 프로파일 무대 모니터 스피커 까지 폭넓은 선택 범위의 시리즈

- 플라잉과 바닥설치를 위한 폭넓은 하드웨어 액세서리 보유

- 흰색과 검정색 두 가지 색상의 디자인

-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인클로저 FBT 자체연구개발, 스피커 구성 부품 B&C와 공동개발

12" 2  패시브 스피커Way

Mitus115Mitus114Mitus112
14" 2  패시브 스피커Way 15" 2Way 패시브 스피커

- 15mm/ 5.8 인치 발트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H)80 °x (V)50 ° 회전형 혼

- 12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15mm/ 0.59 인치 발트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H)70 °x (V)50 ° 회전형 혼

- 12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15mm/ 5.8 인치 발트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H)80 °x (V)50 ° 회전형 혼

- 12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15" 2  패시브 스피커Way

Mitus210M

Mitus118SMitus152
18" 2  패시브 서브우퍼 스피커Way

2x10" 2Way 무대용 패시브 서브우퍼

- 15mm/ 0.59 인치 발트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H)80 °x (V)50 ° 회전형 혼

- 12개의 M10 플라잉 포인트

- 저음과 고음 유닛을 위한 “Soft-trip” 보호회로가

   내장된 고급형 내장형 패시브 크로스오버

- 18mm/0.7”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3.15인치 바퀴 4개 달린 운반용 롤러 주문가능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 70도 원뿔형 (conical) 방사특성

- 5/8”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저음과 고음 유닛을 위한 “Soft-trip” 보호회로가 

   내장된 고급형 내장형 패시브 크로스오버

2x6.5" 2Way 패시브 라인어레이 스피커

Mitus118FS/FSCMitus212FSMitus206L
2x12" 2Way 패시브 라인어레이 서브우퍼 스피커 18" 2Way 패시브 라인어레이 서브우퍼 스피커

- 내부 고음 보호, 외장용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 고급형 폴리프로필렌 가스가 주입된 인클로저

- 수평지향각 100도  웨이브가이드

- 뉴트릭 스피콘 NL – 4MDV 커넥터의  링크 입출력

- 15mm/5.8 인치 자작나무 합판 인클로저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Mitus215
2x15" 2Way 패시브 라인어레이 서브우퍼 스피커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Mitus118SMitus152

Mitus115
Mitus114

Mitus112

Mitus210M

Mitus118FSA/FSCMitus212FSMitus206L Mitus215



Mitus Series
portable soundFBT catalog18

J15

Configuration
Built-in amplifier max (LF/HF)
Built-in amplifier peak (LF/HF)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Impedance
Crossover Frequency
AC Power requirements
Input Connectors
Power cord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1-Way Hybrid Bandpass
1200W RMS

2400W
33Hz - 100Hz
18" x 3.5" Coil

-
135 / 139dB half-space

omni
22KΩ

preset dependant
640VA

XLR with loop
5m

576 x 538 x 756 mm
45kg

Black / White

Mitus206L Mitus212FS

2-Way (Bi-Amp)
600 / 300W RMS

1200 / 600W
68Hz - 20KHz

2 x 6.5" - 1.7" Coil
1.4" x 2.5" Coil
125 / 134dB
100˚ x 10˚

22KΩ
1.2KHz
640VA

XLR with loop
5m

574 x 220 x 383 mm
14kg

Black / White

1-Way Band-Pass
1200W RMS

2400W
45Hz - 120Hz

2 x 12" - 3" Coil
-

134 / 138dB half-space
omni
22KΩ

preset dependant
640VA

XLR with loop
5m

576 x 420 x 660 mm
36.5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Mitus118FS/118FSC

Configuration
Recommended amplifier
Long term power
Short term power (IEC 268-5)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2-Way
700W RMS

350W
1400W

8Ω
50Hz - 18KHz
14" - 3" Coil

1.4" - 2.5" Coil
100dB

128 / 132dB
70˚ x 50˚

1.4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380 x 705 x 380 mm
22.9kg

Black / White

2-Way
700W RMS

350W
1200W

8Ω
55Hz - 18KHz
12" - 3" Coil
1" - 1.7" Coil

99dB
127 / 131dB
80˚ x 50˚

1.5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380 x 660 x 380 mm
18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Mitus112Specifications Mitus114

