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 54-16 규격에 적합한 VX-2000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경우, “부록: EN 54-16 규격에 적합한 시스템 설치 설명서”라
는 제목의 별도 매뉴얼을 주의깊게 읽고 기술된 설치 및 구성요건을 따라 주십시오. 부록에는 설정 및 설치에 관한 기본

적인 설명이 기술되어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서의 일반 instruction section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VX-2000DS 긴급파워써플라이, VX-2000PF 파워써플라이 프레임 및 VX-200PS 파워써플라이 유닛 설치에 대해서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설명서

통합음성유도시스템
(Integrated Voice 유도 System)

VX-2000 시리즈

TOA 통합음성유도시스템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장비를 오랜동안 고장없이 사용하려면,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따라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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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예방조치

•  사용전 본 섹션의 지침을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으로서 간주되는 안전심볼과 메시지 규칙을 포함하고있는 본 설명서의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  또한 본 설명서를 가까이에 보관하여 향후 필요시마다 참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안전 심볼과 메시지 규칙

아래 기술된 안전심볼과 메시지는 취급부주의로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 손상과 재산상의 손해 예방을 위해 사용됩니다. 귀하의 제품을 

작동하기전에 먼저 본 설명서를 읽고 안전심볼과 메시지를 이해하여 안전상의 잠재적 위험을 철저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취급할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인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가리킵니다.주의

[모든 유닛]

•  유닛 내부에 고전압 구성품이 있어 화재 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닛의 케이스를 열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모든 서비스

는 가까운 TOA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닛 상단에 컵, 주발 또는 그밖의 액체 용기 또는 금속물체를 놓아두지 마십시오. 뜻하지 않게 유닛 내부로 유출될 경우, 화재나 감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RM-200XF, RM-200X, RM-210에 한함]

•  흔들거리는 테이블이나 기울어진 면 위와 같은 불안정한 위치에 유닛을 설치하거나 마운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구조적으로 유닛과 마운팅 브라켓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위체에 한정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이 전도되어 인적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VX-2000DS, VX-200PS에 한함]

•  비에 또는 물 또는 그밖의 액체가 튀길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유닛에 규정한 전압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규정된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자르거나, 꼬거나 손상 또는 변형하지 마십시오. 또한, 전원코드를 히터 바로 옆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닛 자체를 포함하여 

전원코드 위에 절대로 무거운 물체를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 또는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용중 다음의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각 전원을 끄고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한 다음 가까운 TOA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닛을 작동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유닛에서 연기 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

- 물이나 금속물체가 유닛에 들어간 경우

- 유닛이 낙하되거나 유닛 케이스가 파손된 경우

- 전원 코드가 손상된 경우 (코드심 노출, 끊어짐, 등)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소리도 나지않음).

•  유닛에 금속 물체 또는 가연성 물질을 삽입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천둥과 번개시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VX-2000DS에 한함]

•  콤포넌트 설치 또는 서비스(수리, 등) 실행전, 감전예방을 위해 AC 플러그와 배터리 터미널을 분리하십시오.

[VX-200SP, VX-200SZ, VP-2064, VP-2122, VP-2241, VP-2421에 한함]

•  심볼 "[ ]"을 갖고있는 콤포넌트 또는 부품은 전류가 흐르고 있어 위험한 것들입니다. 감전예방을 위하여 이들 터미널 연결은 전문 

전기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VX-2000SF, VP-2064, VP-2122, VP-2241, VP-2421에 한함]

• 유닛에 금속 물체 또는 가연성 물질을 삽입하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나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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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닛]

•  습하고 먼지많은 장소,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난방기기 가까이 또는 검은 연기 또는 증기를 일으키는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화재 또는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 연결시 정확한 극성(양극과 음극방향)에 유의하십시오. 극성을 바꿔 연결할 경우 앰프 또는 자동차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  안정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적절히 배치하여 바닥으로 전도되거나 구르지 않도록 예방하십시오. 전도되거나 이동될 경우, 인적손상 및  

또는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유닛에 적합한 전용 AC 어댑터 또는 DC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 화재를 야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

오.

•  구매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유닛을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식 또는 손상을 초래하여 유닛이 전도되어 인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VX-2000DS에 한함]

•  절대로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꽂아 넣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뽑을 때,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아 주십시오; 절대로 코드만을 당기지 마십시오. 손상된 전원코드로 유닛을 구동시 화재  

또는 감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유닛 커버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유닛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에 관하여는 TOA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랜 시간에 걸쳐 유닛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유닛에 화재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다음 취급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배터리 폭발로 화재나 인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를 쇼트시키거나, 분해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불 속에 넣지 마십시오.

 - 신, 구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직접 배터리를 납땝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규정된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 배터리를 유닛에 삽입할 때 정확한 극성(양극과 음극 방향)에 유의하십시오.

 - 배터리 보관시, 직사광선, 고온 및 높은 습도에 노출되어있는 장소를 피해 주십시오. 

[VX-200PS에 한함]

•  절대로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꽂아 넣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감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뽑을 때,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잡아 주십시오; 절대로 코드만을 당기지 마십시오. 손상된 전원코드로 유닛을 구동시 화재  

또는 감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유닛 커버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유닛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에 관하여는 TOA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랜 시간에 걸쳐 유닛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유닛에 화재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VX-2000SF에 한함]

•  유닛 커버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유닛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VP-2064, VP-2122, VP-2241, VP-2421에 한함]

•  유닛 커버의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그럴 경우 유닛 내부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장시간 동안 사운드 왜곡 상태로 유닛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이는 기능이상의 징후이며 이 상태가 연속해서 일어날 경우 열을 발생시켜  

화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청소에 관하여는 TOA 판매업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오랜 시간에 걸쳐 유닛 내부에 먼지가 쌓이게 되면, 유닛에 화재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취급하면, 보통의 또는 가벼운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상황을 가리킵니다.
주의



제 1 장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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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요내용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TOA VX-2000 시리즈 방송 시스템은 일반과 긴급 목적의 방송 모두를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스템 매니저, 감시 프레

임, 파워앰프, 전원공급장치, 긴급전원공급 및 리모트 마이크로폰 사용자 지정 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EN60849 유럽

표준을 따르고 있으며, 시스템의 고장탐지회로는 지속적으로 작동되어 콤포넌트와 스피커 라인의 이상유무를 점검합니다. 탐지될 경우, 

LED 인디케이터와 부저를 통해 고장 경고가 주어집니다.



1-3

2. 시스템 특징

모듈러시스템으로 다양한 음원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VX-2000 시스템 매니저는 해당 모듈을 선택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입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8개의 입력 슬롯이 주요 특징입니다.

최대 8개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X-2000에 총 8개의 RM-200X 및 RM-200XF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으며, 최대 4대의 RM-200XF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RM-210의 확장성으로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수를 유닛마다 최대 105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은 기능키 설정 최대 315개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음원 장치

•  VX-2000에 EV-200 유닛 최대 2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VX-2000은 4가지 상이한 차임 음원이 주요 특징입니다.

표준-기기 컨트롤 입력과 출력

VX-2000은 표준기기로서 16개의 컨트롤 입력과 16개의 컨트롤 출력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력존 최대 50개까지 확장

VX-2000SF 감시 프레임은 유닛 최대 5대까지 확장할 수 있어, 가용 출력존 수를 최대 50개 존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입/출력 모듈과 2가지 유형의 스피커 출력 모듈

•  VX-2000SF는 최대 10개의 모듈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컨트롤 입력모듈, 컨트롤 출력모듈 및 2종의 스피커 출력모듈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출력모듈은 고장탐지회로가 특징이며, 2가지 고장 탐지방법이 제공됩니다: 임피던스 점검과 파일롯 시그널 모니터링. 스피커 라

인 쇼트, 오픈 써킷 및 접지결함과 같은 고장모드가 탐지 가능합니다.

•  가외의 컨트롤 입력모듈과 컨트롤 출력모듈를 추가하여, 컨트롤 입/출력수는 터미널 총 128개까지 시스템내 확장 가능합니다. 

 (VX-2000내 표준기기로 터미널 16개가 포함됩니다.)

9-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저 카드

시스템 스피커 출력모듈에 컴퓨터로 조정 가능한 9밴드 그래픽 이퀄라이제이션이 제공됩니다.

예비 앰프 기능

VX-2000SF 각각에 예비앰프를 설치할 수 있어 메인 파워앰프가 고장이 날 경우 대체 앰프 출력이 자동 제공됩니다.

CPU 스위치

시스템의 메인 CPU가 고장이 나더라도 RM-200XF 비상용 소방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모든 출력존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블록 고장탐지 회로

•  본 고장 탐지 기능은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VX-2000 간의, VX-2000과 VX-2000SF 간의, VX-2000SF와 VP 파워앰프 간의 그리고 VP 파워

앰프와 스피커 간의 케이블 연결을 모니터 합니다.

•  VP 파워앰프내 퓨즈가 끊어지거나 과열과 같은 고장모드를 본 기능이 탐지하고 경고합니다.

•  VX-2000DS의 충전회로 고장 또는 배터리 이상을 탐지하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1장: 주요내용
2.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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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표시

•  시스템내 고장이 탐지될 경우 VX-2000, VX-2000SF 및 리모트 마이크로폰 고장 LED 인디케이터가 빛을 발합니다.

•  고장표시기능은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할 경우, 고장이 탐지되면 LED가 점멸하고 부저가 울립니다.

모니터링 기능

선택한 출력존의 사운드 출력은 리모트 마이크로폰 내부 스피커 또는 VX-2000 모니터 출력을 사용하여 모니터됩니다.

타임 스케쥴 기능

•  주간 계획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일시에 대하여 최대 40개의 특정일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의 PC 소프트웨어 또는 VX-2000 썸머타임 설정 스위치를 이용하여 썸머타임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모드

VP 파워 앰프의 스탠바이 기능을 사용하여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파워 소모는 필요치 않는 파워앰프를 스탠

바이 모드 상태로 놓아 줄일 수 있습니다).

PC 설정 소프트웨어

PC 소프트웨어는 입력/출력 기기를 선택하거나 우선권, 방송패턴, 항목, 등이 활성화되도록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또한 리모트 마이

크로폰 기능키에 다양한 기능을 자유로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로 다용도의 보조조작 가능

•  VX-2000 메모리는 이벤트 최대 2000개까지 로그할 수 있고 이를 PC로 읽어 드릴 수 있습니다.

•  시스템 블록 구성도와 개개의 기기 설정값을 VX-2000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인쇄할 수 있습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이름을 인쇄하고 네임라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기 설치중 시스템 구성과 연결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방송을 행하지 않고도 검사모드로 긴급방송기기 작동상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주요내용
2. 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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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급시 주의사항

•  변형되거나 변색될 수있기에, 직사광선 또는 난방기기에 노출되는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먼지가 많거나 습한 장소에 기기를 설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기기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높은 주파스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형광램프, 디지털 기기, PC 또는 그밖의 다른 기기로부터 유닛을 멀리 두십시오.

[VX-2000, VX-2000SF, VP-2064/-2122/-2241/-2421, VX-2000DS, VX-2000PF]

•  이들 유닛은 전적으로 랙마운용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만일 하나의 기기랙에 2 또는 그 이상의 유닛을 마운트할 경우, 유닛 상하단에  

환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간 대신 천공패널을 권장합니다. 랙마운팅에 관하여는 p.8-40 참조.

[VX-2000, VX-2000SF, VP-2064/-2122/-2241/-2421]

•  입/출력 케이블을 가능한한 케이블 각각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보관하여 소음진동을 방지하십시오.

[VX-2000, VX-2000SF, VP-2064/-2122/-2241/-2421, VX-2000DS]

•  접지 루프(Ground Loop)를 만들 경우 험 노이즈(Hum nois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음은 각 콤포넌트의 후면 패널 접지 터미널을 

어스에 연결하여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VP-2064/-2122/-2241/-2421]

•  앰프를 병렬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앰프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VX-2000DS, VX-200PS]

•  각 유닛은 자체에 전원 on/off 스위치가 없는 영구 연결 장비입니다. 전원코드는 접합패널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서 각 유닛의 전원 On/

Off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랙 시스템의 파워라인의 경우, 각 극에 최소 3mm 접점간격이 있는 전극 메인 스위치(ALL-Pole Mains Switch)

는 빌딩 전기설비에 병합되어야 합니다.

[VX-200XR/-200XI/-200SZ/-200SP/-200SI/-200SO, 900 modules]

•  각 유닛은 “작동 중 교체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설치하거나 제거시 시스템 작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 끄기에 관해서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제1장: 주요내용
3. 취급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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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대 시스템 구성 例

1.1. 블록 구성도

아래에서 볼 수있는 블록 구성도는 VX-2000 시리즈로 조립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1. 최대 시스템 구성 例

* VX-2000 시스템 콤포넌트(VX-2000, VX-2000SF, 

RM-200X 및 RM-200XF) 각 포장박스 라벨에 

"EN80"이 나타나있고,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이 

3.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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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스템 최대 구성표

제2장: 제품설명
1. 최대 시스템 구성 例

콤포넌트 최대 유닛수

입력 소스 장비

RM-200XF 유닛 4대 긴급-설정 모델, 
유닛 4대 양쪽 모델, 유닛 8대

전체 입력음원기기, 
유닛 18대

RM-200X
유닛 4대 (유형 "긴급")

유닛 8대 (유형 "일반")

페이징 마이크로폰과 음악음원
(카세트, CD, 등)

유닛 8대

EV-200 유닛 2대

차임 (내부) 유닛 1대

RM-200XF와 RM-200X의 기능키 확장

RM-210
유닛 10대 (기능키 115개) / RM-200XF

기능키 315개 / 시스템
유닛 9대 (기능키 115개) / RM-200X

VX-2000 

VX-2000 유닛 1대

입력모듈 (VX-2000에 설치할)

VX-200XR
VX-200XI
900 모듈

전체 입력모듈, 유닛 8대
사용 가능한 900 모듈 :  M-01F, M-01M, M-01P, M-01S, M-01T, M-03P, M-51F, M-51S, M-51T, M-61F, 

M-61S, M-61T, U-01F, U-01P, U-01R, U-01S, U-01T, U-03R, U-03S, U-61S, and 
U-61T

VX-2000SF

VX-2000SF 유닛 8대* 

SF 모듈 (VX-2000SF에 설치할)

VX-200SP 유닛 80대

전체 SF 모듈, 유닛 80대 (유닛 10대 / VX-2000SF)
VX-200SZ 유닛 80대

VX-200SI 유닛 7대

VX-200SO 유닛 7대

선택사양의 이퀄라이저 카드 (VX-200SP, VX-200SP-2, VX-200SZ 및 VX-200SZ-2에 설치할)

VX-200SE 유닛 80대

컨트롤 입력

VX-2000
입력 16개
(표준 기기로서) 입력, 총 128개

VX-200SI 입력 112개 (유닛 7대)

컨트롤 출력

VX-2000
출력 16개
출력 112개 (유닛 7대) 출력, 총 128개

VX-200SO 출력 112개 (유닛 7대)

파워앰프 참고: 파워앰프의 수와 유형은 각 존에 필요한 스피커 출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VP-2064 (4 ch)
VP-2122 (2 ch)
VP-2241 (1 ch)
VP-2421 (1 ch)

50 채널 (50 존)

예비앰프 5 채널 (1 채널 / VX-2000SF)

파워앰프 입력모듈

VP-200VX 파워 및 예비앰프에 설치된 모듈, 유닛 55대

원전 참고: 파워 용량은 전체 시스템 사양에 기초하여 필요한 산정됩니다.

VX-2000DS 유닛 10대 유닛 2대 / VX-2000SF

VX-200PS 유닛 30대 유닛 3대 / VX-2000DS

배터리 유닛 40대 유닛 2 또는 4대 / VX-2000DS

* VX-2000 시스템 콤포넌트(VX-2000, VX-2000SF, RM-200X 및 RM-200XF) 각 포장박스 라벨에 "EN80"이 나타나있고,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이 
3.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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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칭과 기능

2.1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RM-200XF

•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은 긴급과 일반 목적의 방송용으로 특별히 디자인 되어 푸시-버튼 존선택과 마이크로폰 방송에 사용됩니다.

•  PC로 프로그래밍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개개의 기능키(2개의 LED 인디케이터가 탑재된)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RM-200XF 각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함께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 유닛 최대 10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하나에 RM-200XF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최대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CPU가 기능이상일 경우에도, CPU 스위치를 이용하여 RM-200XF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으로부터 올-존 긴급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  긴급버튼 고장과 마이크로폰(내부 마이크로폰 구성요소 포함) 및 VX-2000 매니저간의 시그널(컨트롤과 오디오 양쪽 모두) 경로 결함이 

자동 탑지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상단]                                                                                [측면]                              [바닥]

[핸드 타입 마이크로폰]

(단일 지향성)

1. 전원 인디케이터

녹색 빛을 발하여 유닛이 전원공급을 받고 구동 가능한 상태

임을 나타냅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거나 전압이 구동 가능한 레벨 아래로  

떨어질 경우 꺼집니다.

2. 고장 인디케이터

시스템 구동상태를 나타냅니다.

• Off: 정상

• 노란 빛을 발함: 시스템 고장 탐지됨.

• 노란 빛을 점멸함:  VX-2000과 RM-200XF 간의 통신 

  에러가 탐지됨.

• 녹색 빛을 발하거나 점멸함: RM-200XF CPU 고장 탐지됨.

3. 서비스 스위치

서비스 유지관리와 유닛 작동에서 패스워드 입력상태로 복귀

(패스워드가 설정될 경우에 한함)할 때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그밖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4. CPU 인디케이터 (적색)

CPU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될 때 꺼집니다.

시스템내 RM-200XF 유닛의 CPU 스위치가 OFF로 설정될 때 

적색 빛을 발합니다.

5. 기능키 2

이 키에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기능, p.7-54 참조. 

이 키는 인디케이터로서 기능하는 DIP 스위치 No. 17 설정으

로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8-5 참조. 

6.  기능키

(적색, 녹색, 또는 오렌지색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키에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기능, p.7-54 참조. 



2-5

7.  토크키

 (적색, 녹색, 또는 오렌지색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 버튼에 다른  

기능은 물론 마이크로폰 토크키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7-54, 지정 가능한 기능 참조.

8.  마이크로폰 감도조정 인디케이터

설정 스위치(No.17)가 “레벨 미터 모드: ON”으로 설정될 때, 

본 LED 는 마이크로폰 방송중에는 핸드 마이크로폰의 마이

크로폰 감도조정 인디케이터로서 기능합니다. 그외의 경우, 

본 LED는 통상의 인디케이션 역할(기능키에 지정된 기능에 

따라)을 제공합니다.

마이크로폰 감도조정에 관한 설명은 p.8-4 참조.

9.  긴급 버튼

PC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간급 활성화, 긴급 리셋 및 

긴급 메시지 리콜과 같은 기능을 이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

니다.

RM-200XF로부터의 긴급 활성화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긴급

모드를 나타내는 인디케이터로서만 기능하는 DIP 스위치 

No.17 설정으로 긴급버튼 작동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관하여 p.8-5 참조.

지정 가능한 기능에 대하여 p.7-54 참조.

10.  모니터 스피커

현재 방송을 모니터하는데 사용합니다.

11. 모니터 스피커 출력 볼륨 컨트롤 [SP]

모니터 스피커 출력 볼륨레벨을 조정합니다.

12.  마이크로폰 볼륨 컨트롤 [MIC]

핸드 마이크로폰의 입력감도를 조정합니다.

13.  마이크로폰 행거

유닛 핸드 마이크로폰을 잡는데 사용합니다.

14. CPU 스위치 [CPU ON/OFF]

이 스위치는 통상의 작동중에는 ON 위치로 설정되어 있습

니다.

참고

이 스위치를 OFF 위치로 설정하면 CPU 작동과 무관하게 현

재의 모든 긴급 및 일반목적의 방송이 차단되고, RM-200XF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으로부터 올-존 방송을 행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3-9 참조합니다.

15.  네임 라벨

이 레벨 기능키(2개의 LED 탑재)에 지정된 존 네임과 기능

을 등록합니다. PC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쇄기능을 이용하

여 포맷한 네임과 기능 라벨을 연결된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16.  RM-210 확장 커넥터 [EXTENSION]

RM-210 확장 유닛을 이 커넥터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키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17.  설정 DIP 스위치

다음 기능을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  유닛 ID No. 설정 (2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연결될 경우 필요)

• 레벨 미터 모드 ON/OFF

•  압축 ON/OFF

•  긴급 버튼 기능/기능억제

• 기능키 2 기능/기능억제

DIP 스위치 설정, p.8-2 참조.

18.  링크 커넥터 [LINK]

       (플러그-인, 나사모양의 커넥터)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마운트된 VX-200XR 리모트 마이

크로폰 입력모듈에 연결합니다. 2 또는 그 이상의 RM-200X 

및 RM-200XF 유닛을 종속 연결할 경우, 이들 링크 커넥터

를 서로에 연결합니다.

연결대상 시그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디오 모니터 라인 [MONITOR IN H/C]

현재의 방송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한 시그널 라인

•  통신라인 [RM DATA]

LONWORKS* 통신라인

•  오디오 출력 라인 [AUDIO OUT H/C]

마이크로폰으로부터의 오디오 출력

•  전원 [DC POWER IN +/–]

VX-2000 메인 시스템으로부터 전원을 공급합니다.

•  실드 [SHIELD]

와이어 실딩

* LONWORKS는 Echelon 社의 등록상표입니다.

[RM-200XF 리셋하기]

RM-200XF는 아래와 같이 조작하여 시스템 전원을 켤때의 상태

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뽀족한 물체로 서비스 스위치를 누르면서 기능키 4를 2초간  

누릅니다. 그러면 고장 인디케이터가 적색 빛을 발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서비스 스위치

결함 인디케이터

기능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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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00X

•  긴급 및 일반목적의 방송용으로 디자인되어, 존 선택과 마이크로폰 방송용으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목적용으로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PC-프로그래밍 가능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원하는 기능을 개개의 기능키(2개의 LED 인디케이터 탑재)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9대의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 유닛을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시스템 내에 최대 8대의 RM-200X 및 RM-200XF 유닛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전원 인디케이터

녹색 빛을 발하여 유닛이 전원이 공급되고 구동 가능한 상태

임을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  전원 공급이 않될 경우

•  구동 가능한 레벨 이하로 전압이 떨어질 경우

•  일반 유형으로 지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 긴급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2. 고장 인디케이터

시스템 구동상태를 나타냅니다.

•  Off: 정상

•  노란색 빛을 발함: 시스템 고장 탐지됨.

•  노란 빛을 점멸함:  VX-2000과 RM-200X 간의 통신 에러

가 탐지됨.

•  녹색 빛을 발하거나 점멸함:  RM-200X CPU 고장 탐지됨.

•  적색 빛을 발함: RM-200XF CPU 스위치 꺼짐.

3. 긴급 버튼

PC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긴급 활성화, 긴급 리셋 및 

긴급 메시지 리콜과 같은 기능을 이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

다. 지정 가능한 기능에 대하여 p.7-54 참조

4. Name labels

이 레벨 기능키(2개의 LED 탑재)에 지정된 존 네임과 기능

을 등록합니다. PC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쇄기능을 이용하여 

포맷한 네임과 기능 라벨을 연결된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

습니다.

5. 기능키 (적색, 녹색, 또는 오렌지색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키에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능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7-54, 지정 가능한 기능 참조.

6. 토크키

 (적색, 녹색, 또는 오렌지색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이 버튼에 다른  

기능은 물론 마이크로폰 토크키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p.7-54, 지정 가능한 기능 참조.

EXTENSION LINK
DC POWER IN

24V MICSP
EXTERNAL

MIC IN

REMOTE MICROPHONE
RM-200X

[상단] [측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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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이크로폰 감도조정 인디케이터

설정 DIP 스위치(No.9)가 “레벨 미터 모드: ON”으로 설정될 

때 마이크로폰 방송중 구즈넥 마이크로폰(No.8) 또는 외부 

마이크로폰(No.16)의 마이크로폰 감도조정 인디케이터로서 

본 LED가 기능합니다. 그외의 경우, LED는 통상의 인디케이

션 역할(기능키에 지정된 기능에 따라)을 제공합니다.

p.8-4, 마이크로폰 감도조정에 관한 설명을 참조합니다.

8. 구즈넥 마이크로폰

배치가 손쉬은 본 단방향 마이크로폰은 사용이 손쉽고 맑은 

사운드 출력이 가능합니다.

9.  설정 DIP 스위치

다음 기능 설정에 사용합니다.

•   유닛 ID No. 설정 (2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연결될 경우 필요)

•   레벨 미터 모드 ON/OFF

•   압축 ON/OFF

 DIP 스위치 설정, p.8-2 참조.

10.  모니터 스피커

현재 방송을 모니터하는데 사용합니다.

11.  RM-210 확장 커넥터 [EXTENSION]

RM-210 확장 유닛을 이 커넥터에 부착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키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12.  DC 전원 입력 잭 [DC POWER IN]

일반-목적용으로만 RM-200X를 사용할 경우, AC 어댑터로

부터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13.  링크 커넥터 [LINK]

이 RJ45 커넥터는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마운트된 VX-

200XR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에 연결합니다. 2 또는 

그 이상의 RM-200X 및 RM-200XF 유닛을 종속 연결할 경

우, 이들 링크 커넥터를 서로에 연결합니다.

14.  모니터 스피커 출력 볼륨 컨트롤 [SP]

바닥에 위치한 모니터 스피커(No.10) 볼륨레벨을 조정합니

다.

15.  마이크로폰 볼륨 컨트롤 [MIC]

구즈넥 마이크로폰 또는 연결한 외부 마이크로폰의 입력감

도를 조정합니다.

16.  외부 마이크로폰 입력 잭

[EXTERNAL MIC IN]

본 직경 3.5mm 미니-폰 잭은 헤드셋 또는 그밖의 외부 콘데

서 마이크로폰에 연결합니다.

참고

본 잭을 사용하고있는 동안에는 구즈넥 마이크로폰(No.8)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RM-200X 리셋하기]

RM-200X는 아래와 같이 조작하여 시스템 전원을 켤때의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2초간 기능키 4, 6 및 7을 동시에 누르면 고장 인디케이터가 적색 빛을 발합

니다.

잠시후, RM-200X는 통상의 작동상태가 됩니다.

고장 인디케이터

기능키 6

기능키 7

기능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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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리모트 마이크로폰 익스텐션 RM-210

연결된 각각의 RM-210 확장 유닛으로 10개의 기능키를 베이스 RM-200X 또는 RM-200XF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상단] [측면]

(또한 다른면에도 제공)

1. 네임 라벨

이 레벨 기능키(2개의 LED 탑재)에 지정된 존 네임과 기능을 

등록합니다. PC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쇄기능을 이용하여 포

맷한 네임과 기능 라벨을 연결된 프린터에서 인쇄할 수 있습

니다.

2. 기능키 (적색, 녹색, 또는 오렌지색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

이 키에 PC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기능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가능한 기능, p.7-54 참조.

3. 익스텐션 커넥터 [EXTENSION]

기능키 수를 좀더 늘리는데 사용합니다. 이 커넥터를 사용하여 

최대 9대의 RM-210 유닛을 RM-200X에 연결하거나 최대 10

대의 유닛을 RM-200XF에 연결할 수 있어 총 최대 105개의 기

능키를 베이스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경우 총 최대 315개의 기능키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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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매니저 VX-2000

•  VX-2000 시스템 매니저는 입력 시그널을 4개의 오디오 버스에 지정하고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는 중앙 매트릭스 섹션입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그밖의 음원 콤포넌트가 VX-2000에 마운트된 입력모듈에 연결됩니다. 사용 가능한 모듈에는 VX-200XR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 VX-200XI 오디오 입력모듈(컨트롤 입력이 있는) 및 900 시리즈 모듈(M-01F, M-01M, M-01P, M-01S, M-01T, 

M-03P, M-51F, M-51S, M-51T, M-61F, M-61S, M-61T, U-01F, U-01P, U-01R, U-01S, U-01T, U-03R, U-03S, U-61S 및 U-61T)이 있

습니다.

•  최대 2개의 EV-200 보이스 어나운스먼트 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내부 차임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16개의 외부 컨트롤 입력과 16개의 외부 컨트롤 출력이 표준 기기로 제공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전면]

[분리된 전면패널]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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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인디케이터 [POWER]

전원이 공급될 때 녹색 빛을 발합니다.

2. 고장 인디케이터 [FAULT]

시스템내 고장이 탐지될 경우 노란색 빛을 발합니다.

3.  구동 인디케이터 [RUN]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 녹색 빛을 발합니다.

4.  전면 포켓

커버를 열면 PC 연결과 썸머타임 설정이 가능합니다.

5.  RS-232C 커넥터 [RS-232C]

외부 PC를 연결합니다. 시스템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

정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거나 에러와 이벤트 로그를 읽어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커넥터를 후면 패널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커넥터 이동에 관한 설명, p.8-16 참조.

6.  일광 절약 스위치 [DAYLIGHT SAVING]

내부 시계를 썸머타임으로 설정하는데 사용합니다. 이 설정

은 VX-2000 자체에서 또는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7-62 참조.

•  썸머타임 위치

내부 시계와 타이머를 1시간 앞당깁니다.

•  PC 설정 위치

내부 타이머를 로컬 표준시간으로 리셋합니다.

7.  설정 DIP 스위치 [SETTINGS]

모든 스위치는 공장출하시 OFF 위치로 설정되어 있으며,  

통상의 사용중에도 OFF 위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필요

한 경우가 아니면 만지지 마십시오. 스위치 설정에 관하여

는 p.8-23 참조.

8.  리셋키 [리셋]

VX-2000 전원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와 동일한 상태로 유닛

을 복원합니다.

참고: 리셋키를 누르면 볼륨을 초기 레벨로복원합니다.

9.  서비스 스위치 [SF SERVICE, RM SERVICE]

서비스 유지관리에만 사용합니다. 통상의 시스템 작동중에는 

본 스위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10. 서비스 인디케이터

어떤 이유로 VX-2000 CPU가 고장이 날 경우 녹색 빛을  

발하거나 점멸합니다.

11. PC 카드 인디케이터 [ACCESS]

PC 카드가 접속되고 데이터를 읽고있는 동안 녹색 빛을  

발합니다.

12. 펌웨어 업데이트 PC 카드 슬롯 [ATA FLASH CARD]

이 슬롯에 VX-2000 펌웨어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PC 메모리 

카드가 삽입됩니다.

13. 퓨즈 홀더 [FUSE]

RM-200XF과 RM-200X용 DC 퓨즈를 보관합니다. 정격 

250V, T6.3 A 퓨즈만을 사용합니다.

