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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Center ‘Beat’는 Studio Zero와 Napier 후속 모델로서
Entry 클래스에 속하며 기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입니다.
Beat는 당사의 주력 모델인 Studio Zero가 추구하는 목표인 “탁월한 원음 재생, 효과적으로 음원을 관리하는 기능,
사용상의 편리성”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저전력으로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Bann Music Center BEAT

컴퓨터 기반 오디오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 (Entry Class Model)
제품 구성

● Low Profile Form Factor

•Music Center 소프트웨어(자체 개발)

● 저전력 소모 모델(idle 17W, 일반 음악재생시 20W)
● Intel Pentium 듀얼 코어 컴퓨팅 파워
● 60GB SSD 기본 탑재

•Asynchronous USB Audio 2.0 SPEC sound device
(자체 개발, Windows Device Driver 포함)

* iPad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Digital Output : 1 RCA, 1 TosLink ,
* 10ppm Master Clock Asynchronous Output

● 강력한 Music Center 관리 소프트웨어 탑재

•Analog Output : RCA Stereo, Mini DAC, Output 2.1Vpp
•Control : Touch screen, Keyboard, Mouse,

● No Fan, No HDD

Network Remote(Web Browser & iPad)
•Windows 7 Home Premium(정품)
•Processor : Intel Pentium Dual Core
•Data Rate : 24bit/192kHz까지 지원
•고성능 60G SSD 탑재

차별적 기능의 Music Center 소프트웨어 기본 제공
단순히 소리만을 재생하는 타 시스템과는 달리 오류정정을 통한 CD
Ripping과 S/W Up Sampling을 통한 고품질 음원 재생, 차별적 앨범
관리 기능이 우수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통합 제공됩니다. 터치
스크린 모니터를 100% 지원하는 최초의 뮤직센터 소프트웨어이며
사용상의 편리성과 기능면에서 타 소프트웨어와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원격 조작으로 iPad와 스마트 폰이 활용될 수 있으며, CD를
Ripping하지 않고 Up Sampling까지 적용 가능한 상태로 직접
재생하는 Direct CD Play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대규모 앨범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때 그 진가가
들어납니다.

구입 문의

•4GB Dual 채널 RAM
•Cooling : Heat pipe system(Fanless)
•CD-Ripping에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Multi format DVD Driver
•DVI & HDMI Display 지원
•USB2.0, USB3.0, eSATA, NAS 연결용 External Storage
Interface 지원
•Support Data Systems : FAT, NTFS, CIFS
•Full Aluminum alloy case
•Dimension : 436x365x54mm(64mm with foot)

구입 문의

금강전자

www.kau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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