2-Way
1600W RMS

800W
2800W

4Ω
47Hz - 20KHz

103dB
134 / 138dB
60˚ x 40˚

1.2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93 x 1245 x 471 mm
48kg

Black / White

2-Way
800W RMS

400W
1400W

8Ω
50Hz - 18KHz
15" - 3" Coil
1" - 1.7" Coil

99dB
128 / 132dB
80˚ x 50˚

1.5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25 x 750 x 421 mm
26kg

Black / White

2-Way
800W RMS

400W
1400W

8Ω
47KHz - 20KHz

15" - 3" Coil
2" - 2.5" Coil

100dB
128 / 132dB
60˚ x 40˚

1.2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425 x 805 x 421 mm
32kg

Black / White

Mitus115 Mitus152 Mitus215

1-Way Bandpass
1000W RMS

500W
2000W

4Ω
36Hz - 200Hz
18" - 3" Coil

-
101dB

135 / 138dB
omni

external active
2 x Speakon NL4 in & throu

574 x 594 x 730 mm
45kg

Black / White

2-Way
800W RMS

400W
1600W

8Ω
65Hz - 20KHz
10" - 2.5" Coil
1.4" - 2.5" Coil

100dB
128 / 132dB
70˚ conical

1.3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574 x 290 x 402 mm
17kg

Black / White

Mitus118S Mitus210M

Configuration
Built-in amplifier max (LF/HF)
Built-in amplifier peak (LF/HF)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Impedance
Crossover Frequency
AC Power requirements
Input Connectors
Power cord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2-Way (Bi-Amp)
600 / 300W RMS

1200 / 600W
46Hz - 20KHz
14" - 3" Coil

1.4" - 2.5" Coil
127.5 / 135.5dB

70˚ x 50˚
22KΩ

1.4KHz
640VA

XLR with loop
5m

380 x 705 x 380 mm
24.9kg

Black / White

2-Way (Bi-Amp)
600 / 300W RMS

1200 / 600W
50Hz - 20KHz
12" - 3" Coil
1" - 1.7" Coil
126 / 133dB
80˚ x 50˚

22KΩ
1.5KHz
640VA

XLR with loop
5m

380 x 660 x 380 mm
20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Mitus112ASpecifications Mitus114A

2-Way (Bi-Amp)
1100 / 250W RMS

2200 / 500W
42Hz - 20KHz

2 x 15" - 3" Coil
2" - 2.5" Coil
133 / 136dB
60˚ x 40˚

22KΩ
1.2KHz
800VA

XLR with loop
5m

493 x 1245 x 471 mm
52.5kg

Black / White

2-Way (Bi-Amp)
600 / 300W RMS

1200 / 600W
46Hz - 20KHz
15" - 3" Coil
1" - 1.7" Coil
127 / 133dB
80˚ x 50˚

22KΩ
1.5KHz
640VA

XLR with loop
5m

425 x 750 x 421 mm
28kg

Black / White

2-Way (Bi-Amp)
1100 / 250W RMS

2200 / 500W
45Hz - 20KHz
15" - 3" Coil
2" - 2.5" Coil
129 / 136dB
60˚ x 40˚

22KΩ
1.2KHz
800VA

XLR with loop
5m

425 x 805 x 421 mm
36.5kg

Black / White

Mitus115A Mitus152A Mitus215A

2-Way (Bi-Amp)
600 / 300W RMS

1200 / 600W
60Hz - 20KHz

2 x 10" - 2.5" Coil
1.4" - 2.5" Coil
127 / 134dB
70˚ conical

22KΩ
1.2KHz
640VA

XLR with loop
5m

574 x 290 x 402 mm
19kg

Black / White

Mitus21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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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co 10 USB

AMICO 10USB는 완전 통합형의 유선 사운드 시스템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형식의 실용적인 방식으로 중소 규모 장소에서 라이브 
공연 및 교회, 학교. 회의실, 스포츠 센터, 소규모 뮤지컬 공연장 등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용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AMICO 10USB 통합 시스템은 세개의 와 가벼우면서 매우 견고한 소재의
 그리고 후면에 포함된 되어 있

어, 이동시 손쉬운 운반이 가능합니다.