14.  퓨즈 홀더 [FUSE]

VX-2000용 DC 퓨즈를 보관합니다. 정격 250V, T1.6 A 퓨즈

만을 사용합니다.

15.  컨트롤 입력 커넥터 [CTRL IN 1 – 8, 9 – 16]

이 RJ45 커넥터는 활성화 시그널을 외부기기로부터 수신하

여 외부 VX-2000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내장 포토커플러로 

절연을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관하여는 

p.8-17 참조.

16. 컨트롤 출력 커넥터 [CTRL OUT 1 – 8, 9 – 16]

이 RJ45 커넥터로 VX-2000으로 하여금 연결된 다른 외부기

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장 포토커플러로 절연을 내부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관하여는 p.8-17 참조.

17. 데이터 링크 커넥터 [DATA LINK]

이 RJ45 커넥터는 VX-2000SF 감시 프레임의 데이터 링크 커

넥터에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는 VX-2000SF의 모니터 버스

에 연결된 스피커 라인의 오디오 시그널을 혼합하고 혼합한 

시그널을 VX-2000 모니터 출력으로 전송합니다.

18.  모니터 출력 커넥터

       [MONITOR OUT]

파워앰프와 모니터 스피커

를 이 커넥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버스에 릴

레이된 오디오 시그널을 모

니터할 수 있습니다.

19.  오디오 시그널 버스 커넥터 [AUDIO LINK OUT]

RJ45 커넥터는 VX-2000SF 감시 프레임 AUDIO LINK IN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유닛내 절연 트랜스포머를 설치하여 

이 커넥터를 절연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관하여는 p.8-18 참조.

20.  CPU off 출력 [CPU OFF]

RM-200XF CPU 스위치가 OFF 위치로 설정될 때 메이크  

접점출력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3-9 참조.

21. DC 파워 입력 [DC POWER IN]

VX-2000DS 긴급 파워 써플라이 유닛 DC POWER OUT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22.  접지 터미널

23. 모듈 슬롯 1 – 8

시스템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그밖의 음원기기가 연결

되는 입력모듈을 설치하는데 사용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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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이스 어나운스먼트 보드 EV-200

• 슬롯에 삽입된 CF 카드에 녹음된 일반-목적의 또는 긴급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2개의 EV-200 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8-19 참조.

참고

2개의 EV-200 보드 사용시, 긴급방송 메시지 유형은 사용된 슬롯에 따라 정해집니다. 슬롯1은 경고메시지 전용이며, 슬롯2는 유도 

메시용으로 지정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카드 엑세스 인디케이터 [ACCESS]

CF 카드가 엑세스되고 있고 데이터를 읽어 들일 때 녹색 빛

을 발하거나 점멸합니다.

참고

CF 카드 엑세스 인디케이터가 켜져있거나 점멸중에는 카드

를 꺼내지 마십시오. 카드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될 수 있

습니다.

2. CPU 상태 인디케이터 [CPU RUN]

유닛이 올바르게 구동하고 있을 때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무언가 이상이 탐지될 경우 계속해서 빛을 발하거나 꺼집

니다.

3. CF 카드 슬롯

이 슬롯에 녹음된 CF 카드를 삽입합니다. 

4. 이젝트 버튼

이 버튼을 눌러 CF 카드를 꺼냅니다.

 5. 볼륨 컨트롤

EV-200 출력볼륨을 조정합니다.

[전면]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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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 모듈 VX-200XR

모듈 VX-200XR은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RM-200XF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과 함께 사용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시스템에 사용된 각각의 리모트 또는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용 VX-2000 입력모듈 슬롯에 이 모듈을 삽입합니다.

1. 입력 커넥터

RJ45 커넥터는 RM-200X 또는 RM-200XF 리모트 마이크로폰 링크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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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컨트롤 입력 VX-200XI가 있는 오디오 입력모듈

VX-200XI 모듈은 오디오와 컨트롤 출력 모두를 탑재한 TOA 페이징 마이크로폰(例: PM-660U) 또는 그밖의 사운드 음원기기에 연결

됩니다.

용도 지정시 VX-200XI 모듈을 VX-2000 시스템 매니저 입력모듈 슬롯에 삽입합니다.

* 0 dB = 1 V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게인 컨트롤 [GAIN]

입력감도 레벨을 조정합니다.

2. 트래블 컨트롤 [HIGH]

고주파수의 입력 시그널 레벨을 조정합니다. 공장출하시 

"F(Flat) 위치로 프리셋되어 있습니다. "C" (Cut) 위치로 

돌려 시그널의 고주파수 구성요소를 줄입니다.

3. 베이스 컨트롤 [LOW]

저주파수의 입력 시그널 레벨을 조정합니다. 공장출하시 

"F(Flat) 위치로 프리셋되어 있습니다. "C" (Cut) 위치로 

돌려 시그널의 저주파수 구성요소를 줄입니다.

4. 입력 커넥터

RJ45 커넥터는 오디오와 컨트롤 시그널 와이어링에 연결됩

니다.

연결대상 시그널 와이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컨트롤 입력 (+)

2:  컨트롤 입력 (-)

3:  NC

4:  Audio in (C)

5:  Audio in (H)

6:  NC

7:  NC

8:  NC

컨트롤 입력 터미널에는 내장 포토커플러가 있어 내부적으로 

절연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대하여는 p. 8-22 참조.

5. 설정 DIP 스위치

입력감도(MIC: –70 dB* 또는 LINE: –20 dB*)와 팬텀파워 ON/

OFF를 설정합니다. 설정에 관하여는 p.8-21 참조.

[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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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시 프레임 VX-2000SF

•  VX-2000SF 감시 프레임은 오디오 시그널을 4개의 오디오 버스에서 개개의 존으로 지정하는 VX-2000의 주요 매트릭스 섹션입니다. 최대 

8대의 유닛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출력모듈과 컨트롤 모듈 최대 10개의 유닛을 VX-2000SF마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 유형의 모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VX-200SP 파일럿 톤 탐지모듈,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 VX-200SI 컨트롤 입력모듈 및 VX-200SO 컨트롤 출력모듈.

•  출력모듈은 고장탐지 기능이 특징이며, VX-2000 유닛과 스피커 라인 사이에 발생하는 고장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  VX-2000SF 마다 1개의 예비앰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앰프가 고장이날 경우, 출력은 예비앰프로 자동 전환됩니다.

•  PC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워앰프에 출력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VX-2000 시스템 콤포넌트(VX-2000, VX-2000SF, RM-200X 및 RM-200XF) 각 포장 박스 라벨에 “EN80”이 표시되어 있고, 설정 소프

트웨어 버전이 3.0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전면]

[분리된 전면패널]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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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인디케이터 [POWER]

전원이 공급될 때 녹색 빛을 발합니다.

2.  고장 인디케이터 [FAULT]

시스템내 고장이 탐지될 경우 노란색 빛을 발합니다.

3.  구동 인디케이터 [RUN]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 녹색 빛을 발합니다.

4.  서비스 인디케이터

어떤 이유로 VX-2000SF CPU가 고장이 날 경우 녹색 빛을 

발하거나 점멸합니다.

5.  서비스 스위치 [SERVICE]

서비스 유지관리용으로만 사용합니다.

이 스위치는 통상의 시스템 작동중에는 만지지 마십시오.

6.  초기 설정 인디케이터

VX-200SZ의 초기 설정중 계속해서 녹색 빛을 발합니다.

VX-200SZ 초기설정에 관하여는 p.10-10 참조.

7.  초기 설정 스위치 [INITIAL]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 초기설정을 행합니다.

8.  리셋키 [리셋]

VX-2000 전원이 꺼지고 다시 켜질 때와 동일한 상태로 유닛

을 복원합니다.

9.  설정 DIP 스위치 [SETTINGS]

유닛 ID No.와 터미네이터 ON/OFF를 설정합니다.

스위치 설정에 관하여는 p.8-24 참조.

10.  펌웨어 업데이트 PC 카드슬롯 [ATA FLASH CARD]

VX-2000SF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데 사용된 PC 메모리 

카드가 이 슬롯에 삽입됩니다.

11.  PC 카드 인디케이터 [ACCESS]

PC 카드가 엑세스되고 데이터를 읽고있는 동안 녹색 빛을 

발합니다.

 

12. 오디오 시그널 버스 입력 커넥터 [AUDIO LINK IN]

이 RJ45 커넥터는 VX-2000 시스템 매니저 AUDIO LINK 

OUT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13. 오디오 시그널 버스 출력 커넥터 [AUDIO LINK OUT]

RJ45 커넥터는 가외의 VX-2000SF 감시 프레임 AUDIO 

LINK IN 커넥터에 연결되며, 유닛에 절연 트랜스포머를 설

치하여 절연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관하여는 p. 8-27 참조.

14. 예비앰프 링크 커넥터 [STANDBY PA LINK]

RJ45 커넥터는 예비앰프 입력에 연결됩니다.

15.  DS-SF 링크 커넥터 [DS-SF LINK 1, 2]

RJ45 커넥터는 VX-2000DS 긴급전원 DS-SF 링크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배터리 충전상태, AC/DC 전원상태 및 충전회

로 또는 배터리 고장과 같은 데이터는 이 커넥터를 통하여 

2000DS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16.  데이터 링크 커넥터 [DATA LINK]

RJ45 커넥터는 VX-2000 또는 가외의 VX-2000SF 감시 프레

임 DATA LINK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17.  접지 터미널

18.  DC 전원입력 [DC POWER IN]

VX-2000DS 긴급전원 유닛 DC POWER OUT 터미널에 연

결됩니다.

19.  모듈슬롯 (1 – 10)

VX-200SP 파일럿 톤 탐지모듈,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

듈, VX-200SI 컨트롤 입력모듈 및 VX-200SO 컨트롤 출력모

듈 총 10대의 유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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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파일럿 톤 탐지모듈 VX-200SP

스피커 라인 쇼트 써킷, 파일럿 시그널 존재 모니터링에 의한 오픈써킷 및 접지결함을 탐지하기 위해 VX-2000SF 감시프레임에 이 

모듈을 설치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전면]                                         [측면]

1. 파워앰프 링크 커넥터 [PA LINK]

RJ45 커넥터는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의 PA LINK 

커넥터에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의 양쪽 LED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VX-200SP 플러그 -인 스크루우 커넥터

연결대상 시그널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라인 모니터 입력 [LINE MONITOR]

연결한 스피커 라인을 모니터합니다.

스피커 라인 끝에서 배선하여 연결합니다.

•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ATT CTRL]

3- 또는 4-선 시스템 어테뉴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테뉴에이터 연결에 관하여 p.9-5 참조

•  스피커 출력 [SP OUT]

스피커에 연결됩니다.

•  파워앰프 입력 [PA IN]

파워 앰프 스피커 출력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3. 예비 앰프 버스 커넥터 [STANDBY PA BUS]

VX-2000SF 유닛의 출력 모두에 연결되어 파워앰프가 고장

이 날 경우 예비앰프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9-7, 예

비앰프 연결 참조.

4. VX-200SE 마운팅 커넥터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를 마운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2-17

2.10. 임피던스 탐지모듈 VX-200SZ

스피커 라인 쇼트 써킷, 임피던스 측정값 비교에 의한 오픈써킷 및 접지결함을 탐지하기 위해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이 모듈을 

설치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파워 앰프 링크 커넥터 [PA LINK]

RJ45 커넥터는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 PA 링크 커넥

터에 연결됩니다.

이 커넥터의 양쪽 LED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구동 인디케이터 [RUN]

시스템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 경우 녹색 빛을 점멸 

합니다.

3. 설정 인디케이터 [SET] 

초기 설정 상태를 나타냅니다.

• Off: 초기설정이 되어있지 않음 

 (공장출하시 설정됨)

•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초기설정 진행중임

• 녹색 빛을 발합니다: 초기설정 완료됨

4. VX-200SZ 플러그-인 스크루우 커넥터

연결대상 시그널 라인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외부 어테뉴테이터 컨트롤 [ATT CTRL]

4-선 시스템 어테뉴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에 

관하여는 p.9-5 참조.

어테뉴에이터 바이패스 방법을 릴레이에서 포토커플러 방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관하여는 p.8-29 참조.

•  스피커 출력 [SP OUT]

스피커로 연결됩니다.

•  파워앰프 입력 [PA IN]

파워앰프 스피커 출력에 연결됩니다.

5. 예비 앰프 버스 커넥터 [STANDBY PA BUS]

단 하나의 VX-2000SF 유닛 출력 모두에 연결되어 파워앰프

가 고장날 경우 예비앰프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9-7 예비앰프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6. VX-200SE 마운팅 커넥터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를 마운트 하는데 사용합니다.

 [전면]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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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이퀄라이즈 카드 VX-200SE

VX-200SE 이퀄라이저는 VX-200SP 파일럿 톤 탐지모듈 또는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 써킷 보드에 마운트되는 9-밴드 1-채널  

이퀄라이저입니다.

이퀄라이저 설정은 PC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행합니다. 설정에 관하여는 p.7-37, “8.3. 이퀄라이저 설정” 참조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 모니터 커넥터

이 커넥터를 VX-200SP 또는 VX-200SZ 써킷보드 VX-200SE 마운팅 커넥터에 끼웁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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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컨트롤 입력모듈 VX-200SI

사용중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이 모듈을 설치합니다.

VX-200SI는 연결된 외부기기로부터 접점 시그널을 수신하고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컨트롤 입력모듈 수를 늘리면, 시스템 매니저 16개 컨트롤 입력을 포함하여 최대 128개의 컨트롤 입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컨트롤 입력 커넥터 [CTRL IN 1 – 4, 5 – 8, 9 – 12, 13 – 16]

본 RJ45 커넥터는 컨트롤 시그널을 출력하는 기기 컴포넌트에 연결됩니다.

CTRL 1 – 4 입력은 내부적으로 변경하여 절연할 수 있습니다.

변경에 관하여는 p.8-32 참조.

또한 CTRL 1 – 16 입력의 로직(메이크 또는 브레이크)은 내부 스위치의 위치를 변경하

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위치 선택에 관하여는 p.8-31 참조.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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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컨트롤 출력모듈 VX-200SO

이 모듈은 사용중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설치합니다.

무전압 ‘메이크’ 접점은 내부적인 이벤트에 따라 외부기기로 출력 가능합니다.

컨트롤 출력모듈 수를 늘리면, 시스템 매니저의 16개의 출력을 포함하여 최대 128개의 컨트롤 출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컨트롤 출력 커넥터 [CTRL OUT 1 – 4, 5 – 8, 9 – 12, 13 – 16]

본 RJ45 커넥터는 메이크 접점 시그널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기기 콤포넌트에 연결됩

니다.

 [전면] 



2-21

2.14. 파워앰프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VX-2000 시스템내 파워앰프 4가지 상이한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W x 4채널, 120W x 2채널, 240 W x1채널 및 420W x 1채널 

버전. 사용된 각채널에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을 마운트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전면] 

 [후면] 

1. 채널 파워 인디케이터 [POWER]

입력모듈이 마운트된 채널 램프에 한하여 전원이 공급될 때 

빛을 발합니다.

• Off: VP-200VX가 설치되지 않음

• 녹색 빛을 발함: 사용중인 상태

• 적색 빛을 발함:  예비상태 또는 DC 퓨즈 끊어짐

2. 과열 인디케이터 [OVERHEAT]

파워앰프의 내부가 과열되면, 이 인디케이터가 노란색 빛을 

발하고 파워앰프의 작동은 멈춥니다.

3. 접지 터미널

4. DC 파워입력 [DC POWER IN]

VX-2000DS 긴급전원 DC POWER OUT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5. 출력 터미널 [PA OUT (SP LINE)]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마운트된 VX-200SP 또는 VX-

200SZ 모듈 파워앰프 입력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스피커 라인 출력전압은 내부 수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수정절차에 관하여는 p.8-34 참조.

6. 모듈 슬롯

이 슬롯에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을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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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파워앰프 입력모듈 VP-200VX

사용중인 파워앰프 입력모듈 슬롯에 이 모듈을 삽입합니다.

제2장: 제품설명
2. 명칭과 기능

1. 입력 커넥터 [PA LINK]

이 RJ45 커넥터는 VX-200SP 또는 VX-200SZ 모듈 파워앰프 출력에 연결

됩니다.

이 모듈이 예비앰프에 마운트될 때, VX-2000SF의 STANDBY PA LINK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출력 오디오 시그널은 파워앰프에 전송되고 파워 

앰프 오디오 모니터 시그널은 모듈로 돌아 갑니다.

또한 파워앰프 과열상태와 끊어진 DC 퓨즈에 관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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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작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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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 모드

1.1. 드라이브 모드

전원이 켜질 때 시스템은 “통상” 또는  “이코노미” 모드에서 작동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드라이브 모드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통상상 모드

에비 앰프를 제외한 모든 앰프가 활성화 상태에 있는 통상의 드라이브 모드. 

시스템 고장은 매 100초이내에 한번씩 자동 모니터됩니다.

•  이코노미 모드

사용하지않은 앰프는 예비앰프 모드에 놓이고 방송에 사용될 경우에 한하여 활성화 상태로 전환됩니다.
시스템 고장은 24시간마다 한번씩 자동 모니터됩니다.

[앰프 상태와 표시에 관하여]

활성화 상태: 통상적인 작동상태. 채널 LED는 녹색 빛을 발합니다.

예비 상태:   모든 앰프 컨트롤 섹션이 동작 가능한 상태이지만 전력소모를 줄일 수있도록 출력 시그널을 실제 증폭하는 섹션으로는 

아무런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예비모드의 채널은 해당 적색 채널 LED로 나타냅니다.

1.2. 시스템 작동 모드

시스템의 작동모드는 전원고장이 있거나 긴급모드가 활성화될 때 변화하며, 이에 따라서 미사용 앰프 상태가 변화되고 간격이 모니터

링됩니다.

참고

•  긴급모드가 리셋되고 나서 시스템은 가장 최근의 작동모드로 자동 복원됩니다.

•  시스템이 일반방송이 작동되지 않는 모드로 시작되면 일반방송은 자동으로 멈춥니다.

[시스템 작동 모드]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1. 작동모드

시스템 작동 모드 전원 상태 미사용 앰프 모니터링 간격 일반방송

통상 AC 활성화 상태 100초 이내 작동됨

이코노미 AC 예비 상태 24시간 이내 작동됨

AC 고장 배터리 예비 상태 Interval set by PC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간격 작동됨

긴급 AC 또는 배터리 활성화 상태 100초 이내 작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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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니터 기능

VX-2000 시스템의 경우 작동중 전체 시스템이 모니터됩니다.

•  만일 고장이 탐지되면, 이를 연결된 RM-200X, RM-200XF, VX-2000 및 VX-2000SF 모든 유닛의 고장 LED가 빛을 발하여 나타냅니다.

참고

일반 유형으로 설정된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고장이 나면, 이 사항은 운영(작동?)로그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RM-200X, RM-

200XF, VX-2000 및 VX-2000SF의 고장 LED는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  보다 상세한 고장위치는 PC가 지정한 고장 소스를 포함하고있는 고장출력 패턴을 작성하고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그러한 패턴을 

지정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방식으로 설정된 RM-200X 고장 또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컨트롤 출력을 고장출력패

턴과 연동할 수 있습니다.

 고장출력패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4-5, 고장이 탐지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에 관하여는 p.5-34 그리고 PC 소프트웨어 설

정에 대하여는 p.7-51 참조.

2.1. 지속적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간격은 작동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통상 및 긴급 모드에서 매 100초 이내에 한번 모니터 되고 이코노미 모드의 경

우 24시간마다 한번의 모니터링이 실행됩니다. AC 고장 모드에서의 모니터링 간격은 PC를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모니터 대상 항목]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2. 모니터 기능

*고장 탐지모듈이 VX-200SZ이고 외부 어테뉴에이터

가 스피커 라인에 사용될 경우, 스피커 라인은 설정

한 간격에서 모니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3-4 참조.

*충전전압은 PC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간격에서 체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p.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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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격설정이 필요한 모니터링

•  배터리 모니터링

예비 배터리의 정확한 전압 타임체크 간격을 설정합니다. 모니터링은 일일(시간), 주간(날짜와 시간) 또는 월간(날짜와 시간) 간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설정절차에 대하여는 p.7-29 참조.

•  AC 고장 모드에서의 모니터링

AC 고장모드의 경우, 시스템은 배터리로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 전력소모를 최소화하려면 방송에 사용되지 않은 모든 

앰프는 드라이브 모드 설정과 무관하게 예비모드에 놓이게 되고 채널 전원 LED는 적색 빛을 발하게 됩니다.

각 앰프는 모니터를 받고있는 동안만은 활성화 모드로 전환됩니다(채널 전원 LED는 녹색 빛을 발합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스템은 

배터리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AC 고장모드에서의 모니터링 간격은 통상모드에서의 “100초 이내” 동안이 아니라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1-24시간마다, 1시간 단위” 또는 “1-60분마다, 1분단위” 동안 설정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간격 설정에 관하여는 p.7-29 참조.

참고

AC 고장모드의 경우, 일반방송은 실행 할 수 없습니다.

•  임피던스 모니터링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은 임피던스를 비교하여 스피커 라인 고장을 탐지할 목적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피커 라인을 통하여 

외부 어테뉴에이터가 사용될 경우, 정확한 모니터링 간격 또는 정확한 고장탐지를 위해 바이패스되어야 합니다.

방송중 어테뉴에이터가 바이패스되면 사운드 볼륨이 갑자기 증가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간격을 통상 모니터링 모드에서와 같이 “100

초 이내”가 아니라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1-24시간마다, 1시간 단위” 또는 “1-60분마다, 1분단위” 동안 설정해야 합니다. 모니터

링 간격 설정에 대하여는 p.7-14 참조.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에 관한 세부 작동에 대하여는 p.3-7 참조.

참고

• 시스템내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VX-200SZ 유닛은 동일한 타이머 간격으로 모니터됩니다.

•  상기 설정된 타임 간격은 AC 고장모드에서는 효력이 없게 되고 모니터링은 “AC 고장모드에서의 모니터링” 설명에서 상기 설정된 타임 

간격으로 실행됩니다.

•  방송중 어테뉴에이터가 바이패스되면 사운드 볼륨이 갑자기 증가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방송하지 않는 시간에 실행할 것을 권장합

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2. 모니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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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앰프 스탠바이 기능

VX-2000SF 마다 하나의 예비앰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앰프 고장이 탐지될 경우, 해당 앰프는 예비앰프로 자동 전환됩니다.

•  예비앰프는 사용중이 아닌 경우 스탠바이 모드에 있기 때문에, CH LED는 적색 빛을 발하며, 사용중에는 녹색 빛을 발합니다.

•  고장에 대하여는, 작동 모드에 따라 그밖의 다른 기기와 마찬가지로 예비앰프 또한 모니터됩니다. 모니터 중 CH LED는 녹색 빛을 

발합니다.

참고

•  시스템은 고장난 앰프가 통상 상황으로 복구될 때까지 고장 인디케이션을 계속 디스플레이 합니다. 리셋 절차에 대하여는 본 설명서 p.5-

36 참조.

•  VX-2000SF 마다 단 하나의 예비앰프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앰프가 고장이 날 경우, 예비앰프로 전환됩니다. 만일 그밖의 다른 앰

프가 고장이날 경우, 해당 존으로의 방송은 행할 수 없습니다.

•  RM-200XF CPU 스위치를 끄고 올-존 방송을 행할 경우(p.3-9 참조), 예비앰프 방송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앰프고장으로 인하여 

현재 예비앰프로 전환된 존으로의 방송은 행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3. 앰프 스탠바이 기능

例

앰프2의 고장이 탐지될 경우, 앰프는 자동으로 예비앰프로 전환됩

니다.

이 경우, 예비앰프 CH LED는 고정적인 적색빛에서 고정적인 녹색

빛으로 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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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피커 라인고장 탐지방법

참고

이 곳에서 기술되는 고장 탐지기능은 스피커 100-볼트 라인에서 실행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70- 또는 50-볼트 라인을 사용하는 방

법의 경우, TOA 판매업자와 상의하십시오.

4.1 임피던스 탐지방법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은 임피던스를 비교하여 스피커 라인 고장을 탐지합니다. 임피던스 탐지의 경우 40Hz 파일럿 시그널은 시

그널 라인에 겹쳐집니다. VX-200SZ는 [SP OUT] 터미널 앞 임피던스를 체크하고 초기 설정한 임피던스와 비교하여 스피커 라인 고장을 

탐지합니다. VX-200SZ 모듈의 초기 임피던스 값은 설치시 또는 정기적인 서비스 유지관리 중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초기화 방법은 p.10-10 참조.

[VX-200SZ 고장 탐지]

4.2. 파일럿 톤 탐지방법

VX-200SP 파일럿 톤 탐지모듈은 파일럿 톤을 사용하여 스피커 라인 고장을 탐지합니다. 20kHz 고장 탐지 파일럿 시그널은 시그널 라

인에 겹쳐집니다. 스피커 라인 고장을 탐지하려면, VX-200SP가 스피커 라인 끝에서 LINE MONITOR 터미널로의 시그널 리턴을 체크

합니다.

[VX-200SP 고장탐지]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4. 스피커 라인고장 탐지방법



3-7

5.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 작동

VX-200SZ과 VX-200SP 양쪽 모두는 외부 어테뉴에이터로 바이패스되게 하는 컨트롤 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스템 작동상태에 

따라,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은 “유효함” (N2 - C 터미널 닫힘) 또는 “바이패스됨” (N1 - C 터미널 닫힘) 모드로 작동됩니다.

5.1 작동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은 방송이 행해지고 있는지 또는 방송모드에 따라 “유효함” 위치 또는 “바이패스됨” 위치로 전환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의 페이징 또는 EV 메시지 방송이 행해질 경우,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은 “유효함” 위치로 전환되어 볼륨 

최대의 상태로(어테뉴에이터 바이패스됨) 방송이 진행됩니다.

참고

•  BGM은 PC 소프트웨어로 지정된 입력소스를 “BGM처럼 사용됨”으로 부릅니 다.

•  CPU가 꺼져있는 동안 어테뉴에이터 컨트롤은 “바이패스” 위치(N1 - C 터미널 닫힘)로 설정됩니다.

•  외부 어테뉴에이터 연결에 관하여는 p.9-5 참조.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5.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 작동

방송 방송 모드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

ON

BGM 방송 유효함 (N2 - C 터미널 닫힘)

페이징 방송

EV 방송

긴급방송

바이패스됨 (N1 - C 터미널 닫힘)

OFF 바이패스됨 (N1 - C 터미널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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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니터링중 작동

[VX-200SZ]

VX-200SZ는 임피던스를 비교하여 스피커 라인을 모니터하기 때문에, 외부 어테뉴에이터가 사용될 때 라인이 바이패스되어 시스템을 

모니터하게 됩니다.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VX-200SZ에 연결시, PC 소프트웨어에서 “외부 어테뉴에티터 사용”으로 설정한 다음 모니터

링 타임 간격을 설정합니다.

모니터링 타임 간격과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 작동은 작동모드와 외부 어테뉴에이터 사용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

*1 PC 설정 : 임피던스 모니터링 간격 설정

*2 PC 설정 :  AC 고장 모드에서의  모니터 간격

참고

외부 어테뉴에이터가 사용될 경우, BGM 방송중이라도 설정한 모니터링 타임 간격으로 바이패스됩니다.

[VX-200SP]

VX-200SP는 파일럿 톤으로 체킹하여 스피커 라인을 모니터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중 외부 어테뉴에이터는 바이패스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은 모니터링중 동작하지 않습니다.

VX-200SP는 작동 모드에 해당하는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실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3 PC 설정 :  AC 고장 모드에서의  모니터 간격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5.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터미널 작동

작동 모드 외부 어테뉴에이터 모니터링 간격 모니터링중 컨트롤 터미널 작동

통상 또는 긴급
사용안함 100초 이내 동작 안함

사용함 PC 설정*1에 따라 설정됨 외부 어테뉴에이터 바이패스

이코노미
사용안함 24시간 동작 안함

사용함 PC 설정*1에 따라 설정됨 외부 어테뉴에이터 바이패스

AC 고장
사용안함 PC 설정*2에 따라 설정됨 동작 안함

사용함 PC 설정*2에 따라 설정됨 외부 어테뉴에이터 바이패스

작동 모드 모니터링 간격 모니터링중 컨트롤 터미널 작동

통상 또는 긴급 100초 이내

동작 안함이코노미 24시간

AC 고장 PC 설정*3에 따라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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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PU 스위치

VX-2000 시스템은 시스템 CPU가 고장이 나더라도 올-존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고장 안전-기능(fail safe-기능)이 특징입니다. 만일 고

장으로 CPU가 시스템 성능을 제어할 수 없을 경우, 올-존 안내방송은 RM-200XF의 CPU 스위치를 OFF 위치로 설정하여 RM-200XF 리

모트 마이크로폰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RM-200XF의 CPU 스위치를 OFF 위치로 설정하면 CPU 인디케이터가 적

색 빛을 발합니다.

CPU 스위치가 OFF 위치에 있는 한 VX-2000 시스템 매니저의 CPU로 제

어하지 못합니다. (VX-2000 CPU가 작동중일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CPU 스위치가 OFF로 설정될 경우의 각 시스템 콤포넌트 작동

CPU OFF 기능과 모듈 슬롯

CPU off 기능은 모듈 슬롯 2, 4, 6 그리고 8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U off 기능을 제공하는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RM-

200XF에 연결된 입력모듈에 이 슬롯을 사용합니다. CPU off 기능은 모듈 슬롯 1, 3, 5 그리고 7에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밖의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모든 슬롯에 입력모듈을 연결 가능합니다.

참고

•  RM-200XF CPU 스위치를 끄고 올-존 방송을 행할 때, 예비앰프 방송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는 앰프 고장으로 현재 예비앰프로 전환된 

존으로는 방송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CPU 스위치 ON/OFF 데이터는 시스템 운영로그에 기록됩니다. (이는 VX-2000 CPU가 작동중일 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6. CPU 스위치

[RM-200XF]

•  시스템내 RM-200XF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CPU 인디케이터가 

적색 빛을 발하고 전원 인디케이터를 제외한 그밖의 다른 모든 

인디케이터는 꺼집니다. 이 경우, 시스템내 설치된 가외의 RM-

210 확장 유닛의 인디케이터 또한 꺼집니다.