6개의 XLR 마이크 입력 단자, 2개의 밸런스 모노 인풋, 4개의 스테레오 라인 인풋 채널, 3 밴드 EQ, 99개의 디지털 이펙트, 믹서와 
컴퓨터를 연결해 음악 재생 뿐만 아니라, 레코딩을 가능케 하는 USB 단자등으로 구성된 음향 믹서에 ADAP (Advanced Dynamic 
Active Protection) 기술이 적용된 3개의 CLASS-D앰프를 결합하여 구성한 파워 믹서, 그리고 AMICO 10USB 믹서의 스피콘 단자
에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연결하면 전체 사운드 시스템을 단 5분 이내에 완벽한 셋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AMICO 
10USB 포터블 시스템을 통하여 편하고 완벽한 포터블 사운드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PWM 방식의 CLASS-D 앰프가 내장된 파워 믹서  폴리프
로필렌 인클로저의 15인치 서브 우퍼 두 개의 2Way 스피커가 모두 바퀴가 달린 한 개의 박스에 포함

중소 규모의 장소에서 당신의 라이브 음악 공연을 위한 편리한 사운드 솔루션!

- 3Way Tri-앰프 방식의 베이스 리플렉스 시스템

- 14 채널 믹서, 99개의 프리셋 디지털 이펙터 및 팬텀 파워 내장

- 서브 우퍼: 500W RMS CLASS-D 앰프

- 메인스피커: 150W RMS CLASS-D 앰프

- USB를 통한 레코딩 및 재생 

- 서브우퍼: 75mm (3") 보이스 코일 및 네오디뮴 자석의 380mm(15") 고성능 맞춤형 우퍼

- 2개의 2Way 메인 스피커: 6.5" 네오디윰 자석내장 우퍼와 1” 고음 드라이버

- 스위치 모드 전원 공급 장치

Configuration

Internal amplifier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AMICO 10 USB

3-Way(Try-Amp) / SUB+2SAT

500W + 2 x 150W RMS

478 x 780 x 433 mm

34kg

Black

Specifications

Low Frequency Woofer

Frequency Response (@-6dB)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Sensitivity (@1W, 1m)

SUBWOOFER

15" - 3" Coil

40Hz - 120Hz

124 / 130dB

omni

97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Frequency Response (@-6dB)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Sensitivity (@1W, 1m)

SATELLITE

6.5" - 1.5" Coil

1"

90Hz - 20KHz

115 / 125dB

90˚ x 60˚

93.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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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A Series

QSA 시리즈는 중/소규모의 공연에 적합하게 구상되었지만, QSA112/QSA112.0의 콤비 조합과 몇 개의 QSA118S 서브우퍼를 추가
하면, 중/대형 투어 콘서트에서 요구되는 큰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프로 사운드를 위한 최고급 품질의 부품들로 QSA 스
피커 시리즈를 제작하였습니다. QSA112/112.0 모델은 

까지 지니고 있어, 음악회, 공연장, 모바일 Dj용, 음향 렌탈회사, 영구 시공을 위한 제품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고정된 각도와 
균등한 휨 등의 스피커 기술은 간편한 설치뿐만 아니라, 관객에게 충분한 음압을 최대한 일정한 장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각도가 고정된 라인어레이 시스템으로 컴팩트한 크기에 휴대성 및 다
양성

라이브 사운드, 인스톨 사운드 시스템으로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스피커 시스템

12" 각도가 일정한 패시브 라인어레이 스피커

(H)100 °x (V)5 °

QSA118SQSA112QSA112.0
12" 각도가 일정한 패시브 라인어레이 스피커

(H)100 °x (V)15 °

18" 패시브 서브우퍼 스피커

- 듀얼 모드의 내장형 패시브 크로스오버

  (풀레인지 또는 바이앰프 설정) 

- HF 진폭 증감 선택 스위치 (-3, 0, +3dB)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 듀얼 모드의 내장형 패시브 크로스오버

  (풀레인지 또는 바이앰프 설정) 

- HF 진폭 증감 선택 스위치 (-3, 0, +3dB)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 외장 디지털 프로세서 필요

Configuration
Long term power 
Program power
Short term power (PEAK)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RMS)
1-Way
700W
1400W
2800W

4Ω
35Hz - 400Hz
18" - 4" Coil

-
133dB half-space
138dB half-space

omni
-

2 x Speakon NL4 in & throu
605 x 555 x 700 mm

54kg
Black / White

QSA112.0 QSA112

2-Way (Full Range / Bi-Amp)
350W(300/120W)

700W
1400W(1200/480W)

8Ω(8/8Ω)
68Hz - 20KHz

12" - 3" coil - neodymium
3 x 1" - 1.7" Coil - neodymium

127dB(127/135dB)
130dB(130/138dB)

100˚ x 5˚
1.3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605 x 385 x 450 mm

36kg
Black / White

2-Way (Full Range / Bi-Amp)
350W(300/120W)

700W
1200W(1200/700W)

8Ω(8/8Ω)
70Hz - 20KHz

12" - 3" coil - neodymium
3 x 1" - 1.7" Coil - neodymium

127dB(127/135dB)
130dB(130/138dB)

100˚ x 15˚
1.2KHz

2 x Speakon NL4 in & throu
605 x 395 x 460 mm

36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QSA118S

QSA 118S는 컴팩트하지만 고출력의 플라잉 가능한 서브우퍼 시스템으로, 베이스 리플렉스형에 맞춤 설계형 18” B&C 우퍼 스피커
입니다. 이 우퍼는 1400W 의 출력 및 132dB SPL뿐만 아니라,13겹의 (18mm / 0.71인치) 

그리고 를 제공합니다. 35mm 브래킷 (폴 장착 소켓)에 의해 플라잉 뿐만 아니라, 바닥에 
세워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옵션으로 제공되는 바퀴는 쉽고 빠른 적재와 하역 작업을 가능합니다

자작 나무와 긁힘 방지 처리한 인클로저

이동용 손잡이 및 장착을 위한 스피커 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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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MaxX Series

StageMaxX 12Ma 모델은 FBT를 위해 맞춤 설계된 12인치 유닛과 1인치 컨프레션 유닛을 사용하여

동축으로 설계한 스피커입니다. 동축형 스피커는 사운드 확성시 어쿠스틱의 중심점이 정확하게 뮤지
션을 향해 재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스테레오 이미지의 향상을 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출력의 바이 앰프 방식의
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며 다양한 사운드

의 요구사항에 대해 최적화된 음향 어플 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35도와 55도 각도로 모니터 
스피커를 세팅할 수 있어, 혼자 또는 함께 사용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00W+100W RMS를 제공하는 다이내믹 CLASS-D 앰프와 DSP를 통
한 4개의 프리셋 EQ

StageMaxX 12Ma W

Monitor 55˚ Monitor 35˚

21

- 낮은 높이의 설계를 통해 미적 우아함 제공

- 경량의 컴팩트 사이즈

- 무대 모니터 사용을 위한 최적화된 프리셋 EQ

- 피드백 방지를 위한 높은 헤드 룸

- 고품질 사운드

- 강력한 파워 및 넓은 다이내믹 

- 동축 설계를 통한 고음과 저음의 음향적 중심점 확성

- 무대에서의 손쉬운 조작법

- 견고한 폴리프로필렌 인클로저

사운드의 타협이 없이 제작된 새로운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

StageMaxX 12Ma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

Configuration

Built-in amplifier (LF/HF)

Built-in amplifier peak (LF/HF)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Input Impedance

Input Connectors

Power cord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Color

StageMaxX 12Ma / W

2-Way (Bi-Amp)

400 / 100W RMS

800 / 200W

60Hz - 20KHz

12" - 2.5" Coil

1" - 1.7" Coil

124 / 130dB

90˚ conical

22KΩ

XLR with loop

5m

550 x 289 x 392 mm

13.6kg

Black / White

Specifications



SHADOW Series

Shadow105T Shadow108CT

Shadow112CT Shadow112HC Shadow142L

Shadow 시리즈는 매우 높은 기술적 시스템 및 높은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제품 제공을 보장하겠다는 우아하고 매
력적인 미학적 관점에 따라 온전히 이탈리아에서 설계, 생산됩니다. 