•  최소 하나의 CPU 스위치가 꺼질 경우, 그밖의 다른 CPU 스위치 

설정과 상관없이 안내방송은 시스템내 모든 RM-200XF 유닛에

서 모든 존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2 또는 그 이상의 RM-

200XF 유닛에서 동시 방송이 행해질 경우, 이들 모두는 혼합됩

니다. CPU 스위치를 OFF로 설정한 상태에서, PC 소프트웨어 

설정과 상관없이 RM-200XF 토크키로 PTT(press-to-talk) 작동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RM-200X]

고장 인디케이터가 적색 빛을 발하고, 전원 인디케이터를 포함

하여 그밖의 다른 모든 인디케이터는 꺼집니다. 

추가한 모든 RM-210 확장유닛의 인디케이터 또한 꺼집니다.

[VX-2000]

후면 패널의 CPU OFF 터미널이 닫힙니다.

참고

VX-2000 CPU OFF 터미널은 RM-200XF CPU 스위치가 OFF로 

설정될 때 닫힘은 물론 VX-2000 시스템 매니저 CPU로 아무런 

제어도 행할 수 없을 경우에도 닫힙니다.

[VX-200SZ and VX-200SP]

외부 어테뉴에티터 컨트롤 터미널 N1과 C가 쇼트됩니다.

외부 어테뉴에이터가 이 터미널에 연결될 때, 바이패스됩니다.

[VX-200SO]

모든 컨트롤 출력 터미널이 오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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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7. 시스템 전원 스위치 끄기

7. 시스템 전원 스위치 끄기

설정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기기의 케이스를 오픈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스템 전원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VX-200PS에서 VX-2000DS에 이르는 DC 전원이 중단될 경우, VX-2000DS는 시스템 전원을 배터리로 자동 전환합니다. VX-2000DS로 

하여금 VX-2000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과 결합하여 작동되게 하는 VX-2000DS 설정 스위치를 사용하여 배터리로 전환하지 않고 

시스템 전원 스위치를 끌 수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과 시스템 전원(DC) 스위치 끄는 방법에 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설명서 p. 12-20 참조. 

참고

Stopping the AC power supply to the VX-2000DS automatically switches the power supply over to the battery. Take care not 

to stop the AC power supply to the VX-2000DS.

[전체 전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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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송 우선권

방송 우선권은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다음 우선순위로 분류됩니다:

1. 긴급 RM: 긴급 유형으로 지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 방송합니다.

2. 긴급 EV:  EV 메시지 유형의 긴급으로 설정된 EV 메시지(리셋, 유도 및 경고 메시지)

3. 일반: 일반 유형으로 지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의 방송, 일반-목적의 EV 메시지 방송 및 BGM으로 설정되지 않은 

 음원에서의 방송

4. BGM: BGM으로 설정된 음원에서의 방송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우선권을 설정합니다. 설정절차에 관하여는 p.7-30 참조.

[설정 예]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8. 방송 우선권

* FIFO: 선입선출의 우선순위

* LIFO: 후입선출의 우선순위

우선권

높음

낮음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된 우선권 순위

카테고리내 설정 동일 카테고리내 우선권
동일한 우선순위의 경우 
FIFO/LIFO* 

긴급 RM 우선권 높음

우선권 낮음

•  나란히 보이는 방송은 동일
한 우선순위의 방송입니다.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FIFO 또는 LIF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EV 메시지 유형에 따라 정해
집니다.
   "리셋"
    "유도"
    "경고"
높음에서 낮음의 순서로

•  메시지 유형이 동일한 경우 
우선순위 동일함.

•  동일 순위의 경우 항상 
LIFO 임.

일반 우선권 높음

우선권 낮음

•  나란히 보이는 방송은 동일
한 우선순위의 방송입니다.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FIFO 또는 LIFO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GM 카테고리내 우선순위 없음.
우선순위 모두 동일함.

• 항상 LIFO 임.

RM-1 (긴급) RM-2 (긴급)

BGM 1 BGM 2

리셋 1 리셋 2

유도 1 유도 2

경고 1 경고 2

RM 3 (일반) 일반 EV1

RM 4 (일반) 일반 EV2

PM-660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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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높고 낮은 우선권을 갖은 기기 양쪽 모두에서의 방송 중복

BGM이 존1, 2 그리고 3으로 방송되고 있는 동안, RM-1이 존3로 방송하는 경우, 존3의 BGM 출력이 차단되지만 RM-1이 BGM에 대하

여 우선권을 갖기 때문에 RM-1 방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8. 방송 우선권



3-13

8.2. FIFO/LIFO 우선권

2 또는 그 이상의 소스가 우선순위에서 동일한 경우 FIFO (선입선출) 또는 LIFO(후입선출)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긴급 RM과 일반 카

테고리 모두에서도 가능합니다. 

FIFO:  첫번째로 작동한 소스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동일 우선순위의 나머지 다른 소스들은 첫번째로 작동한 소스가 방송을 종료할 때

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LIFO:  최근 마지막으로 작동된 소스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하나의 소스가 방송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기기의 소스가 방송할 경우 현재 

방송은 차단되고 후자의 소스 방송이 진행됩니다.

[동일 존으로의 FIFO 방송]

RM-3이 존1과 2로 방송하고 있는 동안, 동일한 우선순위의 일반 EV1이 존 2와 3으로 방송하는 경우 일반 EV1은 존3으로 방송을 진행

할 수 있지만 RM3 방송이 끝날 때까지 존2로 방송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존으로의 LIFO 방송]

RM3이 존1과 2로 방송하고 있는 동안, 동일한 우선순위의 일반 EV1이 존2와 3으로 방송할 경우 존2로의 RM3 방송은 차단되며 일반 

EV1이 존2와 3 모두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8. 방송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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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데이지 체인으로 연결한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의 방송

하나의 VX-200XR에 리모트 마이크로폰들이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될 경우, 이들 마이크로폰 가운데 하나의 리모트 마이크로폰만

이 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지 체인방식으로 연결된 리모트 마이크로폰 가운데 FIFO 또는 LIFO의 우선권 설정이 적용되듯이 가장 

높은 우선권을 기초로 방송 가능한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정해집니다.

[RM-4 보다 높은 우선권을 갖는 RM-3에서의 방송 또는 동일한 우선순위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양쪽 모두에서의 FIFO 방송]

RM-3가 존1과 2로 방송하고 있는 동안, RM-4가 존2와 3으로 방송하려 하는 경우 어느 존으로도 방송할 수 없습니다. RM-4는 RM-3

가 방송을 끝낼 때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Tip

긴급 유형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최대 4대를 하나의 VX-200XR에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결 시스템의 경우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갖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방송을 행할 경우, 낮은 우선권을 갖는 나머지 다른 마이

크로폰들은 방송이 불가능합니다.

개개의 유닛으로 긴급 모드에 있는 다른 존들로 방송할 경우 긴급 유형의 모든 유닛을 VX-200XR에 1대1로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 유형으로 지정된 RM-200X 유닛의 경우, RM-200X가 긴급모드에서는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긴급유형의 유닛에 데이지 체인 방식

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높은 우선권을 갖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 방송하고 있는 동안은 나머지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들은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8. 방송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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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긴급 유형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VX-200XR 각각에 1대1로 연결될 경우, 해당 존으로 단독 방송할 수 있습니다.

[RM-3 보다 높은 우선권을 갖는 RM-4에서의 방송 또는 동일한 우선순위의 RM-3와 RM-4 양쪽 모두에서의 LIFO 방송]

RM-3가 존1과 2로 방송하고 있는 동안 RM-4는 존2와 3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존1의 현재의 방송은 종료되고, RM-4에서의 방송이 

RM-3 방송을 대신하여 존2에 행해집니다.

제3장: 시스템 작동 개요
8. 방송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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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 개요

VX-2000 시스템은 3가지 유형의 활성화 항목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컨트롤 입력 터미널 및 내부 타

이머.

VX-2000 시스템은 이들 3가지 유형의 활성화 항목에 다양한 기능을 지정하여 방송을 행하거나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방송 입/출

력과 시그널 라우팅에 사전 프로그래밍되는 패턴을 본 활성화 항목에 만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 이외에도 그밖의 다른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은 시스템의 전용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행하며, 작성한 

설정 데이터를 VX-2000에 다운로드하여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VX-2000 시스템 활성화 항목]

•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방송 및 컨트롤 패턴 리콜외에도 오디오 모니터, 방송존 선택 및 마이크로폰 안내방송과 같은 기능들을 이 키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고장 인디케이션 기능을 지정하면 탐지한 고장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부저와 기능키 LED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

습니다.

•  컨트롤 입력 (VX-2000 또는 VX-200SI)

방송 및 컨트롤 패턴 리콜은 물론 모니터 존 선택도 이 입력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장 데이터가 외부 소스로부터 수신될 때 RM, VX 

및 SF 고장 LED 빛을 발하는 기능 또는 내부 타이머 설정값 정정과 같은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내부 타이머

방송 및 컨트롤 패턴은 사전 설정 시간에 리콜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및 컨트롤 패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4-3, “패턴 작성하기” 참조. 활성화 항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p.4-6, “활성화 항목” 참조.

제4장: 기능
1. 작동 개요



4-3

2. 패턴

VX-2000 시스템의 경우, 전용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방송설정 및 작동 제어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들 패턴은 활성화 항목(리모트 마

이크로폰 기능키, 컨트롤 입력 및 내부 타이머)에 지정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또는 컨트롤 입력 작동을 사용하거나 내부 타

이머를 이용한 활성화를 사용하여 방송을 행할 수 있고 지정한 패턴을 리콜하여 컨트롤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패턴을 만들고 활성화 항목에 지정합니다.

2.1. 긴급방송패턴

긴급방송패턴에는 긴급EV메시지와 해당 방송존을 포함합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긴급방송패턴을 만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p.7-39 참조.

참고

2 또는 그 이상의 패턴을 동시에 리콜할 경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Dual-origin EV 방송]

•  지정된 EV 메시지가 동일한 경우, 메시지는 동시 리콜한 패턴 각각으로 설정된 모든 존으로 방송됩니다.

•  지정한 EV 메시지가 다르고 리콜 패턴 출력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우선권이 지정된 메시지가 중복된 모든 존으로 방송됩니다.

예:  패턴 A에는 존 1 -5 로 줄력된 유도 메시지(가장 높은 우선권)를 포함하고, 패턴 B는 존 3 - 7로 출력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두 패턴이 동시 리콜될 경우, 패턴 A는 존 1 - 5로 방송되지만,  패턴 B는 존 6과 7로만 방송됩니다.

[Single-origin EV 방송]

방송은 동시 리콜된 존 각각으로 설정된 모든 존으로 행해집니다.

제4장: 기능
2. 패턴

긴급방송유형 특징

Dual-origin EV 메시지 방송
(EV-200 유닛 2대 사용)

•  EV-200 유닛 2대를 사용하여 상이한 2개의 긴급 EV 메시지를 개개의 존으로 방송할 수 있
습니다.

•  경고 EV 메시지 패턴 최대 50개와 유도 EV 메시지 패턴 5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패턴과 연동하여 활성화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ingle-origin EV 메시지 방송

•  긴급 EV 메시지와 해당 방송존은 사전 설정 시간간격에서 단계1에서 단계2로 전환하여 변
경할 수 있습니다.

•  패턴 최대 5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패턴과 연동하여 활성화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EV 유닛 없음.
•  긴급방송패턴을 만들 수 없습니다.
•  긴급 활성화와 연동하여 활성화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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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컨트롤/일반-목적의 방송 패턴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만듭니다. 자세한 사항은 p.7-45 참조.

참고

차단 및 EV 방송패턴은 동시에 리콜 가능하며, 동시 리콜할 경우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작동됩니다:

[차단방송]

•  지정한 입력소스가 동일한 경우, 방송은 리콜한 모든 패턴으로 설정된 모든 출력존으로 행해집니다.

•  지정한 입력 소스가 다르고 리콜 패턴 출력존이 중복될 경우, 높은 우선권이 지정된 입력소스가 중복된 모든 존으로 방송되고 나머지 다른 

리콜 소스는 중복된 존 가운데 속하지 않은 해당 출력존으로 방송됩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3.0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V 방송]

•  지정한 EV 메시지가 동일한 경우, 메시지는 모든 리콜 패턴에 설정된 모든 존으로 방송됩니다.

•  지정한 EV 메시지가 다르고 리콜 패턴 출력존이 중복될 경우, 높은 우선권이 지정된 EV 메시지가 모든 중복된 존으로 방송되고 나머지 다

른 리콜 메시지는 중복존 가운데 속하지 않는 해당 출력존으로 방송됩니다.

제4장: 기능
2. 패턴

패턴 유형 특징

컨트롤출력패턴

•  컨트롤 시그널을 외부기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출력은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컨트롤 입력의 
활성화에 의해 쇼트됩니다. 또한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설정된 시간동안 쇼트상태가 가능합니다.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컨트롤 출력이 설정됩니다.
•  최대 50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차단방송패턴

•  우선권에서 BGM보다 높은 방송이 가능합니다. 차단 방송은 컨트롤 입력의 활성화에 의하여 행할 수 있
습니다. 또한 내부 타이머에 의해 설정된 시간동안 방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BGM 소스 포함 입력소스와 해당 출력존이 설정됩니다.
•  최대 50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패턴과 연동하여 활성회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V 방송패턴

•  VX-2000에 마운트된 EV-200에서 EV 메시지 방송이 가능합니다. 컨트롤 입력의 활성화에 의하여 EV 메
시지가 리콜되고 방송됩니다. 또한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정해진 설정시간에 방송 가능합니다.

•  일반-목적의 EV 메시지와 해당 출력존을 포함합니다.
•  최대 20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패턴과 연동하여 활성회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출력은 EV 

메시지 방송이 지속되는 동안 쇼트됩니다.

기본패턴

•  BGM 방송이 가능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또는 컨트롤입력 작동에 의하여 BGM 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정해진 설정시간에 방송 가능합니다.

•  BGM 소스와 해당 출력존을 포함합니다.
•  최대 20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  패턴과 연동하여 활성회되는 하나 또는 그이상의 컨트롤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패턴

•  입력감도 또는 출력존 볼륨 제어가 가능합니다. 볼륨은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컨트롤 입력의 활성화에 
의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타이머에 의해 설정된 시간동안 변경된 상태로 남아있게 할 수 있
습니다.

•  입력:  이 패턴에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제외한 개개의 입력소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출력:  이 패턴의 경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출력존이 설정됩니다.
•  입력과 출력 모두에 전체 패턴 최대 156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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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장 출력 패턴

탐지될 경우 고장 위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고장출력패턴이 사용됩니다. 기기, 앰프, 스피커 및 전원 시스템에 대하여 패턴 최대 315개를 

만들 수 있고 패턴마다 몇 개의 고장 소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장소스 테이블]

[고장을 나타내는 방법]

고장출력패턴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지정하면 패턴내 포함된 고장이 일어날 경우 고장 LED가 빛을 발하고 내장 부저가 울립

니다.

하나의 컨트롤 출력을 고장출력패턴에 설정할 수 있고 패턴내 포함된 고장이 일어날 경우 컨트롤 출력이 켜집니다. 이 컨트롤 출력을 사

용하면 외부 고장 인디케이션에 빛을 발하는 램프처럼 비쥬얼 인디케이션이 가능합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고장출력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p.7-51 참조.

고장이 탐지될 경우 작동과 인디케이션에 관한 세부사항은 p.5-34 참조.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3.0 또는 그 이상을 설치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 파워앰프 스피커 전원 CIN 결함*2 

• 리모트 마이크로폰

• EV-200

• VX-2000

• VX-2000SF

외부결함 CIN*1

• 파워앰프

• 스탠바이 파워앰프

스피커 라인

• 오픈 써킷

• 숏 써킷

• 접지 결함

• VX-2000DS • VX-200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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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화 항목

VX-2000에는 활성화 항목이 있습니다. 이들 황목에는 리모트 마이크로폰(RM-200X와 RM-200XF) 기능키, 컨트롤 입력 및 내부 타이

머가 있습니다.

VX-2000 시스템은 방송과 컨트롤 패턴을 활성화 항목에 지정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패턴리콜이외의 기능 또한 설정할 수 있으며,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원하는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 각 활성화 항목의 패턴과 기능을 이곳에 설명합니다.

3.1.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을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LED 인디케이션은 항목에 따라 변경됩니다.

[기능키에 지정 가능한 항목 표]

*1 “긴급”용과 RM-200XF용으로 지정된 RM-200X 유닛에 지정됩니다.

*2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3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3.0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항목 기능
좌측 LED는 컨텐츠를 

나타냅니다.
우측 LED는 컨텐츠를 

나타냅니다.

응
급
상
황

긴급 활성화 긴급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긴급방송패턴을 리콜하여 방송할 수 있습니다.

긴급모드: 버튼 또는 LED가 빛을 발합니다.
일반목적의 모드: 버튼 또는  LED가 꺼집니다.

긴급 경고 EV*1 경고 EV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EV 사용 가능합니다. EV 사용중

긴급 유도 EV*1 유도 EV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EV 사용 가능합니다. EV 사용중

긴급 리셋 EV*1 일반-목적의 방송모드를 복원합니다.
또한 리셋 EV 메시지를 지정하여 방송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안함 사용안함

무음*3 EV 메시지가 중단됩니다. 무음 사용안함

기본 패턴 변경 기본 패턴을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사용안함 기본패턴 사용중

기본 패턴 종료 BGM 방송을 중단시킵니다. 사용안함 기본패턴 사용하고있지 않음.

컨트롤 출력 연동 컨트롤 출력 연동패턴을  리콜합니다. 사용안함 진행중임.

오디오 모니터링 존을 선택하여 리모트 마이크로폰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모니터합니다.

사용안함 모니터링 진행중임.

볼륨 올림 작동 지정한 패턴 볼륨레벨를 변경합니다.
볼륨레벨이 키를 누를 때마다 3 dB 씩 증가됩니다.

사용안함 볼륨이 증가됩니다.

볼륨 내림 작동 지정한 패턴 볼륨레벨를 변경합니다.
볼륨레벨이 키를 누를 때마다 3 dB 씩 감소됩니다.

사용안함 볼륨이 감소됩니다.

고장출력수신 지정한 고장출력패턴의 고장이 탐지될 경우 부저가 울립
니다. 키를 눌러 부저를 중지하고 고장 탐지 인디케이터
를 점멸에서 켜짐-고정 상태로 변경합니다.

고장 탐지됨. 사용안함

고장출력리셋 고장탐지 인디케이션을 리셋합니다. 사용안함 사용안함

존선택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존 모니터링중. 사전 선택 진행중임.

올-존 선택 모든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사용안함 사전 선택 진행중임.

지우기 존 사전 선택을 취소합니다. 사용안함 사용안함

토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작동합니다.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이크로폰 사용중임.

일반-목적의 EV 메시지 일반-목적의 EV 메시지를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EV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EV 사용중임.

차임 내장 차임을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차임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hime in use.

램프 테스트*2 램프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모든 인디케이터가 차례로 빛을 발합니다.

부저 멈춤*2 긴급방송시 부저 사운드를 중단시킵니다. 사용안함 사용안함

패스워드 잠김*2 패스워드 입력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리모트 마이
크로폰을 놓습니다.

사용안함 점멸중: 패스워드 입력 대기.
켜짐: 정확한 패스워드 입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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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긴급

[긴급 활성화]

•  긴급/일반-목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이 마이크로폰 사용시, 긴급모드가 작동되고, 긴급패턴이 지정될 경우, 긴급방송패턴에 설정된 EV 메시지가 사전-선택된 존으로 방

송됩니다.

•  일반-목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 긴급모드만이 작동 가능합니다.

[긴급 EV 메시지 (경고 및 유도 메시지)]

EV 메시지가 사전-선택한 존으로 방송됩니다.

[긴급 리셋]

일반-목적의 방송모드가 복원됩니다. 리셋 EV 메시지가 지정된 경우, 메시지는 사전-선택한 존으로 방송됩니다.

시스템 상태 EV 작동 LED
방송가능:  

방송 불가능: 

사전-선택 존을 다른 기기가 사용하고 있지 않음 OFF

다른 기기로부터 사전-선
택 존으로 방송이 행해짐.

다른 기기 방송 우선권 낮음 녹색 빛 점멸

다른 기기 방송 우선권 높음 전체존 오렌지 빛 점멸

일부 존 녹색 빛 점멸 (나머지 존으로 방송할 수 있
습니다.)

현재 방송중인 동일한 EV
내 메시지

우선권 높은 메시지 방송중 오렌지 빛 점멸

우선권 낮은 메시지 방송중 녹색 빛 점멸



4-8

3.1.2. 기본패턴 변경

키에 지정된 기본패턴이 방송에 리콜됩니다.

3.1.3. 기본패턴 종료

BGM 방송이 중단됩니다.

3.1.4. 컨트롤 출력 연동

키를 누르는 동안 지정한 컨트롤 패턴이 리콜되고 컨트롤 출력 터미널이 닫힙니다.

3.1.5. 오디오 모니터링

모니터링에 개개의 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키를 누르면 설정한 존의 현재 방송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모니터 스피커를 이용하여 

10초동안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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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볼륨 올림 작동

패턴 설정에 설정된 볼륨 레벨을 올립니다. 볼륨은 키를 누를 때마다 3dB 씩 증가됩니다.

3.1.7. 볼륨 내림 작동

패턴설정에 설정된 볼륨래벨을 내립니다. 볼륨은 키를 누를 때마다 3dB 씩 감소됩니다.

3.1.8. 고장출력수신

감시 펙터로 만들어진 패턴에 해당하는 고장이 일어날 경우, 고장인디케이터는 부저와 함께 점멸합니다. 고장을 확인하고 점검한 후 해

당 키를 누르면 부저는 멈추고 고장 인디케이터는 점멸에서 계속 켜진상태로 변화됩니다.

3.1.9. 고장출력리셋

고장상태를 지우고 리셋하여 고장 인디케이션 모드에서 나갑니다. (고장 인디케이션이 꺼지고 부저도 멈춥니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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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존 선택

개개의 방송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3.1.11. 올-존 선택

방송을 위해 전체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3.1.12. 지우기

사전 선택한 것을 취소합니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시스템 상태 존 모니터 LED

긴급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마이크로폰 사용중 녹색 빛을 발합니다.

그밖의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방송 없음 OFF

방송행
해짐

그밖의 다른 마이크로폰 사용중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경고 EV 메시지가 현재 방송되고 있습니다. 적색 빛을 점멸합니다.

유도 EV 메시지가 현재 방송되고 있습니다. 적색 빛을 발합니다.

일반-목적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마이크로폰 사용중 녹색 빛을 발합니다.

그밖의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방송없음 또는 BGM 방송중 OFF

방송행해짐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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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 토크

토크키를 눌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합니다.

•  PTT 및 Lock 모드는 토크키를 사용하여 마이크로폰을 ON 하거나 OFF 합니다.

•  마이크로폰 On 및 OFF 상태에서 4가지 차임음(4음 올림, 4음 내림, 2음 및 1음)을 각각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 상태 LED

• 마이크로폰 사용하고있지 않음:  OFF

• 차임 진행중: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 마이크로폰 사용하고 있음:  녹색 빛을 발합니다.

마이크로폰 작동 LED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모드 작동

PTT 마이크로폰이 켜지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송이 행해집니다.

LOCK •  키를 한번 터치하여 마이크로폰을 키고 방송을 행합니다. 또 한번 키를 터치하여 마이크로폰을 끕니다.
•  사용자가 마이크로폰을 끄는 일을 잊을 경우 1분 단위로 마이크로폰이 1 - 20분 계속 켜져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태
마이크로폰 작

동 LED
방송가능:  

방송 불가능: 

그밖의 다른 기기가 사전-선택존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OFF

그밖의 다른 기
기에서 사전-선
택존으로 방송
이 행해짐.

동일한 라인에 기
기가 연결되어 있
지 않음

우선권이 낮은 그밖의 다른 기기 방송
녹색 빛을 점멸
합니다.

우선권이 높은 그밖의 다
른 기기 방송

전체 존
오렌지 빛을 점
멸합니다.

일부 존 
녹색 빛을 점멸
합니다.

   (남은 존으로 방송 가능
   합니다.)

동일한 라인에 그밖
의 다른 마이크로폰
이 연결됨

우선권이 높은 그밖의 다른 마이크로폰
오렌지 빛을 점
멸합니다.

우선권이 낮은 그밖의 다른 마이크로폰
녹색 빛을 점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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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일반-목적의 EV 메시지

일반-목적의 방송 EV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3.1.15. 차임

내장 차임을 방송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시스템 상태 EV 작동 LED
방송가능:  

방송 불가능: 

그밖의 다른 기기가 사전-선택존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OFF

그밖의 다른 기기에서 사
전-선택존으로 방송이 행
해짐.

우선권이 낮은 그밖의 다른 기기 방송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우선권이 높은 그밖의 다른 
기기 방송

전체 존 오렌지 빛을 점멸합니다.

일부 존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남은 존으로 방송 가능
  합니다.)

동일한  EV 메시지 현재 
방송중 

우선권 높음. 오렌지 빛을 점멸합니다.

우선권 낮음.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시스템 상태 차임 작동 LED
방송가능:  

방송 불가능: 

그밖의 다른 기기가 사전-선택존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OFF

그밖의 다른 기기에서 사
전-선택존으로 방송이 행
해짐.

우선권이 낮은 그밖의 다른 기기 방송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우선권이 높은 그밖의 다른 
기기 방송

전체 존 오렌지 빛을 점멸합니다.

일부 존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남은 존으로 방송 가능
   합니다.)

그밖의 다른 내장 차임 
현재 방송중

우선권 높음. 오렌지 빛을 점멸합니다.

우선권 낮음.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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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컨트롤 입력

방송 또는 컨트롤 패턴은 외부 컨트롤 시그널을 이용하여 리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입력 터미널을 이용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컨트롤 입력에 지정할 수 있는 기능 테이블]

*1 해당 컨트롤 입력이 ON으로 설정되는 시스템 전원이 켜질 때 활성화됩니다.

*1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  VX-2000은 16개의 컨트롤 입력 터미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컨트롤 입력수는 VX-200SI 컨트롤 입력모듈을 VX-2000SF에 추가하여 늘릴 

수 있습니다. 컨트롤 입력수는 VX-200SI 마다 16개의 터미널을 시스템 마다 총 터미널 최대 128개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VX-2000 컨트롤 입력 및 VX-200SI 모두 포토커플러를 채용하고 있어, 변경을 통하여 절연시킬 수 있습니다. 변경절차에 대하여는 p.8-17 

(vx-2000) 또는 p.8-32 (VX-200SI) 참조.

•  VX-200SI 컨트롤 입력은 “메이크” 시그널로 활성화되도록 공장출하시 사전설정됩니다. 이 설정은 써킷 보드의 DIP 스위치를 이용하여 “브

레이크” 시그널 활성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환 절차의 경우, p.8-31 참조.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활성화 항목 기능

긴급 활성화*1 
긴급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방송을 위해 지정한 긴급방송패턴을 리콜합니다.

무음*2 EV 메시지가 중단됩니다.

긴급 리셋 방송을 위해 지정한 차단방송패턴을 리콜합니다. (리셋 EV  메시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차단방송패턴*1 방송을 위해 지정한 차단방송패턴을 리콜합니다.

EV 메시지 방송패턴*1 방송을 위해 지정한 EV 메시지 방송패턴을 리콜합니다.

기본패턴변경*1 방송을 위해 지정한 기본패턴을 리콜합니다.

기본패턴종료 BGM 방송을 중단합니다.

컨트롤 출력 연동*1 컨트롤 출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컨트롤 출력 연동패턴을 리콜합니다.

오디오 모니터링*1 VX-2000 모니터 출력에서 모니터하기 위해 원하는 존을 선택합니다.

볼륨올림 작동*1

지정된 볼륨레벨을 3, 6, 9, 12, 15, 18 또는 21 dB의 관련단계로 변경합니다.
볼륨내림 작동*1

고장출력수신*1 고장탐지 인디케이션을 리셋합니다.

시각조정*1

VX-2000 내부 타이머 설정을 가장 가까운 30초로 수정합니다.
[例]
컨트롤 시그널이 00:05:45에서 수신될 경우, 타임은 00:06:00으로 조정됩니다.
컨트롤 시그널이 00:05:15에서 수신될 경우, 타임은 00:05:00으로 조정됩니다.

고장디스플레이입력*1 그밖의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고장 데이터가 수신될 경우, RM-200XF, RM-200X, VX-2000 및 VX-
2000SF의 고장 인디케이터가 빛을 발합니다. 이 경우는 하나의 로그로 기록됩니다.

외부결함 CIN*2 외부기기의 고장 데이터를 고장출력패턴으로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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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내부 타이머

VX-2000에는 내부 타이머가 있어 기본 패턴을 변경할 수 있고 EV 메시지 방송을 사전설정한 시간에 행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

를 사용하여 타이머를 설정합니다. 타이머 설정에 대하여는 p.7-58 참조.

3.3.1. 일일 프로그램 작성하기 

•  일일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매일(24시간) 1분 단위로 최대 32개의 이벤트를 각 프로그램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

대 10일간의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벤트에는 리콜한 방송/컨트롤 패턴 또는 사전설정한 시간이나 지속되는 동안 동시에 활성화되는 설정기능이 있습니다. 다음 표에서 타

이머에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이벤트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이머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이벤트]

[일일 프로그램 설정 예]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이벤트 기능

차단방송 설정한 시작과 종료시간 사이의 지속되는 시간 동안 지정한 차단방송패턴을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EV 메시지 방송 설정한 시간에 지정한 EV 방송패턴을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기본 패턴 변경 설정한 시간에 지정한 기본패턴을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기본 패턴 종료 설정한 시간에 BGM 재생을 중단합니다.

컨트롤 출력 연동 설정한 시작과 종료시간 사이의 지속되는 시간 동안 지정한 컨트롤 출력 패턴을 출력합니다.

볼륨 올림 작동 설정한 시작과 종료시간 사이의 지속되는 시간 동안 지정한 패턴 레벨 위로 방송볼륨을 증가시킵니다. 
볼륨은 3, 6, 9, 12, 15, 18 또는 21 dB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볼륨 내림 작동 설정한 시작과 종료시간 사이의 지속되는 시간 동안 지정한 패턴 레벨 아래로 방송볼륨을 감소시킵니
다. 볼륨은 3, 6, 9, 12, 15, 18 또는 21 dB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벤트 번호

이벤트에 지정된 패턴명이벤트이벤트 시작/종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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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타이머 관리

아래에서 볼 수 있는 2개의 프로그램을 관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간 프로그램

작성한 일일 프로그램을 각 요일에 지정하여 주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통상의 관리절차로 주간 프로그램을 매주 반복합니다. 