Shadow 시리즈 스피커 인클로저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던 사항은 급격한 날씨 변화에 대한 저항성과 그 내부
에 사용되는 스피커 유닛이였습니다. 은 일차적으로 을 통해 
한 단계 더 보호됩니다. 스피커 그릴은 인클로저 내부로 고체 또는 액체의 유입을 막습니다. 모든 보호그릴은 세개의 층 구
조로 되어 있는데, 외부는 특수 보호 처리된 스테인레스 스틸 패널, 중간은 그물모양의 스펀지소재, 그리고 내부는 물이 스
며들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그물망으로 구성되어, 유닛을 최대한 보호하고 최소한의 음향감쇠 특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내부 회로는 특수 밀봉되었고 되고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견고한 스피커 유닛 물기를 방지하는 스피커 그릴

수분, 부식 및 산화의 영향에 대비해 방수 처리하여 보호

- 광범위한 범위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는 풀레인지 혼리드 라우드 스피커

- 급격한 기후 변화에 잘 견디고, 모든 환경 조건에 장기간 노출되어도 안전하며

   좋은 품질의 음악 및 음성재생을 제공하도록 설계

- 국제 보호 등급 IP 55의 분류로부터 예상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조

- 차수판 그릴을 통한 3단계 보호

- 견고한 폴리에틸렌 소재의 곡선형 인클로저

5" 2  패시브 스피커Way

Shadow112CT

Shadow108CTShadow105T
8" 2  패시브 스피커Way

12" 2  동축 하이 임피던스 패시브 스피커Way

- 100W/25W를 선택할 수 있는 100V 전원변압기

- 튼튼한 폴리에틸렌소재의 곡선형 인클로저

- 원하는 전원을 선택하기 위한 7선 케이블

- 볼/소켓 조인트와 보안 케이블이 부착된 벽걸이

   브래킷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

- 100W/50W를 선택할 수 있는 100V 전원변압기

- 튼튼한 폴리에틸렌소재의 곡선형 인클로저

- 원하는 전원을 선택하기 위한 4선 케이블

- 차수판 그릴을 통한 3단계 보호

- 강철 U 브래킷과 기타 부품 옵션 주문 가능

- 200W/100W를 선택할 수 있는 100V 전원변압기

- 튼튼한 폴리에틸렌소재의 곡선형 인클로저

- 원하는 전원을 선택하기 위한 4선 케이블

12" 2  혼-로드 패시브 스피커 (Shadow112HC)

12" 2Way 혼-로드 하이 임피던스 패시브 스피커 (Shadow112HCT)

Way

Shadow112HC / Shadow112HCT

- 200W/100W를 선택할 수 있는 100V 전원 변압기 내장   

- 원하는 전원을 선택하기 위한 4선 케이블

- 견고한 폴리에틸렌 곡선 인클로저

- 강철 U 브래킷과 기타 부품 옵션 주문 가능

Shadow142L
14" 2  패시브 라인어레이 스피커Way

- 견고한 폴리에틸렌 곡선 인클로저, 완벽한 UV 보호

- 7.5˚ 또는 15˚ 각도 조절 가능

Shadow Series
portable soundFBT catalog22

Shadow114S

Shadow114S
14" 서브우퍼 스피커

- 3” 보이스 코일이 있는 14” 우퍼

- 튼튼한 폴리에틸렌소재의 곡선형 인클로저

- 원하는 전원을 선택 하기 위한 4선 케이블

- 치수판 그릴을 통한 3단계 보호

- 강철 U 브래킷과 기타 부품 옵션 주문 가능

Shadow112HCT



Shadow 스피커 인클로저는 한 방향으로 회전이 가능한 모델로 폴리에틸렌이라는 소재로

제작되고 완벽하게 UV를 차단하며 인스톨용 스테인레스 강철 소재의 U 브래킷을 통해 장착됩니다.

인클로저의 곡선 모양은 음향 반사파와 스피커 내부의 정재파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저음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외부의 둥근 모양은 외부로 물이 고이는 것을 억제하고 바람을 회절시켜

구조로 부터의 부담을 감소시켜 줍니다.

<<회전형 인클로저>>

Shadow Series
portable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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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Recommended amplifier

Long term power

Short term power (IEC 268-5)

Transformer (optional)

Nominal Impedance

Frequency Response (@-6dB)

Low Frequency Woofer

High Frequency Driver

Sensitivity (@1W, 1m)

Max SPL (cont/peak)

Dispersion (HxV)

Crossover Frequency

Input Connectors

Net Dimensions (WxHxD)