(이는 통상의 관리방법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설정 예]

•  휴일 프로그램

설정한 기간동안 동일한 일일 프로그램이 매일 작동됩니다. 2 또는 그 이상의 휴일 프로그램(최대 40개 패턴)을 격일 프로그램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휴일 프로그램 설정 예]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작성한 일일 프로그램을 각 요일에 지정

합니다.

일일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 사용합니다.

시작과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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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썸머 타임 설정

썸머타임은 VX-2000 전면패널의 일광 절약 스위치 또는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

우, 지정한 기간동안 자동으로 켜지도록 썸머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썸머타임 모드로 전환될 경우, 내부 타이머는 1시간 

앞당깁니다.

•  VX-2000 일광 절약 스위치를 사용하여 썸머타임 설정하기

일광 절약 스위치는 VX-2000 전면 패널포켓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  PC 소프트웨어 설정을 이용하여 썸머타임 설정하기

PC 소프트웨어 화면을 불러오고 매뉴얼 썸머타임설정 체크박스를 클릭한 다음 써머타임 기간을 설정합니다. 

(설정절차는 p.7-62 참조.)

설정한 썸머타임 기간동안, 내부 타이머는 VX-2000 일광 절약 스위치 설정과 상관없이 1시간 앞당깁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타이머 설정화면]

참고

•  PC 소프트웨어로 설정한 써머타임 기간이 끝난 후, 시스템은 표준시간으로 자동 복귀됩니다. 그러나, VX-2000 일광절약 스위치는 썸머타

임 위치로 설정되면, 내부타이머는 1시간 앞당깁니다.

•  PC 소프트웨어의 써머타임 설정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동일한 기간이 매년 반복됩니다. 시작/종료 일시를 변경하려면, 

설정한 소프트웨어 데이터를 수정하는 동시에 업로드하십시오.

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1단계. VX-2000 전면 포켓패널을 제거합니다.

2단계.  십자 드라이버로 내부 나사를 풀고 스위치 커버를 이동하여 스위치

를 썸머타임 위치로 설정합니다.

3단계.  나사를 조여 설정한 위치를 고정하고 전면 포켓패널을 제위치시킵

니다.

썸머타임 위치:  내부 타이머는 PC 소프트웨어 설정과 상관없이 1시간 앞당깁니다.

PC 설정 위치: 내부 타이머는 PC 소프트웨어로 설정되고 프로그래밍할 경우 썸머타임 기간중에는 1시간 앞당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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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능
3. 활성화 항목

3.4. 활성화 항목 기능 테이블

 : 설정 가능        – : 설정 불가능         : 사용할 수 없음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드 기능
Remote Microphone

컨트롤 입력 내부 타이머
긴급 유형 일반 유형

긴급 긴급 활성화 –
무음* –
긴급 리셋 –
EV 경고 – –
EV 유도 – –
컨트롤 출력

오디오 모니터링 –
존 선택 – –
올-존 선택 – –
지우기 – –
토크 – –
타임 조정 – –
고장출력수신 –
고장출력리셋 –
램프 테스트* – –
부저 멈춤* – –
패스워드 잠김* – –
외부 결함 CIN* – –

일반 기본패턴 변경

기본패턴 종료

컨트롤 출력

오디오 모니터링 –
볼륨 올림

볼륨 내림

존 선택 – –
올-존 선택 – –

지우기 – –
토크 – –
일반 EV – –
차임 – –
차단 방송 –
일반 EV 방송패턴 –
타임 조정 – –
고장출력수신 –
고장출력리셋 –
고장 디스플레이 입력 – –
램프 테스트* – –
부저 멈춤* – –
패스워드 잠김* – –
외부 결함 CIN* – –



제 5 장 

작동



5-2

1. 패스워드 이용하여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하기

패스워드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 전원을 넣기만 하면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장에 기술된 작동

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패스워드 설정에 관하여는 p.7-23 참조.

일단 패스워드(번호 1 - 5로 구성된 4자리 숫자)를 설정하면,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패스워드 입력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는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로 입력합니다. 패스워드가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기능키 좌측에 자체 LED를 갖고있어 오렌지 빛

을 점멸하여 패스워드 입력을 기다립니다.

1.1. 패스워드 입력하기

기능키는 다음과 같이 번호 1 - 5에 해당합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패스워드 입력하기]

패스워드 잠김* 키를 누릅니다. 이 키 옆에 위치한 우측 LED(패스워드 잠김 LED)가 녹색 빛을 점멸합니다. 상기 번호에 해당하는 키를 

눌러 4-자리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패스워드가 정확하면, 패스워드 잠김 LED는 녹색 고정 빛으로 변화되고 리모트 마이크로

폰을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입력된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을 경우 패스워드 잠김 LED는 녹색 빛 점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

우 패스워드 잠김키를 다시 누른 후 올바른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 이 기능은 기능키애 지정해야 합니다. (p.7-54 참조)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하가 설치될 경우 패스워드 입력하기]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를 눌러 4-자리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패스워드의 첫번째에서 세번쩨 번호를 입력하면 최대 3자리의 입

력한 패스워드 번호가 올바른지 아닌지 상관없이 기능키 2 -4의 우측 LED 각각이 차례로 녹색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4번째) 번호를 입

력하여 패스워드가 올바르면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않을 경우, 유닛은 패스워드 입력상태로 되

돌아 갑니다.

Tip: 만일 패스워드를 잊은 경우 시스템 설정 파일에 패스워드를 다시 설정하고 파일을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1.2. 리모트 마이크로폰 패스워드 입력상태로 가져오기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이 가동된 상황에서 키 조작없이 설정한 시간제한 시간이 경과하면,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자동으로 패스워드 

입력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버립니다. 또한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가능한 상태에서 패스워드 잠금키를 눌려 패스워드 입

력 상태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하가 설치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리셋하여 패스워드 입력상태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리셋 방법에 대하여는 RM-200XF는 

p.2.5, RM-200X는 p.2-7 참조.

Tip: 유닛을 위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면 존 방송을 위해 사전 선택한 모든 것들이 취소됩니다. 

제5장: 작동
1. 패스워드 이용하여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하기

[RM-200XF] [RM-200X]



5-3

2. 긴급 방송

긴급방송은 넓게 2가지로 나뉨니다: 긴급 EV 메시지(경고와 유도 메시지) 방송과 긴급 리모트 마이크로폰(RM-200XF와 RM-200X) 방송

•  긴급 EV 메시지 방송에는 VX-2000에 설치된 EV-200 유닛에 따라 dual-origin EV 방송과 single-origin EV 방송이 있습니다.

•  긴급 EV 메시지와 해당 방송존으로 구성되는 긴급방송패턴을 설정하고 설정한 패턴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또는 컨트롤 입력에 지

정합니다. 긴급 활성화 버튼 또는 화재알람시스템의 컨트롤 시그널을 통하여 긴급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지정한 긴급방송패턴이 리콜되

어 방송에 사용됩니다.

•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긴급방송패턴을 설정(p.7-39 참조)하고 이를 칸트롤 입력 또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지정(p.7-52 참조)

합니다.

2.1. Dual-Origin EV 메시지 방송

백화점 시스템을 예로 설명해 봅니다.

[내부 배선]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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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구성도]

•  본 시스템 사용의 주요요소는 동시 방송입니다.

•  BGM 사운드가 CD 플레이어로부터 방송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참고: 차임 유닛과 내부 타이머는 VX-2000에 사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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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例의 경우, 긴급방송을 위해 VX-2000에 2대의 EV-200 유닛이 설치됩니다. 2대의 EV 유닛을 사용하여 상이한 메시지를 개개의 

존으로 동시 방송할 수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는 EV-1에 녹음되고 유도 메시지는 EV-2에 녹음됩니다.

[경고와 유도 메시지 예]

경고 메시지: 화재알람 시스템이 작동되었습니다. 현재 화재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니, 대기하여 주십시오.

유도 메시지: 화재가 났습니다. 즉시 대피하여 주십시오.

[패턴 설정]

2대의 EV-200 유닛을 사용할 경우 경고와 유도 메시지 각각에 최대 50개의 긴급방송패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패턴은 리

모트 마이크로폰 긴급버튼 또는 컨트롤 입력에 지정됩니다. 긴급모드를 작동하거나 화재알람 시그널을 수신하여 지정한 패턴을 리콜

하고 해당 메시지를 설정한 존으로 방솧합니다.

긴급방송 패턴이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고 가정합니다:

•  방송존과 방송 지속시간은 연결된 화재알람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컨트롤 입력에 따릅니다. (패턴 1 - 10)

•  유도 메시지 방송 작동 버튼은 모든 존에 구성됩니다. (패턴 11)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긴급방송패턴 설정 내용

1 경고 메시지가 GF로 방송됩니다.

2 경고 메시지가 1F로 방송됩니다.

3 경고 메시지가 2F로 방송됩니다.

4 경고 메시지가 3F로 방송됩니다.

5 경고 메시지가 에스컬레이터와 스텝에리어로 방송됩니다.

6 유도 메시지가 GF로 방송됩니다.

7 유도 메시지가 1F로 방송됩니다.

8 유도 메시지가 2F로 방송됩니다.

9 유도 메시지가 3F로 방송됩니다.

10 유도 메시지가 에스컬레이터와 스텝에리어로 방송됩니다.

11 유도 메시지가 모든 존으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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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일반-목적의 방송 모드의 경우, BGM이 빌딩 

 전역으로 방송됩니다.

2단계. 2F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센서가 감지하고 연결된 화재경보시스템이 컨

트롤 시그널을 VX-2000 컨트롤 입력으로 전송

합니다. 

 긴급모드가 작동되고 BGM 재생이 차단됩니다. 

긴급방송패턴 3이 리콜되고 경고 메시지(EV-1)

가 2F 사람들에게 경고 방송을 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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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긴급 모드가 작동되고 나서 화재경보시스템은 

컨트롤 입력으로 컨트롤 시그널을 자동 전송하

여, 방송존과 메시지를 변경합니다. 경고 메시지

(EV-1)가 GF와 1F로 방송되어 탐지된 화재에 대

한 경고 방송이 행해지면서 긴급방송패턴 1, 2, 

8, 9 및 10이 리콜되고 유도 메시지(EV-2)가 2F, 

3F, 에스컬레이터 및 스탶 에리어로 방송됩니다.

4단계. 화재가 꺼지지 않아 화재버튼을 눌러 즉각적인 

유도를 위해 모든 존을 호출하는 결정이 내려집

니다.

 버튼을 누르면 컨트롤 시그널이 VX-2000으로 

전송되어 긴급방송패턴 11이 리콜되고 유도 메

시지(EV-2)가 모든 존으로 방송됩니다.

5단계. 화재가 통제하에 들어 오면, 화재경보시스템은 

리셋 컨트롤 시그널을 컨트롤 입력으로 자동 전

송합니다.

 긴급방송모드는 종료되고 일반-목적의 방송이 

재개되어 본래의 BGM 출력이 복원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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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Single-Origin EV 메시지 방송 (순차 작동)

호텔 시스템을 예로서 설명합니다.

[내부 배선도]

다음 그림에는 스피커의  배열과 배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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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구성도]

아래에서 시스템의 블록 구성도를 볼 수있습니다.

참고:  게스트룸1과 2는 각 게스트룸에 고장안전시스템(fail safe system)으로서 마련된 인터리브 스피커 시스템의 듀얼 스피커 라인을 

나타냅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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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VX-2000에 EV-200이 마운트된 상태에서의 순차적 작동을 例로 설명합니다.

Single-origin EV 방송으로, 설정한 타임 간격이 경과되면 단계1과 단계2 간의 순차 작동이 전환되어 EV 메시지와 해당 방송존이 변경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순차 작동]

순차 작동은 단계1과 단계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퀀스 단계1은 긴급 시스템 활성화에 따라 동작합니다. 설정한 타임간격이 경과되면 방송은 단계2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계1과 2 방송메시지와 시퀀스 전환 타임간격으로 구성되는 시퀀스 하나만을 시스템마다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고 가정합니다:

    단계1: 경고메시지가 5분 동안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단계2: 유도 메시지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패턴 설정]

EV-200 유닛 1대를 사용할 경우 단계1과 단계2 방송존 각각에 긴급방송패턴 최대 50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패턴은 리모

트 마이크로폰의 긴급버튼이나 컨트롤 입력에 지정됩니다. 긴급모드를 작동하거나 화재경보 시그널 수신하여 지정한 패턴을 리콜하고 

해당 메시지를 설정한 존으로 방송합니다.

긴급방송패턴이 다음처럼 설정된다고 가정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긴급방송패턴 방송존 설정

1
단계 1: GF
단계 2: 전체 존

2
단계 1: 1F
단계 2: 전체 존

3
단계 1: 2F
단계 2: 전체 존

4
단계 1: 3F
단계 2: 전체 존

1단계.  시스템이 일반-목적의 방송 모드에 있을 경우 배경음

악(BGM)이 GF와 F1으로 방송됩니다.

2단계.  2F에 설치된 센서가 이상을 탐지하고 화재시스템이 컨

트롤 시그널을 컨트롤 입력으로 전송합니다. 긴급모드

가 활성화되고 BGM은 중단됩니다. 긴급방송패턴 3이 

리콜되고 경고 메시지가 2F로 재생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5-11

3단계.  이어서, 1F와 3F에 설치된 센서가 이상을 탐지

하고 화재경보시스템이 컨트롤 시그널을 컨트롤 

입력으로 전송합니다. 긴급방송패턴 3은 물론 2

와 4가 리콜되고 방송존이 추가되고 경고 메시

지가 1F와 3F로도 방송됩니다.

4단계.  설정한 5분 타임간격이 경과된 후, 메시지는 단

계1에서 단계2로 자동 전환됩니다. 방송존은 “전

체존”으로 변경되고 유도 메시지가 전역으로 방

송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리셋키를 누르거

나 연결된 화재경보시스템이 리셋 시그널을 전

송할 때까지 유도 안내방송은 계속됩니다.

5단계.  화재경보시스템이 리셋 컨트롤 시그널을 컨트롤 

입력으로 정송합니다.

 긴급모드가 종료되고 방송이 일반-목적의 방송

모드로 되돌아 가고 BGM 출력이 복원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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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긴급모드 활성화와 리셋

긴급모드는 연결된 화재경보시스템으로부터 작동 및 복원될 수 없으며 긴급작동을 위해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도 작동 

및 복원될 수 없습니다.

참고

일반-목적의 용도로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긴급모드 작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목적의 방송모드가 복원될 때까지

는 마이크로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GF에 설치된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RM-200XF 설정을 例로 긴급 모드 활성화에서 취소에 이르는 흐름을 설명합니다.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RM-200XF의 내용 설정하기]

기능키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키 설정 기능

긴급 활성화

긴급모드를 활성화하고 긴급패턴을 
리콜합니다.
[패턴 설정 내용]
단계1:  경고 EV 메시지;
           전체 존; 5분
단계2:  유도 EV 메시지;
           전체 존; 계속

유도 EV 유도 EV 메시지를 리콜하고 방송합니다.

긴급 리셋
(EV 메시지 리셋)

방송은 리셋 EV 메시지 안내방송이 종료된 후 
긴급에서 통상(일반-목적의) 방송모드로 복원
됩니다.

올-존 콜 전체 존을 선택합니다.

Press-to-Talk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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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키 설정 기능

GF 존 선택
존 선택

[일반-목적의 방송모드]
•  좌측 LED를 사용하여 존을 모니터합니다.

· OFF: 존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BGM 
            방송중임.
· 녹색 빛: 리모트 마이크로폰 사용중
· 녹색 빛 점멸:  
             그밖의 다른 연결 기기(리모트  

마이크로폰, EV 유닛, 차임, 등)  
사용중

•  존 사전 선택중 우측 LED가 녹색 빛을 발합
니다.

[긴급방송모드]
•  좌측 LED가 EV 메시지 유형을 가리킵니다.

· OFF: 방송 출력 없음
· 녹색 빛: 마이크로폰 안내방송
· 적색 빛: 유도 메시지 방송
· 적색 빛 점멸: 경고 메시지 방송
· 녹색 빛 점멸:  그 밖의 다른 마이크로폰 

사용중
•  존 사전 선택중 우측 LED가 녹색 빛을 발합

니다.

1F 존 선택

2F 존 선택

3F 존 선택

경고 메시지

긴급 EV  메시지 콜

긴급 리셋 메시지

지우기 존선택을 취소합니다.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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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모드 활성화에서 리셋까지

다음은 긴급모드 활성화에서 리셋까지의 시스템 작동 단계를 설명합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1단계.  긴급방송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긴급 활성화 버튼  을 누릅니다.

 •  긴급모드가 활성화되고 긴급 활성화 버튼이 적색 빛을 발합니다.

               •  사전 구성한 긴급시퀀스 시스템이 리콜되고 경고 EV 메시지가 전체존

으로 방송됩니다.

               •  경고 메시지가 전체 존으로 방송되도록 설정되어 있어, 선택 LED가  

녹색 빛을 발합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유도 EV 키 를 눌러 유도 EV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2-1. 전체존으로 EV 메시지 방송중입니다. 

 긴급모드가 활성화될 경우, 전체존이 자동으로 사전선택됩니다. 유도 EV 

메시지가 전체존으로 방송될 것이고 EV 방송 LED가 녹색 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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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Tips

•  긴급 시퀀스 기능은 어떤 동작도 없을 경우 5분 후 현재 메시지에서 유도 EV 메시지로 자동 전환됩니다.

•  유도 EV 메시지를 위하여 방송존을 추가하려면, 존 선택키로 원하는 존을 선택하고 유도 EV 키를 누릅니다.

•  유도 EV 메시지 방송을 중단하려면, 선택한 모든 존을 취소하고 유도 EV 키를 누릅니다.

2-2. 선택한 존으로 EV 메시지 방송중입니다.

 긴급모드 상태일 경우 전체존이 사전 선택되기 때문에 올-존 콜 키 를 눌

러 전체존 사전선택을 취소합니다. 존선택은 리셋되고 선택 LED가 꺼집니다.

 예를 들어, 유도 EV 메시지를 2F로 방송할 경우, 2F 존 선택키  을 눌러 해

당 존을 선택합니다. 선택 LED가 녹색 빛을 발합니다. 

 경고 EV 메시지가 현재 방송중이기 때문에, 존 모니터 LED가 적색 빛을 점멸

합니다.

유도 EV 키 를 누릅니다.

유도 EV 메시지가 2F로 방송되고 EV 방송 LED가 녹색 빛을 발합

니다.

2F 존 선택키의 존 모니터 LED가 현재 방송중인 EV 메시지 유형

을 가리킵니다.

적색 빛 점멸에서 적색 빛 고정상태로 변경되어 유도 메시지가 방

송중임을 나타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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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3단계.  필요한 경우, 토크키 를 눌러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으로부터 안내방

송을 행합니다.

 긴급작동에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우선권이 주어져있기 때문에, 

EV 메시지 방송중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으로부터 유도안내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긴급모드의 경우, 토크키는 PC 소프트웨어 설정과 상관없이 PTT(press-

totalk)를 실행합니다.

 3-1. 전체 존에 걸친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행할 경우

 •  긴급모드의 경우 전체 존이 사전 선택되기 때문에, 리모트 마이크로

  폰으로부터 행해지는 안내방송은 전체 존으로 방송됩니다.

 •  경고 EV 메시지가 현재 방송중이기 때문에, 좌측 마이크로폰 작동

  LED가 녹색 빛을 점멸하여 현재 방송의 우선권은 마이크로폰 안내

  방송보다 낮음을 나타냅니다.

 •  우측 LED는 마이크로폰 사용 상태를 가리키며, 토크키를 누를 경우

  녹색 빛을 발합니다.

 3-2. 선택한 존으로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행할 경우

 •  전체 존은 긴급모드의 경우 사전 선택되기 때문에, 올-존 콜 키

   를 눌러 전체존 사전선택을 취소합니다. 존 선택이 리셋되고 

  선택 LED가 꺼집니다. 

 •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3F로 방송된다고 가정할 경우, 경고 메시지

  가 3F로 방송중이기 때문에 해당 존 모니터 LED가 점멸하고 있습니

  다. 3F 존 선택키 를 눌러 존을 선택합니다. 선택 LED가 녹색 빛

  을 발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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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4단계.  긴급방송모드를 리셋합니다..

 긴급 리셋키 을 누릅니다. 

 리셋 EV 메시지가 전역으로 방송된 후, 시스템은 일반-목적의 방송모드

로 복원됩니다.

 참고

 리셋 EV 메시지가 긴급 EV 방송이 행해졌던 존으로만 방송됩니다.

 긴급 활성화 버튼 빛이 꺼져 시스템이 일반-목적의 방송모드 상태임을 

가리킵니다. 

Tip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이 EV 메시지 방송을 차단할 경우,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에 뒤이은 방송모드는 지속적인 

EV메시지 방송의 경우 "계속" 또는 방송종료의 경우 "무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연결한 PC 를 사용하여 행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p.7-40 참조.

•  경고 EV 메시지가 현재 방송중이기 때문에, 좌측 마이크로폰 작동 LED가 

녹색빛을 점멸하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보다 우선권이 낮은 방송이 진

행중임을 나타냅니다.

•  우측 LED는 마이크로폰 사용 상태를 나타내며, 토크키를 누를 때 녹색빛

을 발합니다.

•  토크키를 누른후 마이크로폰에 말을 하면 마이크로폰 LED가 녹색빛을 발

하고 안내방송이 3F로 진행됩니다.

•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안내방송이 행해질 때 3F 존 선택키의 존 모니터 

LED가 녹색빛을 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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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목적의 방송 모드로 되돌아간 후 긴급리셋키를 눌러 마이크로폰 리셋 안내방송하기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일반-목적의 방송 모드로 안내방송을 행하려면, 방송존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 例의 경우, 전체존으로 방송

이 행해집니다.

제5장: 작동
2. 긴급 방송

1단계.  올-존 콜 키 를 누릅니다.

 모든 존이 사전 선택될 것이고 선택 LED가 녹색빛을 발할 것입니다.

2단계.  토크키 를 눌러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우측 마이크로폰 LED가 녹색빛을 발합니다.

 안내방송은 전체 존으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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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목적의 방송

GF 리셉션 데스크에 설치된 RM-200X 설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목적의 방송모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작동과 인디케이션을 설명합니

다. 본 예의 경우 일반-목적의 방송 유형으로 RM-200X가 설정됩니다.

[GF 리셉션 데스크 리모트 마이크로폰 설정]

RM-200X와 2대의 RM-210 유닛을 한 세트로 GF 리셉션 데스크에 설치합니다.

기능키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키 설정 기능

없음 지정 기능없음

EV 메시지 1
개개의 EV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EV 메시지 2

올-존 콜 전체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2개의 차임과 함께한 토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3F 게스트 룸

개개의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2F 게스트 룸

1F 컨퍼런스 룸

1F 복도

GF 레스토랑

GF 로비

계단 / 통로

스텝에리어

퍼블릭 존
1F 복도, GF 레스토랑, GF 로비 및 계단/통로의 
존 그룹을 사전 선택합니다.

BGM 없음 BGM 방송을 중단합니다.

BGM 패턴 1
개개의 기본패턴을 리콜합니다.

BGM 패턴 2

BGM 1 볼륨 올림 BGM-1 입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BGM 1 볼륨 내림 BGM-1 입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BGM 2 볼륨 올림 BGM-2 입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BGM 2 볼륨 내림 BGM-2 입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1F 컨퍼런스룸 볼륨올림 1F 컨퍼런스룸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1F 컨퍼런스룸 볼륨내림 1F 컨퍼런스룸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1F 복도 볼륨올림 1F 복도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1F 복도 볼륨내림 1F 복도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REMOTE MICROPHONE
RM-200X

RM-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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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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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안내방송하기

페이징 방송이 퍼블릭존으로 행해진다고 가정합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키 설정 기능

GF 레스토랑 볼륨올림 GF 레스토랑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GF 레스토랑 볼륨내림 GF 레스토랑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GF 로비 볼륨올림 GF 로비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GF 로비 볼륨내림 GF 로비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스텝 에리어 볼륨올림 스텝 에리어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스텝 에리어 볼륨내림 스텝 에리어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계단/통로 볼륨올림 계단/통로 구역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계단/통로 볼륨내림 계단/통로 구역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퍼블릭존 볼륨올림 퍼블릭존 출력레벨을 증가시킵니다.

퍼블릭존 볼륨내림 퍼블릭존 출력레벨을 감소시킵니다.

1단계.  퍼블릭존키 를 눌러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존이 사전 선택되고 선택 LED가 녹색빛을 발합니다.

 퍼블릭존키가 1F복도, GF 레스토랑, GF 로비 및 계단/통로라는 존그룹으

로 지정되기 때문에 그룹화된 존의 모든 선택 LED 또한 키를 누를 경우 

녹색빛을 발합니다.

 선택 LED는 사전 선택중에는 켜져있습니다.

 존 모니터 LED는 다음처럼 존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존 방송상태를 가리

킵니다.

 •  OFF: 존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BGM 방송중임

 •  녹색빛: 리모트 마이크로폰 사용중

 •  녹색빛 점멸중: 연결된 그 밖의 다른 기기(리모트 마이크로폰,   

  EV 유닛, 차임, 등) 사용중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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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2단계.  토크키 를 누르면서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토크키를 누르면 곧바로 차임톤이 울립니다. (2톤의 차임이 제공됨)

 차임이 울리면, 이를 모니터 스피커로 청취할 수 있게 되고우측 LED가 녹

색빛을 발합니다.

 LED가 점멸에서 고장상태로 전환된 후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토크키가 

Press-to-talk 방식으로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Tip

 2가지 상이한 모드를 토크키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PTT와 잠금 모드. 설

정은 PC 소프트웨어로 가능합니다.

•  PTT: 키를 누르는 동안은 마이크로폰 방송은 켜져있습니다.

•  Lock:  키를 누르면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집 

 니다. 사용자가 마이크로폰을 끄는 일을 잊을 경우를 대비해서  

 프로그래밍한 타이머로 안내방송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Tips

토크키 옆에 위치한 2개의 LED는 다음을 가리킵니다.

•  좌측 LED는 사전 선택된 존으로 마이크로폰 안내방송 가능여부를 나타냅니다.

- OFF: 존은 free하고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 녹색빛 점멸중: 현재 방송중인 기기의 우선권이 낮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안내방송 가능합니다.

- 오렌지빛 점멸중: 현재 방송중인 기기의 우선권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안내방송 가능합니다.

•  우측 LED는 마이크로폰 사용상태를 가리킵니다.

- OFF:  마이크로폰 사용하고 있지 않음.

- 녹색빛: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현재 진행중임.

- 녹색빛 점멸중: 차임톤이 현재 울리고 있습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방송중인 모든 존이 우선권이 높은 방송에 의하여 차단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짧은 피프음

을 내고 마이크로폰 작동 LED가 점멸하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은 작동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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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GM 방송하기

BGM 방송을 행하려면, BGM 소스와 해당 방송존으로 구성되는 기본패턴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또는 컨트롤 입력에 지정한 다

음 이 패턴을 리콜합니다. 기본패턴은 시간과 기본패턴을 내부 타이머에 프로그래밍하여 사전설정 시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패턴 설정 예]

3.2.1. 내부 타이머 이용 기본패턴 리콜하기

시간과 기본패턴을 내부 타이머에 프로그래밍하여, 사전설정 시간에 BGM 방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예]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No. 이름 활성화 항목 설정 내용

1 주간 BGM 1

타이머

BGM 1 : GF 레스토랑, GF 로비
BGM 2 : 계단/통로, 1F 복도

2 주간 BGM 2
BGM 1 : 계단/통로, 1F 복도
BGM 2 : GF 레스토랑, GF 로비

3 야간 BGM BGM 1 : GF 레스토랑, 계단/통로, 1F 복도, GF 로비

4 BGM 패턴 1

RM

BGM 1 : GF 레스토랑, GF 로비, 1F 컨퍼런스룸
BGM 2 : 계단/통로, 1F 복도

5 BGM 패턴 2
BGM 1 : 계단/통로, 1F 복도
BGM 2 : GF 레스토랑, GF 로비, 1F 컨퍼런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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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밍한 기본패턴 예]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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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키 설정 기능

 BGM 패턴 1 BGM 1이 본래 설정한 존 외에 1F 컨퍼런스룸으로 출력됩니다.

 BGM 패턴 2 BGM 2가 본래 설정한 존 외에 1F 컨퍼런스룸으로 출력됩니다.

3.2.2.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기본패턴 리콜하기

리모트 마이크로폰 키 과 이 다음처럼 설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1단계.  BGM 패턴 1키 16을 눌러 1F 컨퍼런스룸으로 BGM 1을 추가 방송합니

다.

 기본패턴 상태 LED가 녹색빛을 발하여 "BGM 패턴 1"이라는 기본패턴

이 사용중임을 나타냅니다.

2단계.  BGM 패턴 2 키 을 눌러 1F 컨퍼런스룸으로 BGM 2를 추가 방송합

니다.

 BGM 패턴 1의 기본패턴 상태 LED가 꺼지게 되고 BGM 패턴 2의 해당 

LED가 녹색빛을 발하여 BGM 패턴 2라는 기본패턴이 사용중임을 나타

냅니다.

참고

•  기본패턴을 컨트롤 입력을 사용하여 리콜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사용된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 입력에 지정합니다.

•  BGM 방송과 연루된 기본패턴 키를 누르면(기본패턴 상태  LED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BGM 방송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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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리콜된 BGM 패턴 예]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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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입력감도와 출력 볼륨레벨 변경하기

예정된 볼륨패턴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지정하여, 초기 설정한 입력감도와 출력볼륨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  VX-200XI 입력모듈 또는 900 시리즈 모듈에 연결된 소스(페이징 마이크로폰과 BGM 소스)의 입력감도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

모트 마이크로폰과 내장 EV 및 차임 유닛의초기 볼륨 설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초기 볼륨레벨은 작동중 변경할 수 없습

니다.

•  BGM 방송이 행해지고 있는 존의 출력 볼륨레벨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내장 EV 유닛 메시지의 호출이 초

기 설정한 볼륨레벨로 방송됩니다.

•  초기 출력 볼륨레벨은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3.1.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 입력감도와 출력볼륨 레벨 변경하기

3 dB 단계에서 -21 dB와 0 dB 사이에서 입력감도와 출력 볼륨레벨 모두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리모트 마이크로폰 키를 누를 때마

다 3 dB씩 변경됩니다. 입력감도 또는 출력 볼륨레벨이 -21 dB 또는 0 dB에 이를 경우, 한계치를 넘는 더 이상의 키조작은 무시됩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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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BGM 입력 레벨을 조정하여 음악의 강약 변화 보상하기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1단계.  보다 다이나믹한 선택에서 보다 조용한 선율로 음악이 변경될 경우 

사운드 볼륨을 증가시키려면, BGM 1 볼륨올림 키 을 누릅니다.