Net Weight

International Protection

Color

2-Way

120W RMS

60W

240W

100V / 50W

8Ω

90Hz - 20KHz

5" - 1" Coil

1" dome

89dB

109 / 112dB

100˚

3KHz

7 wire cable

168 x 222 x 200 mm

3.5kg

IP55

Gray

2-Way

450W RMS

225W

900W

100V / 100W/50W

8Ω

80Hz - 20KHz

8" - 2" Coil

1" - 1.4" Coil

95dB

120 / 124dB

90˚ Conical

1.8KHz

4 wire cable

285 x 285 x 250 mm

7kg

IP55

White / Gray

Specifications

2-Way

600W RMS

300W

1200W

100V / 200W/100W

8Ω

70Hz - 20KHz

12" - 2.5" Coil

1" - 1.7" Coil

98dB

124 / 128dB

90˚ Conical

1.6KHz

4 wire cable

430 x 430 x 400 mm

15kg

IP55

White / Gray

2-Way

600W RMS

300W

1200W

100V / 200W/100W

8Ω

95Hz - 20KHz

12" - 2.5" Coil

1" - 1.7" Coil

101dB

128 / 132dB

90˚ x 60˚

1.6KHz

4 wire cable

430 x 430 x 400 mm

21kg

IP55

White / Gray

Shadow105T Shadow112CTShadow108CT Shadow112HC Shadow114S Shadow142L

1-Way

700W RMS

350W

1400W

100V / 300W

8Ω

60Hz - 400Hz

14" - 3" Coil

-

97dB

125.5 / 129.5 Db

omni

external

4 wire cable

430 x 430 x 400 mm

17kg

IP55

White / Gray

2-Way (Full Range / Bi-Amp)

1000W RMS

500W(350/150W)

2000W

-

8Ω(8/8Ω)

60Hz - 20KHz

14" - 3" Coil

2 x 1.4" - 2.5" Coil

98 / 110dB (LF/HF)

126.5 / 137dB

100˚ x 15˚

1.2KHz

2 x Souriau

615 x 430 x 415 mm

38kg

IP55

White / Gray

Shadow112HCT

2-Way

600W RMS

300W

1200W

100V / 200W

8Ω

95Hz - 20KHz

12" - 2.5" Coil

1" - 1.7" Coil

101dB

128 / 132dB

90˚ x 60˚

1.6KHz

4 wire cable

430 x 430 x 400 mm

21kg

IP55

White / 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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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J

ProMaxX

HiMaxX

SJ-8U/WHT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position

SJ-5U/WHT

SJ-8T SJ-5T
185696 BLK 18527 BLK

Adjustable
meta T
stand for
No.2

AJ-8 SJ-5C WAJ-5
18570 BLK 18526 WHT18532 BLK

Adapter
35mm

Metal
frame for
ceiling/wall
installation

BOX128 BOX127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BOX 104 BOX 100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position

BOX 105 BOX 101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Vertic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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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position

AC-U115H AC-U112H AC-U110H 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Vertical
position

AC-U115V AC-U112V AC-U110V

Muse

MS-F210Flying
bar

X-LITE

XL-UH 15 XL-UH 12 XL-UH 10
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position

XL-UV 15 XL-UV 12 XL-UV  10
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Vertical
position

Archon



MT-F 206 MT-F 212Flytin
bar

MT-J 206Joint
bar

MT-J 206Metal base
to ground
206LA/L
aray or
stack on
SUB 118SA/S
or 121SA/S

Mitus

QSA Shadow

HSA600Flytin
bar

SW-F 142Flytin
bar

StageMaxX

SM-C12Nylon
cover

Wall metal
bracket to
mount in
horizontal
position

SM-U12W Metal
bracket with
top-hat
speaker
stand socket

SM-S 12

ACCESSORIES
accessoriesFBT catalog26



회 사 명       

대     표

설립일자

임직원수

본    사

부산지사

호남지사

충청지사

공       장

창       고

대표메일

(주)케빅 (KEVIC, Inc.)

공학박사 정  병  철

1989년 10월 1일

100여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TEL. (02)579-1533   FAX. (02)579-1538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 (051)506-1538   FAX. (02)579-153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 (063)282-0900   FAX. (02)579-1538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 (070)5090-2210  FAX. (02)579-1538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 (033)456-0905   FAX. (02)579-1538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admin@kevic.com

사훈 : 정이 넘치는 기분 좋은 회사

케빅 본사 전경

FBT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evic.com) 또는 페이스북(FBT KOREA)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FBT KOREA

KEVIC
FBT exclusive agent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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