 입력레벨은 키를 누를 때마다 3dB씩 증가됩니다.

 볼륨올림 LED가 녹색빛을 발하여 입력레벨이 초기 설정값보다 높은 

수준임을 나타냅니다.

2단계.  음악이 너무 클 경우 사운드 볼륨을 감소시키려면, BGM 1 볼륨내림 

키 를 누릅니다.

 입력레벨은 키를 누를 때마다 3dB씩 감소됩니다.

 입력레벨이 초기 설정값으로 복귀되면 볼륨올림 LED는 꺼집니다.

입력레벨이 초기 설정값으로 복귀되면 볼륨올림 LED는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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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 

BGM 출력레벨을 조정하여 로비 혼잡시  변화 보상하기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1단계.  로비가 밝고 조용해진 경우, 로비 볼륨 내림키 를 눌러BGM 출

력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력레벨은 키를 누를 때마다 3dB씩 감소됩니다.

 출력레벨이 초기 설정값 아래로 떨어질 경우 볼륨내림 LED가 녹색

빛을 발합니다.

 예 1의 경우에서 처럼, 출력레벨이 초기 설정레벨로 되돌아가면, 볼

륨내림 LED가 꺼져 출력레벨이 초기값 아래로 떨어졌슴을 나타냅니

다. 출력레벨이 초기값 위로 증가되면, 볼륨올림 LED가 녹색빛을 발

합니다.

참고

•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로비로 호출이 행해질 경우, 호출은 초기 설정 볼

륨으로 방송됩니다.

•  입력감도 또는 출력볼륨레벨이 -21 dB 또는 0 dB에 이르면, 한계치를 넘는 더 

이상의 키조작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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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컨트롤 입력 또는 내부 타이머를 사용하여 입력감도와 출력 볼륨 변경하기

입력감도와 출력볼륨레벨 모두 –21 dB와 0 dB 사이에서 변경 가능하며, 3, 6, 9, 12, 15, 18, 또는 21 dB에서 증감 또는 감소 레벨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입력감도와 출력볼륨레벨 모두의 변경은 초기 설정레벨과 관련됩니다.

변경한 레벨은 –21 dB에서 0 dB에 이르는 범위를 넘지않습니다.

[컨트롤 입력을 이용한 변경]

입력감도 또는 출력볼륨레벨은 해당 컨트롤 입력이 활성화 되는 동안 게속해서 변경됩니다.

[내부 타이머를 이용한 변경]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설정된 시작시간에서 종료시간에 이르는 지속시간 동안 입력감도 또는 출력볼륨레벨은 계속해서 변경됩니다.

[설정 예]

10:00에서 15:00 사이에 초기설정한 레벨보다 높은 볼륨으로 로비에 BGM이 방송됩니다.

출력레벨 증가는 PC 상에서 3, 6, 9, 12, 15, 18 및 21 dB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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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차단방송

차단방송은 컨트롤 입력이나 내부 타이머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한 차단방송패턴은 리콜되어 활성화중 방송을 행합니다.

참고

•  현재 방송존으로 차단방송을 행하려면, 차단방송소스가 우선권에서 현재 방송보다 높거나 두 방송이 우선순위에서 동일한 경우 LIFO 방

식의 우선권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우선권 설정에 대하여는 p.7-30 참조.

•  지정한 입력소스가 동일한 경우, 리콜한 모든 패턴으로 설정된 모든 출력존으로 방송이 행해집니다.

•  지정한 입력소스가 상이하고 리콜한 패턴 출력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우선권을 지정받은 입력소스가 중복된 모든 존으로 방송되

고, 리콜한 나머지 다른 소스는 중복된 존에 속하지 않는 해당 출력존으로 방송됩니다.

[컨트롤 입력을 이용한 활성화]

사전 설정한 자체 패턴을 갖고있는 차단방송은 해당 컨트롤 입력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방송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내부 타이머를 이용한 변경]

사전 설정한 자체 패턴을 갖고있는 차단방송은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설정된 시작시간에서 종료시간에 이르는 지속시간 동안 현재방

송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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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V 메시지 방송

3.5.1. 리모트 마이크로폰에서 EV 방송하기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지정된 EV 메시지를 선택한 존으로 방송할 수 있습니다.

[예]

일반-목적의 EV 메시지 1을 로비로 방송하기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1단계.  로비 존 선택키 을 눌러 원하는 방송존을 선택합니다.

 선택 LED가 녹색빛을 발할 것입니다.

 

 

2단계.  EV 메시지 1 키 를 누릅니다.

  LED가 EV 방송은 녹색으로 점등되며, 선택한 메시지가 로비로 방

송됩니다.

 Tip

 메시지를 방송 중도에 중단하려면, EV 메시지 1 키 를 다시 누

릅니다.

 존 모니터 LED가 녹색빛을 점멸하여 EV 메시지가 선택한 존으로 

방송중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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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컨트롤 입력 또는 내부 타이머를 사용하여 EV 방송하기

컨트롤 입력 또는 내부 타이머에 지정된 EV 방송패턴을 활성화하여, 해당 EV 메시지를 방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현재 방송존으로 EV 방송을 행하려면, EV 메시지 우선권이 현재 방송보다 높거나 두 방송이 모두 우선순위에서 동일한 경우 LIFO 방식의 

우선권을 지정받아야 합니다. 우선권 설정에 대하여는 p.7-30 참조.

•  지정한 EV 메시지가 동일한 경우, 리콜한 모든 패턴으로 설정된 모든 존으로 메시지가 방송됩니다.

•  지정한 메시지가 상이하고 리콜한 패턴 출력존이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우선권을 지정받은 EV 메시지가 중복된 모든 존으로 방송되

고, 리콜한 나머지 다른 메시지는 중복된 존에 속하지 않는 해당 출력존으로 방송됩니다.

[컨트롤 입력을 이용한 활성화]

사전 설정한 자체 패턴을 갖고있는 EV방송은 해당 컨트롤 입력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 방송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내부 타이머를 이용한 변경]

사전 설정한 자체 패턴을 갖고있는 EV방송은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설정된 시작시간에서 종료시간에 이르는 지속시간 동안 현재방송

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제5장: 작동
3. 일반-목적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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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디오 모니터링

모니터할 존을 선택하면 현재 방송존을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방송이 활성화될 때 리모트 마이크로폰 내부 스피커를 통하여 또는 VX-2000 또는 VX-200SI 컨트롤 입

력 시그널에 의하여 방송이 활성화될 때 VX-2000 후면에 마운트된 MONITOR OUT 터미널을 통하여 방송을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존에 대한 오디오 모니터링 기능을 PC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오디오 모니터링은 1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4.1.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이용한 모니터링

4.2. VX-2000의 MONITOR OUT 터미널을 이용한 모니터링

컨트롤 시그널을 사용하여 오디오 모니터링 기능을 활성화하면 VX-2000 후면에 마운트된 MONITOR OUT 터미널이 선택한 존 방송 

시그널을 10초 동안 출력합니다.

제5장: 작동
4. 오디오 모니터링

존 1 모니터 키를 누릅니다.

해당 모니터 LED가 녹색빛을 발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내부 스피커를 이용하여 존 1의 현재방송을 10초 동안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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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장출력탐지

“고장출력탐지” 인디케이션이 설정된 상태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설정을 例로 고장이 일어날 경우 시스템 작동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5.1. 고장출력 인디케이션

[GF 시큐리티 룸 리모트 마이크로폰 설정]

RM-200X와 3대의 RM-210 유닛 한 세트가 GF 시큐리티 룸에 설치됩니다.

[기능키 설정 예]

개개의 고장과 전체 시스템 고장을 나타내는 패턴이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지정됩니다.

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키 설정 기능

긴급 활성화 긴급방송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긴급 리셋 일반-목적의 방송모드로 복원됩니다.

긴급 리셋 (에러)
잘못된 알람 EV 메시지를 방송하고 나서 
일반-목적의 방송모드로 복원됩니다.

모두 전구역을 사전 선택합니다.

2 톤 차임 토크 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을 행합니다.

백 룸

각각의 존을 사전 선택합니다.

GF 

1F 

2F 

3F 

EV 메시지 1
각각의 EV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EV 메시지 2

고장 확인
전체 시스템 고장을 나타냅니다.
(모든 고장출력 지정)

고장출력리셋 고장 인디케이션을 리셋합니다.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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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키 설정 기능

백룸 스피커 오픈

각각의 스피커 고장을 나타냅니다.
(오픈 써킷)

GF 스피커 오픈

1F 스피커 오픈

2F 스피커 오픈

3F 스피커 오픈

RM200XF 고장

각각의 리모트 마이크폰 고장을 나타냅니다.RM200X-1 고장

RM200X-2 고장

VX 고장 VX-2000 고장을 나타냅니다.

EV 고장 EV-200 고장을 나타냅니다.

백룸 스피커 쇼트

각각의 스피커 고장을 나타냅니다. (쇼트)

GF 스피커 쇼트

1F 스피커 쇼트

2F 스피커 쇼트

3F 스피커 쇼트

SF 고장 각각의 VX-2000SF 유닛 고장을 나타냅니다.

DS-1 고장
각각의 VX-2000DS 유닛 고장을 나타냅니다.

DS-2 고장 

예비 앰프 고장 각각의 예비앰프 고장을 나타냅니다.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백룸 앰프 고장

각각의 파워앰프 고장을 나타냅니다.

GF 앰프고장

1F 앰프고장

2F 앰프고장

3F 앰프고장

없음

지정된 기능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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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예]

3F에 쇼트된 스피커 라인이 탐지되었슴을 가정합니다:

1단계.  고장이 탐지될 경우, 부저가 울리고, 3F 스피커 쇼트 키 과 

  고장확인키 옆에 위치한 양 좌측의 고장 LED 모두가 오렌지

빛을 점멸합니다.

2단계.  스피커 쇼트키 또는 고장확인키 을 눌러 고장을 인지합니

다.

  부저가 멈추고 고장 LED가 오렌제빛 점멸에서 오렌지빛 고정상

태로 변화됩니다.

3단계.  문제를 조사하고 교정합니다.

 PC를 VX-2000에 연결하고, 로그를 판독하여 고장원인을 조사하

고 문제를 교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PC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모든 연결상태를 체크

합니다. 로그판독과 연결체크에 대하여는 p.11-7 참조.

 Tip 

 대부분의 고장 인디케이션의 경우, 원인이 교정된 경우 고장 

LED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파워앰프고장 또는 스피커 쇼트와 같

은 다른 어떤 고장 인디케이션의 경우, LED가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고장출력리셋을 실행해야 합니다.

4단계.  고장출력 리셋키 를 누릅니다. 

  고장 LED 모두가 꺼질 것입니다.

참고

고장원인을 조사할 때 기기의 내부 구성품 또는 전류가 흐르고있는 부품과 신체 접촉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는 

반드시 꺼져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 스위치 Off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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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니터링 로그 리스트

탐지한 고장의 가능한 원인은 로그 보기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파일 판독에 관하여는, p.11-7 참조.

아래 표에는 고장로그, 가능한 원인 및 해결방법이 열겨되어 있습니다.

[RM-200XF]

* 이 곳에 콤포넌트 ID 번호가 표시됩니다.

[RM-200X]

* 이 곳에 콤포넌트 ID 번호가 표시됩니다.

[EV-200]

* 이 곳에 콤포넌트 유닛 번호가 표시됩니다.

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RM/FM
모니터

RM* 마이크로폰 어커런스
마이크로폰 구성품 손상 또는 코일코드 
끊어짐

TOA 판매업자와 상의

RM* 마이크로폰 스위치 
어커런스

마이크로폰 키 또는 긴급키 손상됨 TOA 판매업자와 상의

RM* 저전압 어커런스 RM에 대한 전원 공급은 감소
VX-2000DS에서 직접 전원공급

저손실 접속 케이블 사용

RM* 라인 어커런스 RM, VX-200XR LINK 커넥터에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

RM* 통신 어커런스 RM, VX-200XR LINK 커넥터에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

RM* RM-210 어커런스 
결함 수

RM-210 수와 PC 설정수 실제와 불일치
둘 중 하나를 변경하여 양쪽 수 일치요 
(PC 설정을 변경할경우, 다운로드요)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RM/FM
Monitor

RM* 마이크로폰 어커런스
마이크로폰 구성품 손상 또는 코일코드 
끊어짐

TOA 판매업자와 상의

RM* 저전압 어커런스 RM에 대한 전원 공급은 감소
VX-2000DS에서 직접 전원공급

저손실 접속 케이블 사용

RM* 라인 어커런스 RM, VX-200XR LINK 커넥터에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

RM* 통신 어커런스 RM, VX-200XR LINK 커넥터에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

RM* RM-210 어커런스 
결함 수

RM-210 수와 PC 설정수 실제와 불일치
둘 중 하나를 변경하여 양쪽 수 일치요 
(PC 설정을 변경할경우, 다운로드요)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EV 모니터

EV* Fault Occurrence

EV-200 고장 TOA 판매업자와 상의

사용할 수 없는 CF 카드가 설치됨 올바른 카드 설치요

설치된 CF 카드 없음 카드 설치요

EV* 1 kHz 고장 어커런스
설치된 CF 카드 없음 카드 설치요

EV-200의 DIP 스위치 설정 실행되지 않았슴 EV-200의 DIP 스위치 설정 점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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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000]

[VX-2000SF]

* 이 곳에 콤포넌트 ID 번호가 표시됩니다.

[VP-2064/2122/2241/2421]

* 이 곳에 콤포넌트 유닛 번호가 표시됩니다.

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VX 모니터

Bus1 어커런스
 Bus2 어커런스
Bus3 어커런스
Bus4 어커런스

VX-2000 고장으로, 오디오 버스 1-4에 시그널 
출력 전혀없음

TOA 판매업자와 상의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SF 
Monitor

SF* VX-SF 버스1 어커런스
SF* VX-SF 버스2 어커런스
SF* VX-SF 버스3 어커런스
SF* VX-SF 버스4 어커런스

VX-2000SF에 VX-2000 또는 VX-2000SF 
AUDIO LINK 커넥터에 VX-2000SF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SF* 버스 셀렉터1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2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3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4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5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6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7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8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9 어커런스
SF* 버스 셀렉터10 어커런스

VX-2000SF 또는 VX-200SZ/SP/SE 고장으
로, 오디오 버스 1-4 시그널 탐지되지 않음

TOA 판매업자와 상의

SF* 통신 어커런스
VX-2000SF에 VX-2000 또는 VX-2000SF 
DATA LINK 커넥터에 VX-2000SF 잘못 접
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앰프
모니터

AMP* 20 kHz(NF) 어커
런스

앰프 고장 TOA 판매업자와 상의

VP-200SZ에 VP-200VX 또는 VX-200SP PA 
LINK 커넥터에 VP-200VX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AMP* DC 퓨즈 어커런스 앰프 DC 퓨즈 나감
7.5 A (VP-2064), 15 A (VP-2122), 25 A (VP-
2241), 또는 35 A (VP-2421)의 블레이드 퓨즈 
교체요 . p.8-39 참조.

AMP* 과열 어커런스 앰프 과열됨 TOA 판매업자와 상의

AMP* 앰프접속 어커런스
VX-200SZ PA IN 커넥터에 앰프 PA OUT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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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앰프]

* 이 곳에 콤포넌트 유닛  또는 ID 번호가 표시됩니다.

[스피커]

* 이 곳에 콤포넌트 존 번호가 표시됩니다.

[VX-2000DS]

* 이 곳에 콤포넌트 유닛 번호가 표시됩니다.

제5장: 작동
5. 고장출력탐지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앰프
모니터

AMP* 20 kHz(NF) 
어커런스

예비앰프 고장 TOA 판매업자와 상의

예비앰프 AMP* STBY* 앰프고장 탐지됨, 예비앰프로 작동 전환중 -

예비 버스 
체크

SF* 슬롯1 어커런스
SF* 슬롯2 어커런스
SF* 슬롯3 어커런스
SF* 슬롯4 어커런스
SF* 슬롯5 어커런스
SF* 슬롯6 어커런스 
SF* 슬롯7 어커런스
SF* 슬롯8 어커런스 
SF* 슬롯9 어커런스
SF* 슬롯10 어커런스

예비앰프에 VX-2000SF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VX-200SP/SZ's STANDBY PA BUS 커넥터에 
예비앰프 PA OUT 잘못 접속됨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Additional Information

SP 모니터

SP* 오픈 써킷 어커런스
스피커 라인 끊어짐

스피커, 스피커 연결 및 케이블 점검
스피커 라인 쇼트됨 (VX-200SP, 중단)

SP* 쇼트 써킷 어커런스 스피커 라인 쇼트됨

SP* 접지 결함 어커런스 스피커 라인 접지됨

로그
가능한 원인 해결 방법

상세 코드 부가 정보

DS 모니터

DS* DS 어커런스 없음

VX-2000DS 전원 고장 Restore AC전원 VX-2000DS으로 복원됨

AC fuse blown TOA 판매업자와 상의

VX-2000DS DS-SF LINK 커넥터에 
VX-2000SF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VX-200PS에 AC 전원공급 전혀 안됨 
(ER/UK 버전)

VX-200PS에  AC 전원 공급

VX-200PS 잘못 접속됨 (ER/UK 버전)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VX-200PS 고장 (ER/UK 버전) TOA 판매업자와 상의

DS* 파워 고장 어커런스

VX-200PS에 AC 전원공급 전혀 안됨 VX-200PS에  AC 전원 공급

VX-200PS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VX-200PS 고장 TOA 판매업자와 상의

DS* 충전 써킷 어커런스

배터리 충전 써킷 고장 TOA 판매업자와 상의

배터리 써킷 퓨즈 나감 TOA 판매업자와 상의

배터리 잘못 접속됨 접속대상 커넥터와 접속케이블 점검요

DS* 배터리 고장 어커런스 배터리 전압 강하 배터리 교체



제 6 장 

시스템 셋업에서 작동에 이르는 플로어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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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스템 셋업에서 작동에 이르는 플로어차트 
1. 시스템 작동절차

1. 시스템 작동절차

시스템 설정 파일 만듦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VX-2000 속성 설정

리모트 마이크로폰 속성 설정

VX-2000SF 속성 설정시스템 구성 설정하기

다음 페이지로

(p. 7-5)

시스템 디자인 VX-200PS 유닛수 산정하기

(p. 12-2)

배터리 용량 산정하기

(p. 12-2)

VX-2000DS 유닛수 산정하기

(p. 12-2)

PC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p. 7-5)

Setting 작동 모드 

(p. 7-39)

차단방송패턴

긴급방송패턴

컨트롤 출력 연동패턴

EV 방송패턴

볼륨 패턴

고장출력패턴

기본 패턴

(p. 7-13)

EV 유닛 설정

배터리 체크 간격 설정

AC 고장시 모니터 간격 설정

Setting System 모드

(p. 7-30)

방송 우선권 설정

초기 볼륨 설정

이퀄라이저 설정

리모트 마이크로폰 키 지정Setting Activation 모드

(p. 7-52)
컨트롤 입력 설정

타이머 설정

새로운 파일 만듦

(p.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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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스템 셋업에서 작동에 이르는 플로어차트 
1. 시스템 작동절차

ID 설정

EV-200 마운팅

다음 페이지로

랙 마운팅과 설치

(p. 8-42)

하드웨어 설정

(p. 8-2)

조립하기VX-2000PF

(p. 8-40)

RM-200XF, RM-200X 

(p. 8-2)

VX-2000

(p. 8-15)

VX-200SZ, VX-200SP

(p. 8-30)

VP 앰프
(VP-2064/2122/2241/2421) 

(p. 8-34)

ID 설정VX-2000SF

(p. 8-24)

VX-200XR, VX-200XI, 900
모듈 마운팅

VX-200SE 설치

VX-2000/2000SF, 
VP 앰프

(p. 8-42)

VP-200VX 설치

VX-200PS 마운팅

VX-2000PF 전면 패널 설치

VX-2000PF

(p. 8-41)

VX-200SZ/SP/SI/SO 설치

RM-200XF

(p. 8-6)

배터리* 

(p. 8-43)

RM-200X

(p. 8-10)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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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스템 셋업에서 작동에 이르는 플로어차트 
1. 시스템 작동절차

연결

(p. 9-2)

VX-2000에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소스 기기

(p. 9-2)

VX-2000SF에 VX-2000

(p. 9-3)

VP 앰프에 VX-200SP/SZ

(p. 9-4)

스피커에 VX-200SP/SZ

(p. 9-4)

외부 장치에 VX-2000, VX-200SI/SO

(p. 9-6)

예비앰프에 VX-2000SF

(p. 9-7)

VX-2000DS에 VX-2000SF *2 

(p. 9-8)

VX-200PS에 VX-2000DS*2 

(p. 9-9)

배터리에 VX-2000DS*2 

(p. 9-9)

PC 연결

(PC 소프트웨어 온라인으로)

(p. 10-3)

VX-2000 현재  일/시 설정

(p. 10-6)

시스템 설정 파일 다운로드

(p. 10-7)

시스템 구성 체크

(p. 10-8)

VX-200SZ 설치

(p. 10-10)

연결 체크*1 

(p. 10-13)

초기볼륨 설정

(p. 10-15)

이퀄라이저 설정

(p. 10-16)

시스템 작동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1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2 VX-2000DS에 첨부한 사용설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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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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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 셋업 절차 (설치에서 설정에 이르는)

1. 셋업 절차 (설치에서 설정에 이르는)

전자적 보이스 파일 유닛수 선택

SF 모듈명 설정SF 속성 설정

예비 앰프 사용

SF 모듈 설정

컨트롤 출력명 설정

VX 이름 설정VX 속성 설정

드라이브 모드 선택

Timer Validity Setting

VX Input Module Settings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

전자적 보이스 파일 메시지 유형 선택

다음 페이지로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활성화

(p. 7-10)

소프트웨어 설치

(p. 7-5)

[오프라인 작동]

구성 설정 모드

(p. 7-13)

새로운 파일 만듦

(p. 7-11)

방송 유형 선택
리모트 마이크로폰 속성 설정

익스텐션 유닛수 설정

스탠바이 모드에서 모니터 간격 설정

배터리 체크간격 설정모니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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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 셋업 절차 (설치에서 설정에 이르는)

긴급 리모트 마이크로폰 방송방송 우선권 설정시스템 설정 모드

긴급 전자적 보이스 파일 방송

초기 볼륨 설정

이퀄라이저 설정

일반-목적의 방송

BGM 방송

(p. 7-30)

이전 페이지에서 계속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지정활성화 설정 모드

컨트롤 입력 설정

차단 방송 패턴

저자적 보이스 파일 방송패턴

기본 패턴

볼륨 패턴

고장 출력패턴 만듦

긴급 방송 설정작동 설정 모드

컨트롤 출력 연동패턴패턴 만듦
(p. 7-39)

(p. 7-52)

썸머타임 설정

타이머 설정 일 프로그램일

주간 프로그램

휴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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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요건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는 VX-2000 시스템 전용으로 디장인되었습니다.

마이크로 소프트 윈도우 기반 VX-2000 소프트웨어는 대부분의 윈도우-호환 개인용 컴퓨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요건은 다음 처럼 주어집니 다.

참고

윈도우와 윈도우 비스타는 미국 및 그밖의 다른 국가의 마이크로소프트社 등록상표입니다.

팬티엄은 미국 및/또는 그밖의 다른 국가의 인텔社 등록상표입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2. 하드웨어 요건

OS 윈도우 2000/XP/Vista/7

CPU Operating Speed 233 MHz Pentium II or faster

Memory Capacity 64 MB RAM 또는 그 이상

Available Hard Disk Space 20 MB 또는 그 이상

Available Serial Port RS-232C

Monitor Size 800 x 600 high colour (16 bit) 또는 그 이상

Built-in Media Drive CD-ROM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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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설치

다음 아래 절차에 따라 VX-2000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설치전,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합니다.

1단계.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CD-ROM을 PC의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단계. 설정 소프트웨어 폴더 안의 파일 “VX2000.msi”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설정 마법사가 활성화됩니다.

3단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4단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디렉토리를 설정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3. 소프트웨어 설치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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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6단계. [Next]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시작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3. 소프트웨어 설치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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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완료후 아래 화면이 디스플레이됩니다.

7단계. [Close]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닫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3. 소프트웨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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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면과 메뉴 설명 

4.1. 화면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4. 화면과 메뉴 설명

상태 바

메뉴바

툴바

구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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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4. 화면과 메뉴 설명

4.2. 메뉴

• 파일

• 디스플레이

• 시스템*1

• 통신*1

• 도움말*1

• 편집

*1 온라인 메뉴 항목.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하여는 10장과 11장 참조.

*2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새파일 새로운 시스템 설정 파일을 만듭니다.

열기 현재의 시스템 설정 파일을 엽니다.

속성 시스템 정보를 변경합니다.

인쇄 시스템 설정 파일의 설정내용을 선택하고 인쇄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나가기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를 나갑니다.

구성 설정 모드 기기 구성을 설정합니다.

시스템 설정 모드 방송 속성과 초기 볼륨을 설정합니다.

작동 설정 모드 모니터 대상 긴급방송패턴, 개별방송패턴 및 고장출력패턴 설정합니다.

활성화 설정 모드 컨트롤 입력의 사용목적을 설정합니다.

RM 속성 설정 종료 모든 RM(리모트 마이크로폰) 속성 설정창을 닫습니다.

줌 화면을 줄이거나 늘립니다.  (150%, 125%, 100%, 75%, 50%)

보기 전체 구역의 맵과 함께 온-스크린 네비게이터로서 사용할 개요 창을 제공합니다.

툴바 툴바 디스플레이를 동작하거나 동작하지 않게 합니다.

상태바 상태바 디스플레이를 동작하거나 동작하지 않게 합니다.

일반 설정 일자, 시간 및 통신포트 설정을 행합니다.

초기 임피던스 설정 출력모듈 VX-200SZ을 초기화합니다.

구성 체크 시스템 설정 파일이 실제 기기 구성과 일치하는지 체크합니다.

연결 체크*2 기기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체크합니다.

모니터 작동 체크*2 모니터 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체크합니다.

로그 VX-2000의 로그파일을 PC로 읽어들이고 이를 디스플레이합니다.

다운로드 [PC  VX] PC로 만든 시스템 설정 파일을 VX-2000으로 로드합니다.

업로드 [PC  VX]*2 VX-2000 시스템 설정 파일을 PC로 읽어들입니다.

버전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와 VX-2000 펌웨어의 버전숫자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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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5.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활성화

5.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활성화

윈도우 시작메뉴에서 [VX-2000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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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파일 만들기

아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설정 파일을 만듭니다.

시스템 설정 파일은 VX-2000 시스템을 사용자가 작동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파일이며, 이 파일에는 다음 항목들이 있습니다: VX-2000 

시스템 구성 설정, 우선권 설정, 방송 및 컨트롤 패턴, 및 활성화 항목에 기능지정(리모트 마이크로폰, 컨트롤 입력 및 내부 타이머).

1단계. 메뉴에서 [File → New]를 선택하거나 “  “ 툴바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창이 열립니다.

 시스템 설정 파일은 확장자 “mb2”가 붙습니다.

참고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하인 경우 파일 확장자는 “mdb”입니다.

2단계. 파일명을 입력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ystem Information] 창이 열립니다.

3단계. 프로젝트명, 저작자명 및 버전을 입력합니다.

참고

시스템 정보 창의 버전은 PC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이 아닙니다.

이 곳에 버전을 입력하여 사용자의 시스템 설정 파일을 관리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6. 새 파일 만들기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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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VX-2000 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VX-2000 이름을 입력하고 연결한 VX-2000SF 유닛수를 선택합니다.

5단계.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ystem Information] 창이 닫히고 다음 구성 화면이 나타나 시스템이 구성 설정 모드로 진행됩니다.

 설정 절차에 대하여는 다음 페이지 참조.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6. 새 파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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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성 설정 모드

메뉴에서 [편집 → 구성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  ‘ 툴바를 클릭하여도 시스템을 구성설정모드에 놓을 수 있습니다.

SF 모듈, VX 모듈 및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같은 시스템에 사용할 기기를 설정합니다.

7.1. SF 모듈 속성 설정

VX-2000SF 유닛 이름, 마운트된 모듈 및 예비앰프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1단계. 시스템 구성 화면의 [SF-1] 또는 [Slot 1 – 10]을 클릭합니다.

 [SF Properties] 창이 열립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VX-2000SF 이름을 변경합니다.

3단계. VX-2000SF에 예비앰프를 사용할 경우, [Use Standby Amplifier]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4단계. 각 슬롯에 삽입할 모듈 유형을 선택합니다.

     4-1.  설정할 슬롯을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선택한 전체 라인이 하이라이트되어  해당 설정이 사용가능함을 나타냅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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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Module type]에서 사용할 모듈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듈 유형에 따라 다음처럼 상이한 화면이 디스플레이됩니다.

 1) 없음 (초기 설정)

 2) 임피던스 모듈

  VX-200SZ 임피던스 탐지 모듈을 참조합니다.

• EQ: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 사용할 경우, 본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 EXT. ATT.: 외부 어테뉴에이터 사용시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Details] 버튼을 클릭하면 임피던스 모니터링 설정화면이  

 오픈됩니다.

 “시작시간”, “간격” 및 “간격 단위”를 선택하고 등록합니  

 다. 설정을 완료한 다음,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한  

 내용을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참고:  설정한 간격값은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임피던스 모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출력존: 출력존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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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일럿톤 모듈

 VX-200SP 파일럿톤 탐지 모듈을 참조합니다.

• EQ: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를 사용할 경우, 본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하십시오.

• 출력존: 출력존명을 입력합니다.

4) 컨트롤 입력모듈

 VX-200SI 컨트롤 입력 모듈을 참조합니다.

     컨트롤 입력 모듈에 지정된 컨트롤 입력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5) 컨트롤 출력 모듈

 VX-200SO 컨트롤 출력 모듈을 참조합니다.

     컨트롤 출력 모듈에 지정된 컨트롤 출력 번호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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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모든 설정을 완료한 다음, [Apply] 또는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정값이 업데이트되고, [SF Properties] 창이 닫힙니다.

 파워앰프, 스피커 및 컨트롤 I/O 터미널 번호가 VX-2000SF 우측에 나타나고 설정한 모듈 모델 번호들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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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000SF 유닛 ID 번호]

VX-2000SF 각 심볼 위쪽의 우측 번호는 유닛 ID 번호를 나타냅니다. 실제 VX-2000SF ID 번호는 화면상의 번호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

니다. 세부사항은 p.8-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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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000SF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팝업 메뉴 조작]

다음 조작은 구성 화면에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기 심볼 위에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가 표시되고 해당 작

업을 선택합니다.

• SF 확장 및 삭제 그리고 속성 열기

• 예비 앰프 삭제

• SF 모듈 탐색과 이퀄라이저 사용/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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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컨트롤 출력명 설정

컨트롤 출력 터미널에 이름을 지정합니다.

1단계. 구성화면의 [컨트롤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출력명 설정] 창이 열립니다.

2단계. 변경할 라인을 클릭하면 라인이 하이라이트됩니다. 다시 라인을 클릭합니다.

 좌측 셀이 노란색으로 변하여 이름을 입력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3단계. 변경을 환료한 후,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컨틀롤 출력명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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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VX-2000 속성 설정

VX-2000의 이름, 드라이브 모드, 사용할 EV-200 유닛수, 내부 타이머 작동 및 마운트된 모듈 유형을 설정합니다.

1단계. 구성화면의 버튼 또는 [Slot 1 – 8]에 나타난 VX-2000 이름을 클릭합니다.

 [VX Properties] 창이 열립니다.

2단계. 필요한 경우, VX-2000의 이름을 변경합니다.

3단계.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합니다.

 • [통상]: 통상 작동 모드

 • [이코노미]: 사용중이 아닐 경우, 앰프로 가는 전력을 자동으로 끔니다.

4단계. 옵션 EV 선택 풀다운 메뉴에서 VX-2000에 마운트할 EV-200 유닛수를 선택합니다.

 • [None]: 마운트된 유닛 없음

 • [EV1]: 1대의 유닛이 마운트됨

 • [EV1&EV2]: 2대의 유닛이 마운트됨

5단계. 내부 타이머 사용시, [작동 타이머]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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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VX-2000과 함께 사용할 입력 모듈 유형을 선택합니다.

 6-1. 사용할 해당 슬롯을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전 선택 라인이 하이라이트되어 설정 가능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6-2. 입력 모듈 유형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모듈 유형에 따라 상이한 화면이 이스플레이됩니다.

 1)   [없음] (초기값): 모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2) [VX-200XR]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 RM-200XF 또는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경우 선택합니다.

 참고

 VX-200XR 모듈에 하나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마이크로폰 번호(수?)는 설정

할 수 없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에 관하여는 p.7-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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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X-200XI] (컨트롤 입력을 탑재한 오디오 입력모듈):

  PM-660U와 같은 컨트롤 입력을 탑재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경우 선택합니다.

•  식별 사운드 소스명을 입력합니다.

•  선택한 소스가 방송될 존을 선택합니다.

-  존 목록의 좌측 맨끝 파란 박스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존이 체크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 [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모든 존이 체크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 [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체크표시가 모든 존에서 삭제됩니다.

•  이 사운드 소스가 방송될 때 활성화할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 출력 목록의 좌측 맨끝 파란박스를 더블클릭하면 해당 출력이 체크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 [모두 선택] 버튼을 누르면 모든 컨트롤 출력이 체크표시와 함께 표시됩니다.

- T[모두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체크표시가 모든 컨트롤 출력에서 삭제됩니다.

4) [900 모듈]: CD 또는 카세트 플레이어와 같은 음악기기를 연결할 경우 선택합니다.

  이름 입력과 모듈 선택 화면이 디스플레이됩니다.

  사용가능 모듈: M-01F, M-01M, M-01P, M-01S, M-01T, M-03P, M-51F, M-51S, M-51T, M-61F, M-61S,  

         M-61T, U-01F, U-01P, U-01R, U-01S, U-01T, U-03R, U-03S, U-61S 및 U-61T

•  식별 사운드 소스명을 입력합니다.

•  사용할 900 모듈을 선택합니다.

•   BGM 방송용 사운드 소스를 사용할 경우, [BGM용으로 이 사운스 소스 사용]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합니다.

7단계. 슬롯 1 – 8 설정을 완료한 후,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을 닫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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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리모트 마이크로폰 속성 설정

[VX Properties] 화면이 닫힐 때, [VX-200XR]에 설정된 입력모듈이 존재하는 경우, [RM Properties] 창이 열립니다. 여기에 사용할 리

모트 마이크로폰 유형, 방송유형, 확장유닛수 및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참고 

RM 속성화면의 [Main Unit] 탭을 클릭하면 다음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본 RM 기능키 설정은 구성 설정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

니다.”

리모트 컨트롤 유닛 각각의 키에 기능을 지정할 경우 [Main Unit] 탭을 클릭합니다.

VX-2000 슬롯에 지정된 모듈 유형이 화면에 디스플레이되고 리모트 마이크로폰, 사운드 소스 및 연결된 그밖의 다른 기기의 아이콘이 

[VX-2000] 란 좌측에 디스플레이됩니다.

1단계. 필요한 경우, [RM Name] 박스에 이름을 입력합니다.

2단계. RM-200XF 또는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선택합니다.

 •  RM-200X를 선택할 경우, [유형]을 [일반] 또는 [긴급]으로 지정합니다.

 •  RM-200XF를 선택할 경우, [유형]은 [긴급]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3단계. 기능키 수를 증가시키려면, 확장 유닛수를 선택합니다.

4단계. 필요한 경우,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패스워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OFF]를 선택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할 경우 [ON]을 선택합니다.

 [패스워드] 박스에 숫자 1 - 5로 구성되는 4-자리 숫자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참고

 패스워드를 설정한 경우, 패스워드 없이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패스워드 입력에 대하여는 p.5-2 참조.

5단계. 동일한 방법으로 그밖의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RM 속성]을 설정합니다.

 타이틀 바를 클릭하여 창을 활성화한 다음 설정을 실행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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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오픈된 모든 속성창의 변경 데이터가 저장되고 RM 속성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7단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저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RM 속성] 창을 닫습니다. 설정 절차

를 계속하려면,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은 속성 설정으로 되돌아 갑니다.

Tip

메뉴의 [편집 → RM 속성설정 종료]를 선택하여 RM 속성창 모두를 동시에 닫을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유닛 ID 번호]

•  리모트 마이크로폰 아이콘 좌측에 나타난 숫자는 유닛 ID 번호를 말합니다. [긴급] 방송 유형으로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유닛 ID 번

호는 적색으로 디스플레이되고 [일반]으로 설정된 것들은 파란색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RM-200XF 또는 RM-200X 유닛 ID 번호는 유닛의 DIP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기 유닛 ID 번호와 연결이 구성화면상의 것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P.8-3, 유닛 ID 번호 설정, 참조.

[VX-2000SF 구성 변경 위한 팝업 메뉴 조작]

사운드 소스 및 입력모듈 삭제와 BGM으로 사운드 소스 사용여부 또한 구성 화면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변경은 해당 기기

블록 위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해당 작업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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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리모트 마이크로폰 (RM) 유닛 확장

하나의 입력모듈에 2 또는 그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00X와 RM-200XF)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확장할 리모트 마이크로폰 아이콘 위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단계. 메뉴의 [RM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RM 속성] 창이 열립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모델 번호, 방송유형, 확장 유닛수 및 패스워드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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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RM 속성] 창이 닫히고 추가한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첫번째 리모트 마이크로폰 아이콘 좌측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참고

•  확장한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유닛이 놓일 위치에 따라 ID 번호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차후 ID 번호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 모두의 ID 번호를 일치시키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ID 번호가 변경되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하드웨어 

ID 번호를 리셋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유닛 ID 1에 추가할 경우, 새로이 추가한 유닛은 Unit ID 2로 지정되고, 유닛 ID 2의 초기 유닛은 유닛 

ID 3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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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도해에서 삭제될 경우, 하위 유닛의 ID 번호가 자동으로 재지정되어 상실된 ID 번호의 계속성을 보충합니다. 소프

트웨어와 하드웨어 양쪽 모두의 ID 번호를 일치시키려면, 반드시 소프트웨어 ID 번호가 변경되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하드웨어 ID 번호

를 리셋해야 합니다.

 삭제할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도표의 좌측 맨끝에 있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유닛 ID 3의 유닛이 삭제될 경우, 유닛 ID 4의 

초기 유닛은 유닛 ID 3으로 변경되어 부족한 번호의 계속성을 보충합니다.

•  시스템마다 RM-200X와 RM-200XF 총 최대 8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유닛에 연결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긴급용 사용으로 지정: RM-200XF 와 RM-200X 총 최대 유닛 5대

 일반 사용으로 지정: RM-200X에 한하여 유닛 최대 8대

2가지 상이한 연결방법: 

하나는 개개의 유닛을 각각의 모듈에 연결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유닛을 단일 모듈에 연결하는 방법.

[그밖의 다른 메뉴에 관하여]

•  RM 삭제: 지정한 시스템 구성에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제거합니다.

• 복사: 설정내용을 복사합니다.

•  붙이기: 복사한 설정내용을 다른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붙여 넣습니다.

•  RM 속성: RM 속성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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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전자적 보이스 파일 (EV) 유닛 메시지 유형

구성화면의 [EV] 버튼을 클릭하면 [EV 메시지 설정] 창이 열립니다.

[단일  EV 유닛을 사용할 경우]

1단계. 원하는 EV 메시지를 클릭하면 선택한 라인이 하이라이트됩니다.

2단계. [EV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EV 메시지 설정] 창을 닫습니다.

[2대의 EV 유닛을 사용할 경우]

1단계. 원하는 EV 메시지명을 클릭하면 선택한 라인이 하이라이트됩니다.

2단계. [EV 메시지 유형]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EV 메시지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EV 메시지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선택하여 다시 이름을 입력한 다음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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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모니터 설정

1단계.  배터리 체크 간격을 설정합니다.

  충분한 타임 간격을 설정하여 실드 리드 백업저장(Sealed Lead Backup Storage) 배터리의 충전전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1-1. 구성화면의 [모니터]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니터 설정] 창이 열립니다.

 1-2. 배터리 점검을 위한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 [없음] : 시스템이 예비 배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선택합니다.

  • [4시간] : EN 54-4의 경우 4시간마다 배터리를 체크합니다.

  • [매일] : 매일 배터리를 체크합니다.

  • [주간] : 지정한 날 매주 배터리를 체크합니다.

  • [월간] : 지정한 매월 지정한 일자에 배터리를 체크합니다.

  참고

  •  29, “30,” 또는 “31”이 선택될 경우, 다음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지정한 일자가 월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매월 마지막날에 체크됩니다.”

     예를 들어, “30”일이 설정될 경우, 배터리 체크는 2월 28 또는 29일 또는 그밖의 다른 달 30일에 실행됩니다.

2단계. AC 전원 고장중의 시스템 모니터링 타임간격을 설정합니다.

 2-1. 모니터링 간격을 설정합니다.

  1시간 단위로 매 1 - 24시간마다 한번 또는 1분 단위로 1 - 60분 마다 한번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2. 설정을 완료하고 나서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모니터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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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스템 설정 모드

메뉴에서 [편집 → 시스템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툴바의 ‘
 
‘ 버튼을 번갈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를 시스템 설정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방송 속성, 초기 사운드 볼륨 및 이퀄라이저를 설정합니다.

8.1. 방송 우선권 설정

구성화면의 우선권 버튼을 클릭하면, [우선권 설정] 창이 열립니다. 방송 속성은 내용에 따라 사전 결정됩니다.

방송 우선권은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순서로 배열됩니다: [긴급 RM 안내방송], [긴급 EV 메시지], [일반-목적의 방

송] 및 [BGM]. 개별 방송 컨텐츠 우선권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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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긴급 RM

우선권 설정 창이 열리면, 긴급 RM 우선권 디스플레이 화면이 나타납니다.

[긴급 RM] 설정 창에, [RM 속성] 창에서 [긴급/일반 목적]으로 설정된 리모트 마이크로폰들이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든 마이크로폰은 

처음에는 동일한 우선순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1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위로 (  )와 아래로 (  ) 버튼을 눌러 변경합니다. 

2단계. 하나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동일한 우선순위가 지정될 경우, 방송이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FIFO](first in, 

first out : 선입선출) 또는 [LIFO] (last in, first out 후입선출) 방식의 우선권 설정을 선택합니다.

 • FIFO:  우선권은 첫번째로 행해진 방송에 주어집니다. 첫번째 리모트 마이크로폰 방송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의 다른 리

모트 마이크로폰 방송은 행할 수 없습니다.

 • LIFO:  우선권은 가장 최근 방송에 주어지고, 현재 진행중인 리모트 마이크로폰 방송을 오버라이드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8. 시스템 설정 모드



7-32

8.1.2. 긴급 EV

[긴급 EV] 버튼을 클릭하면 [EV 메시지 설정] 창에 설정된 긴급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긴급 메시지 우선권은 사전결정되어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이들 우선권은 다음처럼 우선권이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배열됩니다: [리셋], [유도] 및 [경고].

몇개의 동일한 유형의 긴급 메시지를 가질 수 있지만, 이들의 우선순위가 동일하더라도, 동시 방송이 행해질 경우 항상 후입선츌(LIFO) 

방식에 기초하여 방송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8. 시스템 설정 모드



7-33

8.1.3. 일반 (일반-목적의 방송)

[일반] 버튼을 클릭하면 [RM 속성] 창에 한하여 일반-목적의 방송으로 설정된 모든 리모트 마이크로폰, 일반목적의 EV 메시지 및 

BGM*으로 설정되지 않은 사운드 소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모든 것은 처음에는 동일한 우선순위로 디스플레이됩니다.

* 900 모듈 설정창의 “이 소스 BGM으로 사용” 체크박스에 체크표시 하지 않은 경우, 사운드 소스 방송이 BGM 소스보다 우선합니다.  

   VX-2000 입력 슬롯 설정에 대하여는 p.7-21 참조.

1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 일반-목적의 메시지, 또는 사운드 소스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위로 (  )와 아래로 ( ) 버튼을 눌러 변

경합니다.

2단계. 하나 이상의 사운드 소스에 동일한 우선순위가 지정될 경우, 방송이 동시에 행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FIFO](first in, first 

out : 선입선출) 또는 [LIFO] (last in, first out 후입선출) 방식의 우선권 설정을 선택합니다.

 • FIFO: 우선권은 첫번째로 행해진 방송에 주어집니다. 첫번째 올-존 콜 방송이 완료될 때까지 이후 방송은 행할 수 없습니다.

 • LIFO:  우선권은 가장 최근 방송에 주어지고, 현재 진행중인 리모트 마이크로폰, 일반-목적의 메시지 또는 사운드 소스 방

송을 오버라이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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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BGM

[BGM] 버튼을 클릭하면 [VX 속성] 창에 설정된 BGM 사운드 소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BGM은 상이한 여러 존으로 방송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BGM 방송간에는 우선권 지정은 없습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우선권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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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초기 볼륨 설정

구성 화면의 [초기 볼륨] 버튼을 클락하면 [초기 볼륨 설정] 창이 디스플레이됩니다.

8.2.1. 초기 소스입력 볼륨 설정

모든 사운드 소스 모듈의 초기 사운드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창 좌측에 소스 콤포넌트 이름이 디스플레이됩니다.

1단계. 초기 볼륨을 설정할 콤포넌트 이름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라인이 하이라이트됩니다.

2단계. 상단 볼륨 컨트롤 노브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초기 볼륨을 설정합니다. 

 사운드 볼륨은 1 dB 단계로 0에서 –21 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정은 볼륨 셀에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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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초기 출력 볼륨 설정

출력존은 창 우측에 디스플레이됩니다.

1단계. 설정할 존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존 라인이 하이라이트됩니다.

2단계. 상단 볼륨 컨트롤 노브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초기 볼륨을 설정합니다.

 사운드 볼륨은 1 dB 단계로 0에서 –21 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설정은 볼륨 셀에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적용] 버튼을 눌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초기 볼륨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온라인으로 연결할 경우, [초기 볼륨 설정] 창의 [보내기] 버튼을 눌러 초기 볼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스템을 설

치하는 동안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고 볼륨을 적정한 초기 레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p.10-15 참조.

[초기 볼륨을 설정하기 위한 팝업 메뉴 조작]

[초기 볼륨 설정] 창은 해당 기기 불록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초기 볼륨]을 선택하여 구성화면에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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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퀄라이저 설정

VX-200SP 또는 VX-200SZ 고장탐지모듈에 마운트할 VS-200SE 이퀄라이저 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구성화면의 [EQ] 버튼을 클릭합니다.

 [EQ 설정] 창이 디스플레이됩니다. [SF 속성] 창에 이퀄라이제이션이 설정된 출력존이 창 좌측에 디스플레이됩니다.

2단계. 이퀄라이제이션이 설정될 앰프 출력존 이름을 클릭하면 선택된 전체가 하이라이트됩니다.

3단계. 이퀄라이저를 설정합니다. 

 볼륨 컨트롤 노브를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중심주파수(centre frequency) 각각의 게인을 설정합니다. 2 dB 단계로 ±12 dB 

가변 범위내에서 값 옆에 위치한 올림(  )과 내림(  ) 버튼을 클릭하거나 수치값을 직접 입력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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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든 출력에 대한 이퀄라이저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EQ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  온라인으로 연결할 경우, [EQ 설정] 창의 [보내기] 버튼을 눌러 특성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스템을 설치하는 동안 사운

드를 출력할 수 있고 이퀄라이제이션을 적정한 초기 레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p.10-16 참조.

•  EQ 설정 또한 2가지 저장 설정의 메모리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A와 B이며, 최적 설정은 메모리 A 또는 B를 리콜하여 사운드를 현재 설정

값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차트위에서 클릭하면 아래 그림의 주파수 특성 차트에 겹쳐 보이는 플로팅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등록 (메모리 A, 메모리 B): 메모리 A에서 설정값을 리콜합니다.

· 메모리 A 읽음: 메모리 A에서 설정값을 리콜합니다.

· 메모리 B 읽음: 메모리 B에서 설정값을 리콜합니다.

· 바이패스: 이퀄라이저를 바이패스합니다.

· 플랫: 이퀄라이저 설정값을 플랫 특성값으로 되돌립니다.

[EQ 설정을 위한 팝업 메뉴 조작]

또한 [EQ 설정] 창은 해당 기기 불록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나타나는 팝업 메뉴에서 [EQ 설정]을 선택하여 구성화면에 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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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동 설정 모드

메뉴에서 [편집 → 작동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작동설정 모드는 툴바의 (  )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방송, 일반-목적의 방송패턴 및 고장출력패턴 설정 또한 여기서 행할 수 있습니다.

9.1. 긴급방송 설정

구성화면의 [긴급]을 클릭하면 [긴급 설정] 창이 디스플레이됩니다.

9.1.1. EV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긴급 출력] 설정 컨텐츠가 나타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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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긴급 상황에서 활성화할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  컨트롤 출력 목록의 좌측 맨 끝 판란 영역을 더블 클릭하여 선택 영역에 체크표시를 나타냅니다.

 •  [모두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컨트롤 출력의 체크표시가 나타납니다.

 •  [모두 지우기]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컨트롤 출력에서 모든 체크표시가 사라집니다.

2단계.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EV 유닛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퀀스 설정과 긴급방송패턴 설정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긴급 마이크로폰 작동]이 “계속” 또는 “무음” 어느 것으로 설정되던 간에 기본적인 EV 방송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용 소

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후 방송은 종료됩니다.

9.1.2. EV 유닛 1대만 사용할 경우

[긴급 설정] 창이 열리면 긴급방송패턴 최대 50개까지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포스트 긴급 마이크로폰 작동]을 설정합니다.

 • [계속]:  지정한 존(들)으로 행한 오리지널 EV 방송이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종료된 후 복원됩니다.

 • [무음]:  오리지널 EV 방송이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종료된 후 복원되지 않습니다.

2단계.  [긴급 시퀀스]를 설정합니다.

 2-1. 단계 1 EV 메시지에 “경고” 또는 “유도”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2. 단계 1의 메시지 방송 지속시간을 선택합니다. (분 단위로 1 - 20 분 또는 계속).

 2-3. 단계 2 EV 메시지에 “경고” 또는 “유도”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참고: 단계 1의 방송 지속시간이 “계속”으로 설정되면, 단계 2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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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긴급 방송 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3-1. 단계 1 방송에 출력존과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3-2. 창의 컨텐츠 부분의 [단계 2]를 클릭하면 관련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패턴 목록에 패턴명이 나타납니다. 패턴명은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름을 명명하기 위해 라인을 선택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긴급 출력]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긴급상황에 사용할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5단계. 설정 완료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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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V 유닛 2대를 사용할 경우

[긴급 설정] 창이 열립니다. 

여기서, 최대 경고패턴 50개 유도패턴 5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포스트 긴급 마이크로폰 작동]을 설정합니다.

  • [계속]:  지정한 존(들)으로 행한 오리지널 EV 방송이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종료된 후 복원됩니다.

  • [무음]:  오리지널 EV 방송이 비상용 소방마이크로폰 안내방송이 종료된 후 복원되지 않습니다.

2단계.  긴급설정패턴을 실행합니다. [경고] 패턴(들)을 설정합니다.

 2-1. EV 메시지를 위해 “경고”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2-2. 경고 메시지가 방송될 출력존을 선택합니다.

  패턴 목록에 패턴명이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명명하기 위해 라인을 선택한 다음 

다시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3. 경고 메시지 방송중 활성화할 컨트롤 출력(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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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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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유도] 패턴(들)을 설정합니다.

 3-1. [유도 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3-2. EV 메시지에 “유도”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3-3. 유도 메시지가 방송될 출력존(들)을 선택합니다.

  패턴명은 패턴 목록에 나타납니다. 패턴명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4. 유도 메시지 방송중 활성화할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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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긴급 출력]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긴급 모드에서 활성화할 컨트롤 출력(들)을 선택합니다.

5단계.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긴급 설정] 창을 닫습니다.

참고: 2대의 EV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 긴급 시퀀스 설정은 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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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패턴 만들기

컨트롤 출력, 사운드 및 개별 방송의 패턴을 만듧니다.

만든 패턴은 리모트 마이크로폰, 컨트롤 입력 또는 내부 타이머로 지정되고 활성화됩니다.

활성화 설정 모드로 패턴 지정에 관하여는 p.7-52 참조.

[패턴 설정] 창은 구성화면의 [패턴] 버튼을 클릭하여 오픈할 수 있습니다.

9.2.1. 컨트롤 출력 연동 패턴

컨트롤 출력 연동 패턴은 최대 5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When the Pattern Settings window opens, the Control Output Interlock Patterns display will appear. Create the con-

trol output patterns to be activated by the control input, Remote Microphone or internal timer.

 새로이 만들어진 패턴명이 컨트롤 출력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필요한 경우, 패턴명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

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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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차단 방송 패턴

차단 방송 패턴은 최대 5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차단방송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컨트롤 입력 또는 타이머에 의한 차단방송으로서 사운드 소스, 출력존 및 컨트롤 출력 조합이 활성화되도록 설정합니다.

 2-1. 사운드 소스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소스 메뉴에 VX-2000 입력 소스가 디스플레이됩니다. (그러나, 리모트 마이크로폰 방송은 패턴설정 필요없이 존을 

선택하여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소스 풀-다운 메뉴에 열거되지 않습니다.)

 2-2. 출력존을 선택합니다.

  패턴명이 차단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

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3.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차단 방송중 활성화되도록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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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V 방송패턴

EV 방송패턴은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EV 방송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컨트롤 입력 또는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활성화되도록 EV 메시지, 출력존 및 컨트롤 출력 조합을 설정합니다.

 2-1. EV 메시지를 선택합니다.

  EV 유닛에 프로그래밍된 일반-목적의 메시지가 디스플레이됩니다.

 2-2. 출력존을 선택합니다.

  패턴명이 EV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

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3.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EV 방송중 활성화되도록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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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기본 패턴

기본 패턴은 최대 2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기본 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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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편집]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 패턴 설정] 창이 오픈됩니다.

3단계.  컨트롤 입력,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내부 타이머에 의하여 활성회되도록 사운드 소스(BGM으로 설정됨)와 출력존(들)의 

조합을 선택합니다.

 3-1. 각 사운드 소스의 출력존을 설정합니다.

 3-2.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패턴] 창을 닫습니다.

  패턴명이 기본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

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사운드 소스에 지정된 출력존(들)은 컨텐츠 란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운드 소스를 변경하여 출력존 디스플레이를 변

경할 수 있습니다.

 3-3. 기본 패턴 방송중 활성화되도록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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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볼륨 패턴

볼륨 패턴은 최대 156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볼륨 패턴]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볼륨 패턴 대상을 선택합니다.

  대상 볼륨패턴의 “출력” 또는 “입력” 볼륨을 선택합니다.

[입력볼륨을 작동할 경우]

 2-1. [입력]을 선택합니다.

 2-2. 원하는 경우, 변경해야 할 볼륨의 사운드 소스를 선택합니다.

  패턴명이 볼륨 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

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력볼륨을 작동할 경우]

 2-1. [출력]을 선택합니다.

 2-2. 볼륨을 변경해야 할 출력존을 선택합니다.

  패턴명이 볼륨 패턴 목록에 디스플레이됩니다. 패턴명 또한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

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 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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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고장 출력패턴 만들기

최대 315개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성화면의 [고장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고장출력패턴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1단계. [고장 소스]를 알아냅니다.

 우측 설정 컨텐츠 화면에서 기기, 파워앰프, 스피커 및 전원 탭을 각각 클릭하여 모니터 대상 고장 소스를 선택합니다.

 고장 소스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고장출력패턴 목록에 패턴명이 나타납니다. 고장출력패턴명은 원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으

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연동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출력] 메뉴에서 컨트롤 출력을 선택합니다.

3단계. 설정완료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고장출력패턴설정]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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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활성화 설정 모드

메뉴의 [편집 → 활성화 설정모드]를 선택합니다.

툴바의 [  ] 버튼을 클릭하여도 활성화 설정 모드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곳에서,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와 설정된 컨트롤 입력 및 내부 타이머에 기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0.1.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지정 

긴급방송, 패턴 및 고장출력패턴 설정에서 만들어 놓은 패턴을 단순히 리콜하는 일 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 아이콘에 우측 마우스 버튼을 데고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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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RM 속성”을 선택하면 [RM 속성] 키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3단계. 나타난 리모트 컨트롤 유닛 그림에서 기능키 가운데 하나를 클릭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키 설정]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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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기능을 지정할 키를 선택합니다.

 기능키 이름 또한 변경할 수 있으며,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단계. 기능을 선택합니다.

[지정가능한 기능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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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키에 설정된 기능 없습니다.

기본패턴변경 [패턴 설정]에 설정된 기본패턴으로 방송합니다.

기본패턴종료 기본패턴방송에 한하여 중단합니다.

컨트롤출력연동 [패턴 설정]에 설정된 컨트롤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오디오 모니터 리모트 마이크로폰 모니터 스피커로 모니터할 단일 존을 선택합니다.

볼륨 올림/내림 [패턴 설정]에서 설정된 볼륨패턴의 사운드 볼륨을 변경합니다. 볼륨레벨은 키를 누를 때마다 매번 3dB씩 변화합니다.

고장출력수신 고장 징후를 확인한 후 키를 누르면 부저가 멈추고 고장인디케이터 라이트는 켜짐-고정상태로 변화됩니다.
([고장출력패턴설정]에서 만들어진 패턴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고장인디케이터가 점멸하고 부저가 울립니다.)

고장출력리셋 고장상태를 지우고 고장 인디케이션 모드를 나갑니다.
(고장 인디케이터 램프 꺼지고 부저가 멈춤)

긴급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일반" 유형이 설정될 경우]
(일반-목적의 방송에 한함)

긴급 활성화와 관련된 기능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 모드가 시작됩니다.
[긴급 설정]에서 설정된 패턴 또한 리콜하여 방송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긴급" 유형이 설정될 경우]
(긴급 및 일반-목적의 방송 모두의 경우)

• 긴급 활성화:   긴급 모드가 시작됩니다. [긴급 설정] 창에서 설정된 패턴 또한 리콜하여 방송할 수 있습니다.
• 긴급 경고: 경고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 긴급 유도: 유도 메시지를 리콜합니다.
• 긴급 리셋: 긴급 모드를 통상 모드로 복원합니다.
 리셋 메시지 또한 리콜할 수 있습니다.
• 무음: EV 메시지가 중단됩니다.

존선택 이 곳에서 선택된 존의 방송이 사전 선택됩니다.

모두 모든 존의 방송이 사전 선택됩니다.

지우기 사전 선택을 취소합니다.

토크 마이크로폰에서 안내방송을 행할 경우 누릅니다.
참고 
•  토크키 작동은 다음 2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PTT: 스위치를 누르는 동안 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Lock: 스위치를 누르면 마이크로폰이 켜지고 마송을 해앟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마이크로폰은 꺼집니다.
  타이머를 분단위로 1 - 20분 동안 설정하여 사용자가 마이크로폰을 끄는 일을 잊을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로폰

이 꺼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안내방송 차임과 포스트 안내방송 차임 또한 이같은 설정으로 작동을 하게하거나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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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6단계. 설정 완료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저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기능키 설정] 창을 닫습

니다.

7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 유닛 RM-210을 설정하려면, 적합한 [확장 유닛] 탭을 클릭합니다.

 상기 Step 3 - 6을 반복하여 유닛의 기능키에 기능을 지정합니다.

Tips

•  RM 속성 화면의 [라벨 인쇄]를 클릭하면 설정된 기능키 이름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음, 인쇄한 이름은 해당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

는 확장 유닛용 라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쇄된 이름은 화면의 기능키 이름란의 라인공급 위치에 더블 슬래쉬(“//”)를 입력하여 라벨에 2 또는 3줄로 서식을 만들수 있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일반 EV 일반-목적의 EV 메시지에 접근합니다.

차임 내부 차임을 특정 메시지와 방송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램프 테스트* 램프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이모트 마이크로폰 부저가 계속 울리고 VX-2000과 VX-2000SF 전면 패널의 각 결함 인디케
이터가 빛을 발합니다. 테스가 끝나면 자동으로 초기 상황으로 복원됩니다.

부저 멈춤* 이 기능을 기능키에 지정하면 긴급 방송시 부저를 울릴 수 있으며, 이 기능을 사용하여 부저를 멈춥니다.

패스워드 잠금* 패스워드가 잠긴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작동하게 합니다.
해당 키에 기능을 지정할 경우 패스워드 입력후 작동 시간제한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스워드 입력 상태에서는 램프 테스트키와 고장출력수신키에 한하여 작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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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컨트롤 입력 설정

구성화면의 컨트롤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컨트롤입력설정] 창을 엽니다. 긴급, 패턴 및 고장출력패턴설정 이외의 여러가지 다양한 기

능을 컨트롤 입력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컨트롤 입력 목록에서 기능이 지정될 컨트롤 입력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입력명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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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설정 컨텐츠에서 컨트롤 입력의 지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지정 가능한 기능 개요]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1 또는 그 이상이 설치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설정 완료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컨트롤 입력 설정] 창을 닫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없음 컨트롤 입력에 지정된 기능이 없습니다.

차단 방송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차단 방송 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EV 방송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EV 방송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기본 패턴 변경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기본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기본 패턴 멈춤 기본 패턴 방송만을 중단합니다.

컨트롤 출력 연동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컨트롤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오디오 모니터 모니터할 존 하나를 선택합니다.

볼륨 올림/내림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볼륨패턴과 관련된 출력볼륨을 변경합니다.
3, 6, 9, 12, 15, 18 또는 21 dB 단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장출력수신 고장이 확인되고 컨트롤 입력이 활성화되면,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부저가 멈추고 고장인디케이터가 점멸에서 계속 켜짐
상태로 변경됩니다. 컨트롤 입력 활성화와 연동하여 컨트롤 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장출력패턴설정]에서 만들어
진 패턴에 해당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고장 인디케이터가 점멸하고 부저가 울립니다.)

고장출력리셋 고장모드를 지우고 고장 인디케이션 모드를 나갑니다. (모든 고장 인디케이터가 꺼지고 부저가 멈춤)

긴급 활성화 긴급 모드가 시작됩니다. [긴급패턴설정] 창에서 설정된 패턴을 리콜하고 방송 또한 가능합니다.

무음 EV 메시지가 중단됩니다.

긴급 리셋 긴급모드를 일반모드로 리셋합니다.

시간 조정 VX-2000 시간을 가장 근접한 ±30초로 교정합니다.
예: 컨트롤 입력이 00:05:45에 수신될 경우, 시간은 00:06:00으로 조정됩니다.
컨트롤 입력이 00:05:15에 시작될 경우, 시간은 00:05:00로 조정됩니다.

결함 디스플레이 
입력

그밖의 다른 콤포넌트에서 고장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고 RM-200XF, RM-200X, VX-2000 및 VX-2000SF 유닛의 고장인
디케이터를 작동합니다.

외부 결함 CIN* 외부 기기의 고장 데이터를 고장출력패턴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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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타이머 설정

구성화면의 [타이머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머 설정] 창이 열립니다.

10.3.1. 일일 프로그램

최대 10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창의 “컨텐츠” 섹션에 시작과 종료 시간을 설정합니다.

 마우스를 파란색 수직바로 이동하면 “ ” 인디케이터가 나타납니다. “ ” 마크가 표시된 바를 “잡고” (좌측 마우스 버튼

을 누르며) 그런 다음 좌측 또는 우측으로 당겨 타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시간 또한 직접 수치값을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이벤트를 설정합니다.

 [없음] 우측의 [  ]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설정] 창이 열립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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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설정 완료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값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이벤트 설정] 창을 닫습니다.

 [타이머 설정] 창에 설정된 이벤트 및 패턴 이름이 디스플레이되고 일일 프로그램 목록에 프로그램명이 디스플레이됩니다.

 프로그램명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Tip:  [소트] 버튼을 클릭하면 시간순서대로 일일 프로그램에 설정된 이벤트가 분류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없음 설정된 것이 없습니다.

차단 방송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차단방송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EV 방송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EV 방송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기본패턴 변경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기본패턴에 따라 방송합니다.

기본패턴 종료 기본패턴 방송만을 중단합니다.

컨트롤 출력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컨트롤 출력을 활성화합니다.

볼륨 올림/내림 [패턴 설정] 창에 설정된 볼륨패턴에 기초하여 방송의 출력볼륨을 변경합니다.
3, 6, 9, 12, 15, 18 또는 21 dB 단계로 볼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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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주간 프로그램

일일 프로그램에 만들어 놓은 일일기반 프로그램을 각 요일에 지정하여 전체 주간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주간 프로그램]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일일 프로그램에 만들어 놓은 방송 설정값을 해당 요일 각각에 지정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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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휴일 프로그램

휴일같은 제한된 시간 동안만 방송할 일일 프로그램 또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40개의 휴일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단계. [휴일 프로그램]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시작일을 설정합니다.

 •  칼렌더 창 상단 구석에 위치한 [  ]과 [  ]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하고 시작일의 월과 년을 설정합니다.

 •  Click on the start date.

3단계. 같은 방법으로 종료일을 설정합니다.

4단계. 일일 프로그램에서 휴일중 사용할 방송 설정을 선택합니다.

 프로그램명이 [프로그램] 목록에 나타나고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인을 선택하여 이름을 다시 명

명하고 다시 라인을 클릭하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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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썸머타임

썸머타임 기간중 1시간씩 시각을 앞당깁니다. 썸머타임 기간은 PC 소프트웨어 또는 VX-2000 일광 절약 스위치 설정을 사용하여 설정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썸머 타이머] 탭을 클릭합니다.

2단계. [수동 썸머타임 설정]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3단계. 시작 일시를 설정합니다.

 •  월 지시값의 우측 [  ]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여 썸머타임 시작월을 설정합니다.

 •  시작 날짜를 설정합니다.

 •  시작 시간을 설정합니다.

4단계. 동일한 절차로 종료 일시를 설정합니다.

5단계. 모든 설정을 완료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타이머 설정] 창을 닫습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0. 활성화 설정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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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쇄출력 설정 데이터

1단계. 메뉴의 [파일 → 인쇄]를 선택합니다. 

 [인쇄출력] 창이 열립니다.

2단계. [인쇄 정보 선택] 메뉴에 인쇄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인쇄출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대의 EV 유닛이 사용될 경우
*2  2대의 EV 유닛이 사용될 경우

3단계. [인쇄] 버튼을 눌러 인쇄합니다.

제7장:  PC 소프트웨어 오프라인 설정
11. 인쇄출력 설정 데이터

항목 인쇄출력 컨텐츠

시스템 설정 일반 시스템 정보

VX 속성 설정 VX 속성

VX 슬롯 설정 사용 가능한 입력모듈 목록

SF 속성 설정 SF 속성

SF 슬롯 설정 사용 가능한 SF 모듈 목록

RM 속성 설정 RM 속성 목록

컨트롤 출력명 설정 컨트롤 출력명 목록

EV 메시지 설정 EV 메시지 목록

우선권 설정 우선권 설정 목록

초기 소스 볼륨 설정 초기 소스 볼륨 목록

초기 출력 볼륨 설정 초기 출력볼륨 목록

EQ 설정 개별 이퀄라이저 설정 목록

긴급 시퀀스 설정*1 긴급 시퀀스 설정

경고 방송패턴 설정*2 경고 방송패턴 라우팅

유도 방송패턴 설정*2 유도 방송패턴 라우팅

긴급방송패턴설정 긴급방송패턴 목록

긴급출력패턴 설정 긴급 컨트롤 출력명 목록

컨트롤 출력패턴 설정 컨트롤 출력 연동패턴 목록

차단 방송패턴 설정 차단 방송패턴 목록

EV 방송패턴 설정 EV 방송패턴 목록

기본패턴설정 기본 패턴 라우팅

볼륨 패턴 설정 볼륨 패턴 목록

고장출력패턴 설정 고장 출력설정 패턴목록

RM 기능키 설정 각 RM 기능키에 지정된 기능

컨트롤 입력설정 컨트롤 입력

일일 프로그램 설정 시간 및 활성화 패턴

주간 프로그램 설정 활성화할 요일과 일일 프로그램

휴일 프로그램 설정 활성화할 기간과 일일 프로그램

로그 목록 VX 로그파일

시스템 구성 시스템과 연결에 사용된 모든 기기 

RM 기능키 라벨 RM-200XF/200X/210에 사용된 RM 기능키 이름 라벨



제 8 장 

설치와 설정 절차

( 하드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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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일부 설정에는 기기 패널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의 내부 콤포넌트에 신체가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또는 모듈을 

제거하거나 삽입할 경우 시스템 전원 스위치는 꺼져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전원 스위치 Off에 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1. DIP 스위치 설정

1.1.1. DIP 스위치 기능

[RM-200X 및 RM-200XF 공통 기능]

[RM-200XF에 한하여 사용 가능한 기능]

스위치 No. 1 2 3 4 5 6

기능 유닛 ID No. 설정 레벨 미터 모드 ON/OFF 압축 ON/OFF

스위치 No. 7 8

기능
긴급 버튼
작동가능/작동억제

기능키 2
작동가능/작동억제

주의



8-3

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1.2. 유닛 ID 번호 설정 (스위치 1 – 4)

•  최대 8대의 RM-200X 및 RM-200XF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유닛 연결에는 다음 사항이 제한됩니다:

 긴급용으로 지정:    RM-200XF 및 RM-200X 총 최대 4대의 유닛

 일반용으로 지정:    RM-200X에 한하여 최대 8대의 유닛

•  연결된 각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유닛 ID 번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유닛 ID 번호는 PC

로 설정한 것과 동일해야 하고 ID 번호는 PC 화면 리모트 마이크로폰 심볼 상단 좌측이 

나타납니다.

•  ID 번호는 공장출하시 "1"로 설정됩니다.

[유닛 ID 번호 설정]

참고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정값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러한 유효하지 않은 설정에 의한 작동은 보장할 수 없

습니다. 반드시 상기 나타난 모든 위치로 각 스위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1 2 3 4 RM-200XF RM-200X

1 ON OFF OFF OFF

2 OFF ON OFF OFF

3 ON ON OFF OFF

4 OFF OFF ON OFF

5 ON OFF ON OFF

6 OFF ON ON OFF

7 ON ON ON OFF

8 OFF OFF OFF ON

스위치 No.

유닛 ID 번호

[PC 화면의 리모트 마이크로폰]

유닛 ID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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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1.3. 레벨 미터 모드를 사용한 마이크로폰 입력감도 조정 (스위치 5)

레벨미터 모드를 ON으로 설정하면 리모트 마이크로폰 레벨 미터 LED는 마이크로폰에서 안내방송이 행해지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 시

그널 레벨을 나타냅니다. 마이크로폰 입력감도는 LED 레벨 인디케이션을 주시하면서 마이크로폰에 대고 말하여 정확히 조정할 수 있

습니다. 안내방송용으로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 LED는 통상의 인디케이션 역할을 제공합니다 (즉, 프로그래밍된 기능

키 작동)

1단계. 레벨 미터 모드(스위치 5)를 ON으로 설정합니다.

2단계. 마이크로폰에 대고 말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레벨 미터 LED는 입력 시그널 레벨을 나타냅니다.

올바른 레벨

3단계. 마이크로폰 입력감도는 레벨미터 LED가 녹색빛을 발하도록 마이크로폰 볼륨 컨트롤을 이용하여 조정합니다.

4단계. 레벨 미터 모드를 다시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  실제 시스템 작동중 모드를 꺼짐으로 설정합니다.

•  레벨 미터 모드는 공장출하시 켜짐으로 설정됩니다.

LED 인디케이션 색상 입력 시그널 레벨

적색빛을 발합니다. 0 dB 이상

녹색빛을 발합니다. –20 ~ 0 dB

꺼짐 –20 d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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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1.4. 압축 설정 (스위치 6)

압축 써킷이 켜짐으로 설정될 경우, 시끄러운 소리가 폭발하는 중에도 음성 왜곡없이 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압축은 공장출하시 켜

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1.5. 긴급버튼과 기능키2 스위치 작동/작동억제

          (스위치 7과 8 및 RM-200XF에 한함)

긴급버튼과 기능키2 양쪽 기능 모두 공장출하시 "꺼짐"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작동가능)

"켜짐"을 선택하면 긴급버튼 또는 기능키2 작동을 억제하여 인디케이터로서 기능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RM-200XF로부터의 긴급 활성화는 원하지 않고 긴급 모드 인디케이션만 필요로하는 경우 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인디케이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의 경우, p.4-7 참조.

DIP 스위치 설정 기능 작동

7
OFF 긴급버튼은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ON 긴급 버튼은 긴급 활성화를 실행하지 않고 긴급모드의 인디케이션만을 제공합니다.

8

OFF 기능키 2가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ON
기능키 2가 작동되지 않지만, 지정된 기능의 인디케이션을 제공합니다.
예: 기능 "유도 EV 메시지 리콜"이 지정될 경우, 인디케이션은 유도 EV 메시지 방송 상태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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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2. RM-200XF 월 마운팅

[필요한 마운팅 하드웨어]

RM-200XF를 벽에 마운팅하는데 필요한 부품은 액세사리로서 유닛에 포함됩니다.

월 마운팅 브라켓 ................................................................  1 (RM-200XF와 함께 제공됨)

월마운팅 스크루우  ............................................................  2 (RM-200XF와 함께 제공됨)

박스 마운팅 스크루우  .......................................................  2 (RM-200XF와 함께 제공됨)

1단계. 월마운팅 브라켓을 벽에 부착합니다.

•  구조적으로 유닛과 마운팅 브라켓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위치에 한정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이 전도

  되어 인적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벽에 브라켓을 마운팅할 때, 반드시 최소한 2개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2단계. 부속 9P 플러그인 스크루우 터미널을 배선하고 RM-200XF 바닥면의 링크 터미널에 꽂아 넣습니다.

3단계. RM-200XF 바닥면을 설치된 마운팅 브라켓에 겁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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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월 박스(별도 준비)에 RM-200XF을 설치할 경우, 박스 크기는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최소 폭 300 x 높이 315 mm이어야 합니다.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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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3. 벽에 RM-200XF와 익스텐션 RM-210 어셈블리 마운트하기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익스텐션을 추가하여 RM-200XF를 확장하려면, 옵션 WB-RM200 월 마운팅 브라켓을 사용합니다.

[RM-210 추가에 필요한 마운팅 하드웨어]

RM-210용 마운팅 브라켓은 선택사양의 제품(모델 WB-RM200)으로서 별도로 준비합니다.

RM-210(모델 WB-RM200)용 월마운팅 브라켓 .................................................... 1 (선택사양)

배선 박스용 M3.5 나사  .......................................................................................... 2 (WB-RM200과 함께 제공)

목조벽용 태핑 스크루우 .......................................................................................... 2 (WB-RM200과 함께 제공)

1단계. RM-200XF과 RM-210 월마운팅 브라켓을 벽에 부착합니다.

•  구조적으로 유닛과 마운팅 브라켓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위치에 한정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이 전도

  되어 인적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벽에 브라켓을 마운팅할 때, 반드시 최소한 2개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mm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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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2단계. 벽에 RM-200XF를 마운트합니다.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p. 8-6, "1.2. RM-200XF 월 마운팅하기" 참조.

3단계. RM-210과 함께 제공되는 익스텐션 케이블을 사용하여, RM-200XF 측면 익스텐션 커넥터를 RM-210 측면 익스텐션 커넥터

에 연결합니다.

4단계. RM-210 바닥면을 마운팅 브라켓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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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4. RM-200X 월 마운팅하기

[필요한 마운팅 하드웨어]

RM-200X을 벽에 마운팅하려면, 다음의 부품을 필요로 합니다.

RM-210(모델 WB-RM200)용 월마운팅 브라켓 .................................................... 1 (선택사양)

배선 박스용 M3.5 나사 ........................................................................................... 2 (WB-RM200과 함께 제공)

목조벽용 태핑 스크루우  ......................................................................................... 2 (WB-RM200과 함께 제공)

1단계. WB-RM200 월마운팅 브라켓을 벽에 부착합니다.

 이 경우, 링크 케이블을 브라켓의 노치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  구조적으로 유닛과 마운팅 브라켓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위치에 한정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이 

  전도되어 인적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벽에 브라켓을 마운팅할 때, 반드시 최소한 2개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2단계. RM-200X의 바닥면을 WB-RM200에 겁니다.

3단계. 링크 케이블을 RM-200X 링크 터미널에 꽂아 넣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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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5. 벽에 RM-200X와 RM-210 익스텐션 어셈블리 마운트하기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익스텐션을 추가하여 RM-210XF를 확장하려면 선택사양의 WB-RM200 월마운팅 브라켓을 사용합니다.

[RM-210 추가에 필요한 마운팅 하드웨어]

RM-210용 마운팅 브라켓은 선택사양의 제품(모델 WB-RM200)으로서 별도로 준비합니다.

RM-210(모델 WB-RM200)용 월마운팅 브라켓  ................................................... 1 (선택사양)

배선 박스용 M3.5 나사 ........................................................................................... 2 (WB-RM200과 함께 제공)

목조벽용 태핑 스크루우 .......................................................................................... 2 (WB-RM200과 함께 제공)

1단계. 2개의 WB-RM200 월마운팅 브라켓(RM-200X용 하나와 RM-210용 하나)을 벽에 부착합니다.

•  구조적으로 유닛과 마운팅 브라켓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위치에 한정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닛이 

  전도되어 인적 손상 및/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벽에 브라켓을 마운팅할 때, 반드시 2개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에 계속

단위: mm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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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2단계. RM-200X을 벽에 마운트합니다.

 설치방법에 관하여는 p. 8-10, "1.4. RM-200X 월 마운팅하기" 참조.

3단계. RM-210과 함께 제공되는 익스텐션 케이블을 사용하여, RM-200X 측면 익스텐션 커넥터를 RM-210 측면 익스텐션 커넥터

에 연결합니다.

4단계. RM-210 바닥면을 마운팅 브라켓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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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6. RM-210을 추가하여 RM-200X 확장 (평면에 설치)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익스텐션을 추가하여 RM-200X를 확장하려면, RM-210 익스텐션 케이블과 포함된 연결 브라켓을 사용하

여 2대의 마이크로폰에 연결합니다.

[필요한 하드웨어]

RM-210을 추가하는데 필요한 부품은 유닛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결 브라켓 A  ........................................................ 2

연결 브라켓 B .......................................................... 1

나사  ....................................................................... 12

1단계. RM-200X와 RM-210 양쪽 모두를 뒤집고 이들을 서로 가

까이 밀착시킵니다.. 

참고

•  연결 브라켓 A는 2개의 여유 홈이 있어서, 지정된 나사산이 있는 홈이 손상될 경우 이들 홈을 사용하여 2대의 유닛을 연결합니다.

•  양쪽 유닛이 부정확하거나 느슨하게 연결된 부분이 발견될 경우, 브라켓 고정나사 모두를 풀어 유닛을 분리한 다음 나사를 사용하여 이

들 유닛을 다시 연결합니다.

2단계. 양쪽 유닛을 익스텐션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3단계. 4개의 부속나사(그림, [ ]로 표시된)와 연결 브라켓 

B를 사용하여 양쪽 유닛을 함께 연결합니다.

4단계. 8개의 부속나사 [ ]로로 표시한)와 2개의

 연결 브라켓 A를 사용하여 양쪽 유닛을 단

 단히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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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1. RM-200XF 및 RM-200X 마이크로폰

1.7. 리모트 마이크로폰 네임 라벨 만들기

VX-2000 시스템 설정 소프트웨어 기능을 사용하여, 프리셋된 RM-200XF, RM-200X 및 RM-210 기능키의 지정한 네임을 출력할 수 있

습니다. 출력한 다음, 인쇄된 네임을 가위로 잘라 해당 네임 라벨로 사용합니다. 네임 라벨용 종이는 두께 0.2 mm 이하이어야 합니다.

[네임 라벨 삽입하기]

•  지시된 크기로 자른 네임 라벨을 좁고 긴 틈이 나 있는 라벨 입구에 완전히 삽입합니다.

•  라벨을 제거하려면, 칼날 끝을 이용하여 틈 밖으로 라벨을 당깁니다.

[출력한 RM-200XF 네임라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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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1. VX-2000 상단과 전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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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2. RS-232C 커넥터 위치 변경하기

VX-2000 시스템 매니저 전면 패널 포켓에 위치한 RS-232C 커넥터를 VX-2000 후면패널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상단과 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p.8-15, "2.1. VX-2000 상단과 전면 패널 제거하기" 참조

2단계. 후면에 마운트된 RS-232C 커켁터 용기 위 블랭크 패널을 바깥으로 누른 다음 안쪽으로부터 떼어 냅니다.

6단계. 상단과 전면 패널 모두를 제위치에 놓습니다.

5단계. Step 3에서 제거한 육각형 슬리브를 사용하여 

RS-232C 커넥터를 후면패널에 나사로 고정시킵

니다.

3단계. RS-232C 커넥터를 잡고있는 육각형 슬리브(2개)를 

풀고 RS-232C 커넥터(써킷보드가 부착된 상태로)를 

패널 샤시에서 분리합니다.

4단계. 니퍼로 케이블 타이를 자릅니다.

참고

RS-232C 케이블이 상단 패널과 샤시 사이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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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3. VX-2000 컨트롤 I/O  절연하기

VX-2000 컨트롤 입력과 출력은 포토커플러를 채용하고있어, 외부기기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도록 다음 설정을 하여 절연시킬 수 있습

니다.

1단계. 상단 패널을 제거합니다.

 p. 8-15, "2.1. VX-2000 상단과 전면 패널 제거하기" 참조.

2단계. 설정을 행합니다.

 2-1. 컨트롤 입력 절연하기 

  SW1201 스위치를 외부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 스위치는 공장출하시 내부 위치로 설정됩니다.

 2-2. 컨트롤 출력을 절연하기

  SJP1203을 자릅니다.

3단계.  상단 패널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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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4.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절연 트랜스포머 설치하기

선택사양의 IT-450 절연 트랜스포머를 설치하여 VX-2000 시스템 매니저와 VX-2000SF 감시 프레임 간의 오디오 버스를 절연시킬 수 

있습니다.

VX-2000 내부에 써킷보드를 제거하지 않고 절연 트랜스포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를 시작하기전, 반드시 시스템 전원 스위치는 꺼져있어야 합니다.

전원 스위치 끄기 절차에 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상단 패널을 제거합니다.

 p. 8-15 "2.1. VX-2000 상단과 전면 패널 제거하기" 참조.

2단계. 트랜스포머 보드(OT PCBs)를 제거합니다.

3단계. 트랜스포머 보드에 설치된 점퍼 와이어를 자릅니다.

 (각 OT PCB의 4개의 점퍼 SJP1401 - SJP1404)

4단계. IT-450 트랜스포머를 OT PCB의 위치 T1401과 T1402에 납땝합니다.

5단계. 양쪽 OT PCB를 다시 제 위치에 끼웁니다.

6단계. 상단 패널을 제 위치에 놓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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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5.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EV-200 보이스 안내방송 보드 마운트하기

조립 구성품 일부는 정전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신체가 정전기에 자유롭지 않을 경우 취급하지 마십시오.

1단계. 그림에서와 같이 EV-200 보드의 DIP 스위치가 공장출하시 위치로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EV-200 감시 시그널 출력 (스위치 2) 

EV-200 보드가 오디오 시그널을 재생하고 있지 않을 경우 EV-200 보드는 1 kHz 싸인파 시그널을 VX-2000 시스템 매니저로 

계속해서 전송합니다. VX-2000은 1 kHz 시그널의 존재를 탐색합니다. EV-200이 사용중이 아닌 상태에서 1 kHz 시그널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VX-2000은 보드 고장으로 판단하여 결함 인디케이터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합니다.

2단계. 상단과 전면 패널을 제거합니다.

 p.8-15, "2.1. VX-2000 상단과 전면 패널 제거하기" 참조

 아래 그림은 VX-2000 안쪽 상단 모습입니다. EV1와 EV2 커넥터를 사용하여 EV-200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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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3-1. 단일의 EV-200 유닛을 사용할 경우

  3-1-1.    3-1-1. EV-200과 함께 제공되는 2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VX-2000의 "위치 1"에 EV-200을 마운트합니다.

  3-1-2.     EV-200 CN401 커넥터를 VX-2000 써킷보드의 "EV1" 커넥터 (CN501)에 꽂아 넣습니다.

참고:  CN401를 "EV2" 커넥터(CN502)에 꽂아 넣을을 경우 EV-200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3-2. 2대의 EV-200 유닛을 사용할 경우 

  마운팅 위치는 EV-200에 마운트된 CF 카드에 녹음한 긴급 메시지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치 1에 이어 첫번째로 "위치 2"를 마운트합니다.

 3-2-1. 2개의 부속나사를 사용하여, VX-2000 "위치 2"에 EV-200(유도 메시지)을 마운트합니다. 마운팅 방법에 관하여는 

상기 Step 3-1-1 참조.

 3-2-2. EV-200(유도 메시지)의 CN401 커넥터를 VX-2000 써킷보드 "EV2" (CN502) 커넥터에 꽂아 넣습니다.

 3-2-3. 상기 Step 3-2-1과 동일한 방법으로, VX-2000 "위치 1"에 EV-200(경고 메시지)을 마운트합니다.

 3-2-4. EV-200(경고 메시지)의 CN401 커넥터를 VX-2000 써킷보드 "EV1" (CN501) 커넥터에 꽂아 넣습니다.

4단계.  상단과 전면 패널 양쪽 모두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3단계. EV-200을 마운트합니다.

메시지 유형 마운팅 위치 연결 커넥터

경고 "위치 1" (EV1) CN501

유도 "위치 2" (EV2) CN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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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6. VX-200XI 오디오 입력모듈 DIP 스위치 설정하기

VX-200XI 써킷보드의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입력감도(마이크: –70 dB* 또는 라인: –20 dB*)와 팬텀파워 ON/OFF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0 dB = 1 V

참고

• 입력감도가 LINE으로 설정될 경우, 팬텀파워를 OFF로 설정합니다.

• 입력감도는 공장 출하시 라인으로 설정되고 팬텀파워는 OFF로 설정됩니다.

[DIP 스위치 설정]

1

팬텀 파워

2

입력 감도
스위치 위치

입력감도:  LINE ( –20 dB*)
팬텀파워:  OFF

OFF OFF

입력감도:  MIC (–70 dB*)
팬텀파워:  OFF

OFF ON

입력감도:  MIC (–70 dB*)
팬텀파워:  ON

ON ON

스위치 No.

설정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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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7. VX-200XI 컨트롤과 오디오 입력을 절연처리하기

VX-200XI 컨트롤 입력은 포토커플러를 채용하고 있어, 다음 설정을 통하여 컨트롤 입력을 절연시킬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을 절연처리하려면, 아래 표에 따라 선택사양의 트랜스포머 IT-450을 마운트합니다.

써킷 심볼 설정

SJP3

쇼트 써킷 소켓 위치를 변경합니다.

SJP4 이 점퍼를 자릅니다.

써킷 심볼 설정

SJP1 이 점퍼를 자릅니다.

SJP2 이 점퍼를 자릅니다.

T1 IT-450 트랜스포머를 마운트하고 납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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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2. VX-2000, VX-200XR, VX-200XI 및 EV-200

2.9. VX-2000 시스템 매니저의 DIP 스위치 설정

2.9.1. DIP 스위치 기능

2.9.2. VX-2000의 UK 스탠바이 모드(스위치 5) 설정하기

[스위치 5 설정] ON:  UK 스탠바이 모드

 OFF:  통상 모드

전원 고장시, VX-2000은 UK 스탠바이 모드로 변화되고 RM-200XF와 긴급유형 RM-200X 양쪽 모두에서 일반방송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

전원 고장시 긴급 활성화에 스탠바이 모드가 제공됩니다. UK 스탠바이 모드 작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배터리 용량을 준비하거

나 과도한 배터리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유형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부터 가능한 짧게 안내방송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  이 기능은 버전 2.0 또는 그 이상의 펌웨어에 적용됩니다. (VX-2000과 VX-2000SF)

•  VX-2000SF는 설정이 필요없습니다.

•  선택한 모드(UK 스탠바이 또는 통상)는 VX-2000이 리셋된 후 유효해 집니다.

[DIP 스위치 설정]

참고: 5를 제외하고 모든 스위치를 OFF 상태에 놓습니다.

2.8.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VX-200XR과 VX-200XI를 마운트하기

참고

•  설치할 슬롯 번호와 모듈 유형은 PC 소프트웨어에 의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  아이들 슬롯은 부속 블랭크 패널로 덮어 기기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스위치 No. 1 2 3 4 5 6 7 8

기능 사용안함 UK 스탠바이 모드 ON/OFF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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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1. VX-2000SF 감시 프레임의 DIP 스위치 설정

3.1.1. DIP 스위치 기능

[DIP 스위치 설정]

참고: 스위치 1 – 4는 OFF 상태로 놓습니다.

스위치 No. 1 2 3 4 5 6 7 8

기능 사용안함 터미네이터 ON/OFF 유닛 ID No. 설정



8-25

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1.2.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유닛 ID 번호 설정하기

시스템마다 최대 5대의 VX-2000SF를 연결할 수있습니다. 각 프레임에  1 - 8의 유닛 ID 번호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VX-2000SF 유닛 ID 번호]

•  상기 각 VX-2000SF 심볼 우측 번호는 유닛 ID 번호를 나

타냅니다.

•  VX-2000SF 프레임에  VX-2000SF 유닛 ID 번호를 설정

할 경우, ID 번호는 PC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것과 동일

해야 합니다. 

유닛 ID 번호

유닛 ID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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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1 2 3 4 5 6 7 8

8 ON OFF ON OFF ON OFF ON OFF

7 OFF ON ON OFF OFF ON ON OFF

6 OFF OFF OFF ON ON ON ON OFF

스위치 위치

[유닛 ID 번호 설정]

유닛 ID 번호를 설정할 경우 전면 패널 안쪽 DIP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DIP 스위치 설정에 대하여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  위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설정값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그러한 유효하지 않은 설정에 의한 작동은 보장할 수 없습

니다. 반드시 상기 나타난 모든 위치로 각 스위치가 설정되어야 합니다.

•  유닛 ID 번호는 공장출하시 "1"로 설정됩니다.

•  유닛 ID 번호는 PC로 설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  잘못된 설정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터미네이터를 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  시스템이 단일의 VX-2000SF 유닛을 포함할 경우, 터미네이터를 ON 위치로 전환하십시오.

•  터미네이터 스위치는 공장출하시 OFF 위치로 프리셋됩니다.

3.1.3. VX-2000SF 터미네이터 설정하기 (스위치 5)

마지막으로 연결된 VX-2000SF는 통신 라인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자체 터미네이터를 보유해야 합니다. 터미네이터 설정은 유닛 전면

에 마운트된 DIP 스위치(No. 5)를 사용하여 행합니다.

유닛 ID 번호

스위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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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2.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절연 트랜스포머 설치하기

VX-2000 시스템 매니저와 VX-2000SF 감시 프레임 간의 오디오 링크는 선택사양의 IT-450 절연 트랜스포머를 설치하여 절연처리할 

수 있습니다.

절연 트랜스포머는 써킷보드를 VX-2000SF 안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 시스템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전원 스위치 끄기에 관한 절차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마운트된 모든 모듈과 블랭크 패널을 제거합니다.

2단계. 트랜스포머 보드(OT PCBs)를 ABL(아날로그 버스 링크) 써킷보드에서 분리합니다.

주의



8-28

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단계. 각 트랜스포머 보드에 설치된 점퍼 와이어를 자릅니다.

 (OT PCB 각각의 4개의 점퍼 SJP1401 - SJP1404.)

4단계. IT-450 트랜스포머를 OT PCB 각각의 위치 T1401과 T1402에 납땝합니다.

5단계. 양쪽 OT PCB 모두를 다시 제위치에 끼웁니다.

6단계. 제거한 모듈과 블랭크 패널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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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3 VX-200SZ의 ATT CTRL 출력을 포토커풀러 유형으로 변경하기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의 ATT CTRL 출력을 릴레이에서 포토커풀러 작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공장출하시 릴레이 

작동으로 프리셋됩니다.

1단계. SJP1를 니퍼나 그밖의 다른 커터로 자릅니다.

2단계. 쇼트 써킷 소켓(SJP200)을 이동하고 위치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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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4. VX-200SZ와 VX-200SP에 VX-200SE 설치하기

•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 또는 VX-200SP 파일럿톤 탐지모듈에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를 설치하여 9-밴드 싱글-채널 이퀄라이

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EQ"는 VX-200SE가 설치되는 VX-200SZ와 VX-200SP에 ON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 7-14 참조.

•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퀄라이저 설정을 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 7-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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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5. VX-200SI의 로직 변경하기

CTRL IN 터미널의 로직("메이크" 또는 "브레이크" 시그널 활성화)은 VX-200SI 써킷 보드의 DIP 스위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SW100: CTRL IN 터미널 1 - 8의 로직을 전환하는데 사용합니다.

 스위치 1 - 8은 CTRL IN 터미널 1 - 8에 해당합니다.

SW101: CTRL IN 터미널 9 – 16의 로직을 전환하는데 사용합니다.

 스위치 1 - 8은 CTRL IN 터미널 9 – 16에 해당합니다.

•  CTRL IN 터미널 1 – 16 각각에 대한 로직은 각각 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면 원하는 CTRL IN 터미널에 해당하는 스위치를  

M (메이크) 또는 B (브레이크) 쪽으로 설정합니다.

•  모든 스위치는 공장 출하시 M (메이크) 쪽으로 프리셋됩니다.

[로직 변경 스위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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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6. VX-200SI 절연처리하기 

VX-200SI의 CTRL IN 터미널 1 – 4는 외부기기로부터 전원이 공급되는 다음 설정을 행하여 절연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장탐지 기능은 "절연 설정"이 행해진 CTRL IN 채널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CTRL IN 터미널은 "절연"으로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각 CTRL IN 터미널에 2개의 점퍼 플러그와 2개의 점퍼를 설정해야 합니다; SJP101과 102를 우측 위치로 전환

하고 CTRL IN 1의 SJP103과 104를 절단합니다. 마찬가지로, CTRL IN 2는 SJP105 – 108을, CTRL IN 3은 SJP109 – 112를 그리고 CTRL 

IN 4는 SJP113 – 116을 절단합니다.

[절연 설정 점퍼 위치]

아래는 점퍼의 공장출하시 프리셋된 "비절연(Non-insulation)" 설정값입니다.

[SJP101 – SJP116 점퍼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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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3. VX-2000SF,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및 VX-200SE

3.7. VX-2000SF 프레임에 모듈(VX-200SZ, VX-200SP, VX-200SI 및 VX-200SO) 설치하기

참고

•  설치할 슬롯번호와 모듈유형은 PC 소프트웨어로 지정한 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  아이들 슬롯은 부속 블랭크 패널로 덮어 기기 속으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방합니다.

1단계. 모듈을 VX-2000SF 프레임 안쪽 레일과 일직선으로 정열한 다음 모듈을 안으로 밀어 커넥터 스트립을 VX-2000SF 내부 커넥

터에 단단히 꽂아 넣습니다.

2단계. 상단과 바닥 나사 양쪽 모두를 단단히 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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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1. VP 파워앰프 상단 패널 제거하기

4.2. 스피커 라인 전압 변경하기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의 스피커 라인 전압은 공장출하시 100V로 프리셋되어 있지만, 아래 절차에 따라 50V 또는 

70V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피커 라인 고장탐지 기능은 스피커 100 볼트 라인에서 실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70 또는 50 볼트 라인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

하여는 TOA 판매업자와 상의하십시오.

1단계.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상단 패널을 제거합니다.

2단계. 커넥터를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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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채널과 커넥터 관계]

3단계. 배선을 변경합니다.

 라인을 분리하고 해당 라인으로 교환합니다. 제거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50V로 변경하려면, 핀 No. 1 라인(흰색)을 핀 No. 3 라인(파란색)으로 교환합니다.

 70V로 변경하려면, 핀 No. 1 라인(흰색)을 핀 No. 2 라인(보라색)으로 교환합니다.

[VP-2064/VP-2421 커넥터 핀 지정]

[VP-2122/VP-2241 커넥터 핀 지정]

[스피커 라인 전압/임피던스]

[커넥터에서 케이블 제거방법]

아래와 같이 핀셋과 같은 뾰족한 물체로 잠금 스프링을 누르면서 케이블을 당겨 떼어냅니다.

4단계. 커넥터를 써킷보드의 본래의 위치로 다시 삽입합니다.

5단계. 상단 패널을 제위치에 놓습니다.

모델 No. VP-2064 VP-2122 VP-2241 VP-2421

채널 1 CN102 CN102 CN102 CN102

채널 2 CN202 CN202 - -

채널 3 CN302 - - -

채널 4 CN402 - - -

스피커 라인 전압
PIN NO.

1 2 3 4

100 V (공장출하시 프리셋 전압) 흰색 보라색 파란색 검정색

70 V 보라색 흰색 파란색 검정색

50 V 파란색 보라색 흰색 검정색

스피커 라인 전압
PIN NO.

1 2 3 4 5 6 7 8 9

100 V (공장출하시 프리셋 전압) 흰색 보라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갈색 검정색

70 V 보라색 흰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갈색 검정색

50 V 파란색 보라색 흰색 녹색 노란색 오렌지색 적색 갈색 검정색

스피커 라인 전압 VP-2064 VP-2122 VP-2241 VP-2421

100 V 167 Ω 83 Ω 41 Ω 24 Ω

70 V   83 Ω 41 Ω 21 Ω 12 Ω

50 V   41 Ω 21 Ω 10 Ω   6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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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3. VP 파워앰프에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 설치하기

1단계. 상단패널을 제거합니다.

 제거 절차에 대하여는 p.8-34, "4.1. VP 파워앰프 상단패널 제거하기" 참조합니다.

2단계. 니퍼를 사용하여 4개의 연결부와 파워앰프 후면패널 VP-200VX 마운팅 위치의 플레이트를 오려냅니다.

참고

•  CH1은 플레이트로 덮지 않습니다.

•  사용할 채널 플레이트만을 제거합니다.

3단계. VP-200VX 패널 나사를 풉니다.

4단계. VP-200VX 모듈을 마운트합니다.

 VP-200VX 유닛을 마운팅 위치 뒤쪽에 부착한 다음 Step. 3에서 제거한 나사를 사용하여 앰프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참고

  •  먼저 마운팅 위치(CH2와 CH4)를 낮게 설치합니다.

  •  써킷보드 구성품이 뒤짚어진 상태로 VP-200VX를 마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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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단계. 앰프 안쪽 써킷보드 해당 채널 커넥터에 VP-200VX 커넥터를 꽂아 넣습니다.

[채널과 커넥터 관계]

5단계. 필요한 모든 채널을 마운트 완료한 후, 상단 패널을 제위치에 놓습니다.

모델 No. VP-2064 VP-2122 VP-2241 VP-2421

채널 1 CN106 CN106 CN106 CN106

채널 2 CN206 CN206 - -

채널 3 CN306 - - -

채널 4 CN4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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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4. VP-200VX 파워앰프 입력모듈을 사용하여 그라운드 리프트하기

시스템 구동시, 시스템내 뜻하지 않게 만들어진 그라운드 루프로 인하여 험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VP-

200VX 보드에 그라운드 리프트 점퍼 커넥터를 설정하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커넥터에 접근하려면, VP 앰프에서 내부 VP-200X를 꺼냅니다.

작업전 시스템 전원 스위치가 꺼져있슴을 확인합니다.

시스템 전원 스위치 끄기 절차에 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VP 앰프 상단패널을 제거합니다.

 p.8-34, "VP 파워앰프 상단패널 제거하기" 참조.

2단계. VP-200VX를 꺼냅니다.

3단계. 점퍼 소켓을 뽑고 아래와 같이 VP-200VX 보드 LIFT 위치로 밀어 넣습니다.

4단계. VP-200VX를 다시 제위치에 끼웁니다.

5단계. 상단패널을 제자리에 놓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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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4. VP-2064, VP-2122, VP-2241 및 VP-2421 파워앰프

4.5. 브레이드 퓨즈 교체하기

내부 블레이드 퓨즈가 나갔을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새것으로 교체합니다.

내부 퓨즈를 교체하기 위해 접근하기 전에 반드시 시스템 전원 스위치를 끔니다. 전원 스위치 끄기 방법에 대하여는 VX-

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단계. VP 앰프 상단패널을 제거합니다.

 p.8-34 "VP 파워앰프 상단패널 제거하기" 참조.

2단계. 블레이드 퓨즈를 교페합니다.

 Capacity

 VP-2064: 블레이드-형 퓨즈 7.5 A

 VP-2122: 블레이드-형 퓨즈 15 A

 VP-2241: 블레이드-형 퓨즈 25 A

 VP-2421: 블레이드-형 퓨즈 35 A

참고

퓨즈를 교체한 후, 시스템 전원을 켜기전 퓨즈가 나간 원인을 제거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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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설치와 설정 절차(하드웨어)
5. 랙 마운트하기

5. 랙 마운트하기

다음 예방조치사항을 준수하며 기기를 랙에 마운트합니다.

•  파워앰프는 랙에 가능한 높히 마운트합니다.

•  파워앰프 유닛 2대마다 위와 아래로 최소 1개의 천공패

널(1 유닛 크기)을 마운트합니다.

•  VX-2000DS 위로 천공패널을 마운트하여 내부 퓨즈 교

체가 용이하도록 하여 상단패널 후면 최상부로 퓨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  앰프 설치시, 유닛을 안전하게 마운트하고 단단히 지지할 수 있도록 랙에 지지 브라켓을 사용해야 합니다.

•  여유 공간 배치에 천공패널을 권장합니다.

•  VX-2000DS, VX-2000PF 및 VX-200PS를 CR 시리즈 캐비닛 랙(모델 CR-15, CR-22, CR-27, CR-35, CR-40 및 CR-44)에 설치해야 합니다.

•  VX-2000DS와 VX-2000PF는 서포트 브라켓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  주변 온도 30°C 이상의 환경에 랙을 설치할 경우, "FAN KIT"를 반드시 설치하여 40°C 또는 그이하에서는 팬이 작동되도록 온도 센서

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랙에 배터리를 설치할 경우, VX-2000DS 바로 밑으로 

배터리를 위치시켜 충전 전압에 대한 온도 보상이 가능

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랙 전면에 천공패널을 사용하여 배터리 주변

의 과도한 온도상승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터리 

설치에 대하여는 VX-2000DS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블로어 유닛은 데워진 공기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최상단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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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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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입력 소스 기기에 VX-2000 연결

제9장: 연결
1.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입력 소스 기기에 VX-2000 연결

* TIA/EIA-568A standard Category 5 Shielded Twisted-Pair cable 

 ("Cat. 5 STP cable"로 축약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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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VX-2000과 VX-2000SF간 연결

제9장: 연결
2. VX-2000과 VX-2000SF간 연결

참고

유닛 전면에 마운트된 설정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연결된 VX-2000SF의 터미네이터를 켭니다.

단일의 VX-2000SF 유닛 연결시 터미네이터 스위치를 켭니다.

터미네이터 설정에 관하여는 p. 8-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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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3. SF 모듈 (VX-200SP, VX-200SZ, VX-200SI, VX-200SO) 연결

3. SF 모듈 (VX-200SP, VX-200SZ, VX-200SI, VX-200SO) 연결

3.1. SF 모듈 구성 예

3.2. 파워앰프와 스피커에 VX-200SP와 VX-200SZ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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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부 어테뉴에이터에 VX-200SP 연결

3.3.1. 3-선 시스템 연결

3.3.2. 4-선 시스템 연결

3.4. 외부 어테뉴에이터에 VX-200SZ 연결

참고: VX-200SZ의 경우 4-선 시스템의 외부 어테뉴에이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연결
3. SF 모듈 (VX-200SP, VX-200SZ, VX-200SI, VX-200SO) 연결

참고:  이 어테뉴에이터는 시스템 전원이 켜지면 바이패스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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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외부장치에 VX-200SI와 VX-200SO 연결

제9장: 연결
3. SF 모듈 (VX-200SP, VX-200SZ, VX-200SI, VX-200SO)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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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VX-2000SF와 예비앰프간의 연결

제9장: 연결
4. VX-2000SF와 예비앰프간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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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X-2000 케이블 사용표

이 표에서는 VX-2000에 사용할 케이블과 연결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제9장: 연결
5. VX-2000 케이블 사용표

[RM-200XF]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LINK
9P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Cat. 5 STP

RJ45 (male)
VX-200XR - RJ45 (FEMALE)

RM-200X LINK RJ45 (FEMALE)

Unprocessed

cable end
RM-200XF LINK

9P plug-in screw

connector

LINK

(DC Power

In +/–)

9P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2 – 24 AWG Round terminal VX-2000DS

DC POWER

OUT
Screw terminal

[RM-200X]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Unprocessed 

cable end

VX-200XR

RM-200X

RM-200XF

-

LINK

LINK

RJ45 (female)

RJ45 (female)

9P plug-in screw

connector

DC IN DC Jack

DC plug  

(외경: F5.5 mm   

내경: F2.1 mm  

길이: 9.5 mm)  

–

– AC Adapter – –

Round terminal VX-2000DS
DC POWER

OUT
Screw terminal

EXT MIC IN
A3.5 mm 

직경 미니잭

A3.5 mm 

직경 미니플러그
1-core shielded cable – 외부 마이크로폰 – –

[VX-2000]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RS-232C
9P D-sub 

connector (male)

9P D-sub 

connector

(female)

Cross cable

9P D-sub 

connector

(female)

PC RS-232C
9P D-sub 

connector (male)

CTRL IN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화재경보시스템 /

그밖의 다른 컨트

롤 유닛

– –

CTRL OUT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화재경보시스템 /

그밖의 다른 컨트

롤 유닛

– –

DAT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SF DATA LINK RJ45 (female)

AUDIO 

LINK OUT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SF

AUDIO 

LINK IN
RJ45 (female)

DC POWER 

IN

2P screw 

terminal
Round terminal – Round terminal VX-2000DS

DC POWER

OUT
Screw terminal

MONITOR

OUT

3P XLR connector

(male)

3P XLR connector

(female)
2-core shielded cable – 파워앰프 – –

CPU OFF
Push-in terminal 

block

Unprocessed 

cable end
20 – 26 AWG ––

화재경보시스템 /

그밖의 다른 컨트

롤 유닛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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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5. VX-2000 케이블 사용표

[VX-200XR]

[VX-200XI]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RM-200XF LINK

9P plug-in screw

connector

RJ45 (male) RM-200X LINK RJ45 (female)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RM-200XF - -

[VX-200SF]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DS-SF 

LINK1, 2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DS

DS-SF 

LINK
RJ45 (female)

DAT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

VX-2000SF

DATA 

LINK
RJ45 (female)

STANDBY 

P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P-200VX PA LINK RJ45 (female)

AUDIO 

LINK IN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

VX-2000SF

AUDIO 

LINK 

OUT

RJ45 (female)

AUDIO 

LINK OUT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Standby 

amplifier

VX-2000SF

AUDIO 

LINK IN
RJ45 (female)

DC 

POWER 

IN

2P screw 

terminal

Round 

terminal
– Round terminal VX-2000DS

DC 

POWER 

OUT

Screw 

terminal

[VX-200SP]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P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P-200VX PA LINK RJ45 (female)

LINE 

MONITOR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6 – 24AWG

Unprocessed cable 

end

스피커 

터미네이션

Speaker 

terminal

Push-in termi-

nal block

ATT CTRL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3-wire: 16 – 24AWG

4-wire:  Twisted pair  

cable

Unprocessed cable 

end
외부 어테뉴에이터 – –

SP OUT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6 – 24AWG

Unprocessed cable 

end
Speaker

Speaker 

terminal

Push-in termi-

nal block

PA IN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6 – 24AWG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VP-2064/-2122/

     -2241/-2421

PA OUT

(SP LINE)

2P screw 

terminal

STANDBY 

PA BUS
2P VH connector

Round or Y 

terminal
18AWG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Standby amplifier

VP-2064/-2122/

     -2241/-2421

PA OUT

(SP LINE)

2P screw 

terminal

STANDBY 

PA BUS
2P VH connector – PCB Cable –

VX-200SP

VX-200SZ

STANDBY

PA B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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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5. VX-2000 케이블 사용표

[VX-200SZ]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P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P-200VX PA LINK RJ45 (female)

ATT CTRL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4-wire:  Twisted 

pair cable

Unprocessed 

cable end
외부 어테뉴에이터 – –

SP OUT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6 – 24AWG

Unprocessed 

cable end
Speaker

Speaker 

terminal

Push-in termi-

nal block

PA IN
Plug-in screw 

connector

Unprocessed 

cable end
16 – 24AWG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VP-2064/-2122/

     -2241/-2421

PA OUT

(SP LINE)

2P screw 

terminal

STANDBY 

PA BUS

2P VH con-

nector

Round or Y 

terminal
18AWG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Standby amplifier

VP-2064/-2122/

     -2241/-2421

PA OUT

(SP LINE)

2P screw 

terminal

STANDBY 

PA BUS

2P VH con-

nector
– PCB Cable –

VX-200SP

VX-200SZ

STANDBY

PA BUS
–

[VX-200SI]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CTRL IN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외부기기

컨트롤 

입력
–

[VX-200SO]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CTRL 

OUT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Unprocessed 

cable end
외부기기

컨트롤 

입력
–

[VP-2064/-2122/-2241/-2421]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PA OUT

(SP LINE)
Screw terminal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14 – 22AWG

Unprocessed 

cable end

VX-200SZ

VX-200SP
PA IN

Plug-in screw 

connector

Standby 

amplifier

  PA OUT

  (SP 

LINE)

Screw terminal
라운드 또는 

Y 터미널
18AWG

2P VH 

connector

VX-200SZ

VX-200SP

STANDBY 

PA BUS

2P VH 

connector

DC 

POWER 

IN

2P screw 

terminal
라운드 터미널 – Round terminal VX-2000DS

DC 

POWER 

OUT

Screw terminal

[VP-200VX]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PA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SZ

VX-200SP
PA LINK RJ45 (female)

VX-2000SF
STANDBY 

PA LINK
RJ45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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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5. VX-2000 케이블 사용표

[VX-2000DS]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AC IN 3P inlet – Supplied cable – AC230 V, 50/60 Hz – –

DS-SF LINK RJ45 (female) RJ45 (male) Cat. 5 STP RJ45 (male) VX-2000SF
DS-SF 

LINK
RJ45 (female)

BATTERY

POWER IN
Screw terminal

Unprocessed 

cable end
6-1/0AWG

Unprocessed 

cable end
Lead-acid battery

Electrode

(+,–)
–

DC POWER 

OUT
Screw terminal 라운드 터미널

–

라운드 터미널

VX-2000

VX-2000SF

VP-2064/-2122/

     -2241/-2421

DC 

POWER 

IN

2P screw 

terminal

DC plug

(Outer diameter: 

F5.5 mm

Inner diameter: 

F2.1 mm

Length: 9.5 mm)

RM-200X DC IN DC jack

12 – 24 AWG
Unprocessed 

cable end
RM-200XF

LINK 

(DC 

Power 

In +/ )

9P plug-in 

screw 

terminal

PS IN Screw terminal 라운드 터미널

10 – 14 AWG 

(line resistance 

within 10 mΩ)

Round terminal VX-200PS PS OUT
Screw 

terminal

  

[VX-200PS]

연결 터미널 케이블 유형 연결할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플러그 케이블 유형 플러그 기기 터미널명 기기 리셉터클

AC IN 3P inlet – Supplied cable –
 AC230 V, 50/60

Hz
– –

PS OUT
Screw termi-

nal
Round ter-

minal

 10 – 14 AWG
 (line resistance
within 10 mΩ)

라운드 터미널 VX-2000DS PS IN
 Screw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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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연결 케이블 양쪽 끝 또는 한쪽 끝 연결에 사용되는 RJ45 커넥터 핀 지정을 기술합니다.

6.1. RJ45 Connector-to-RJ45 Connector Connections

Cat. 5 STP 케이블 양쪽 끝에 RJ45 커넥터를 연결하고 다음 연결을 행합니다:

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연결 소스] [연결할 소스]

 콤포넌트 커넥터명 콤포넌트 커넥터명

 VX-2000 DATA LINK VX-2000SF DATA LINK

 VX-2000 AUDIO LINK OUT VX-2000SF AUDIO LINK IN

 VX-2000SF AUDIO LINK OUT 다음 VX-2000SF AUDIO LINK IN

 VX-2000SF DATA LINK 다음 VX-2000SF DATA LINK

 VX-2000SF STANDBY PA LINK VP-200VX PA LINK

 VX-2000SF DS-SF LINK 1, 2 VX-2000DS DS-SF LINK

 VX-200SP PA LINK VP-200VX PA LINK

 VX-200SZ PA LINK VP-200VX PA LINK

[RJ45 connector pin assignment]

*  케이블 제조업체마다 다릅니다. 배선의 

경우, 케이블 색상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RJ45 핀 No. 색상* 한쌍

오렌지색 / 흰색

오렌지색

녹색 / 흰색

파란색

파란색 / 흰색

녹색

갈색 / 흰색

갈색

실드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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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리모트 마이크로폰(RM-200XF 또는 RM-200X)에 VX-200XR 연결

                      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daisy-chain 또는  free topology 구성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RM-200XF, RM-200X 및 VX-200XR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의 실드 터미널을 Cat. 5 STP 케이블 실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렇

게 연결하지 않을 경우, CPU 스위치가 꺼지면 시스템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RM-200XF와 VX-200XR 간의 Daisy-chain 연결

RM-200XF 또는 RM-200X 지정 RJ45 핀 No. 색상* 한쌍 VX-200XR 지정

Monitor in (H) 오렌지색 / 흰색 Monitor in (H)

Monitor in (C) 오렌지색 Monitor in (C)

RM data 녹색 / 흰색 RM data

Audio out (H) 파란색 Audio out (H)

Audio out (C) 파란색 / 흰색 Audio out (C)

RM data 녹색 RM data

DC power in (+) 갈색 / 흰색 DC power in (+)

DC power in (–) 갈색 DC power in (–)

실드 실드 실드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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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 RM-200X와 VX-200XR 간의 Daisy-chain 연결

• RM-200XF 또는 RX-200X와 VX-200XR, Free topology 방식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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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직접 전원공급]

VX-2000 또는 여러대의 RM-210 유닛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연결할 경우, 전원 전압강하로 인하여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RM-210이 여러대 연결되어 있는 VX-200XR 각각 하나를 갖고있는 1대 이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시스템에 포함시킬 경우, 

전류소모가 너무 커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VX-2000DS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VX-2000DS로부터 전원을 직접 공급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는, p.12-2 참조

[연결 예]

• RM-210 여러대로 조립된 RM-200X에 VX-2000DS로부터의 직접 전원공급

RM-200X에 RM-210 여러대를 추가할 경우, VX-2000DS로부터 직접 전원을 공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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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0DS로부터 RM-200XF에 직접 전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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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 RM-200X로 직접 전원공급

긴급 및 일반목적의 방송용으로 RM-200X가 사용되고 AC 파워고장을 대비하여 예비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VX-2000DS로부터 

RM-200X 후면에 마운트한 DC POWER IN 터미널로 직접 전원을 공급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일반-목적의 방송에 전적으로 사용되어 예비전원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 AC 어댑터를 전원 공급에 사용할 수

도 있습니다.

DC 24V/750 mA 이상 (작동범위: DC 16 – 40V)

사용 가능한 입력 플러그: Non-polarity type 

 (외경 5.5 mm, 내경 2.1 mm 및 길이 9.5 mm)

사용 가능한 AC 어댑터

참고

RM-200X DC POWER IN 터미널에 DC 플러그를 꽂아 넣으면 자동으로 RM-200X DC 전원입력을 이 터미널로 전환하여 LINK 커넥터

로부터 유닛의 전원공급을 분리합니다.

RM-200X 바닥에 마운트된 케이블에 전원 케이블을 고정하여, 반드시 DC 플러그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DC 플러그를 당겨 뽑으면, LINK 커넥터가 유닛의 전원공급을 이어 받아 시스템 전원 라인에 연결됩니다. 이 경우 전원 전압강하가 발

생하여 VX-200XR로부터 전류소모가 증가되고 시스템 오작동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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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6.3. VX-200XI 연결

 • 연결 예

RJ45 핀 No. 색상* 한쌍 VX-200XR 지정

오렌지색 / 흰색 컨트롤 입력 (+)

오렌지색 컨트롤 입력 (–)

녹색 / 흰색 NC

파란색 Audio out (H)

파란색 / 흰색 Audio out (C)

녹색 NC

갈색 / 흰색 NC

갈색 NC

실드 실드 실드



9-19

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XI 컨트롤 입력 절연처리]

VX-200XI 컨트롤 입력은 포토커플러를 사용하고있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정하여 절연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절차에 대

하여는 p.8-22 참조.

• 연결 예

RJ45 핀 No. 색상* 한쌍 VX-200XR 지정

오렌지색 / 흰색 컨트롤 입력 (+)

오렌지색 컨트롤 입력 (–)

녹색 / 흰색 NC

파란색 Audio out (H)

파란색 / 흰색 Audio out (C)

녹색 NC

갈색 / 흰색 NC

갈색 NC

실드 실드 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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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6.4. VX-2000 컨트롤 입력 연결

* 양쪽의 공통 터미널은 공장출하시 VX-2000 내부 GND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커넥터명 RJ45 핀 No. 색상* 한쌍 지정

CTRL IN 1 – 8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1

오렌지색 CTRL IN 2

녹색 / 흰색 CTRL IN 3

파란색 CTRL IN 6

파란색 / 흰색 CTRL IN 5

녹색 CTRL IN 4

갈색 / 흰색 CTRL IN 7

갈색 CTRL IN 8

실드 실드 CTRL IN 1 - 8 공통*

CTRL IN 9 – 16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9

오렌지색 CTRL IN 10

녹색 / 흰색 CTRL IN 11

파란색 CTRL IN 14

파란색 / 흰색 CTRL IN 13

녹색 CTRL IN 12

갈색 / 흰색 CTRL IN 15

갈색 CTRL IN 16

실드 실드 CTRL IN 9 -16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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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 VX-2000 CTRL-IN 터미널 연결 예



9-22

  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0 컨트롤 입력 절연처리]

VX-2000 컨트롤 입력은 포토커플러를 사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정하여 절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설정으로 CTRL IN 1 – 8 공통 터미널과 CTRL IN 9 – 16 공통 터미널 모두는 VX-2000 내부 GND 터미널에서 분리되어 외부 전원 터

미널로 변경됩니다. (설정 절차는 p. 8-17 참조.)

•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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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컨트롤 입력 활성화하기]

지정된 기능에 따라 "레벨 트리거(Level trigger)"와 "펄스 트리거(Pulse trigger)" 2가지 활성화 방법을 컨트롤 입력에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레벨 트리거 (Level trigger)

적용 가능한 기능: 차단방송, 컨트롤 출력 및 고장 디스플레이 입력, 볼륨 올림/내림, 긴급 사일런스

레벨 트리거는 컨트롤 활성화를 위해 최소 100ms 동안 ON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입력이 ON 상태에 있는 동안 방송 또는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 펄스 트리거(Pulse trigger)

적용 가능한 기능:  EV 방송, 기본패턴변경, 기본패턴종료, 오디오 모니터, 고장출력수신, 고장출력리셋, 긴급활성화 및 긴급리셋

100ms 이상의 일발 펄스가 컨트롤 입력에 적용될 경우 컨트롤 활성화가 유효하게 행해집니다.

그런 다음 해당 방송 또는 컨트롤이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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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8.5. VX-2000 Control Output Connections

* 양쪽의 공통 터미널은 공장출하시 VX-2000 내부 GND 터미널에 연결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커넥터명 RJ45 핀 No. 색상* 한쌍 지정

CTRL OUT 1 – 8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1

오렌지색 CTRL OUT 2

녹색 / 흰색 CTRL OUT 3

파란색 CTRL OUT 6

파란색 / 흰색 CTRL OUT 5

녹색 CTRL OUT 4

갈색 / 흰색 CTRL OUT 7

갈색 CTRL OUT 8

실드 실드 CTRL OUT 1 - 8 공통*

CTRL OUT 9 – 16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9

오렌지색 CTRL OUT 10

녹색 / 흰색 CTRL OUT 11

파란색 CTRL OUT 14

파란색 / 흰색 CTRL OUT 13

녹색 CTRL OUT 12

갈색 / 흰색 CTRL OUT 15

갈색 CTRL OUT 16

실드 실드 CTRL OUT 9 -16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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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이 설정을 통하여, CTRL OUT 1 – 8 공통 터미널과 CTRL OUT 9 – 16 공통 터미널은 VX-2000 내부 GND 터미널에서 분리됩니다. 

(설정 절차는 p. 8-17 참조.)

[VX-2000 컨트롤 출력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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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8.6. VX-200SI Connections

다음 페이지에 계속

커넥터명 RJ45 핀 No. 색상* 한쌍 지정

CTRL IN 1 – 4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1

오렌지색 COM 1

녹색 / 흰색 CTRL IN 2

파란색 COM 3

파란색 / 흰색 CTRL IN 3

녹색 COM 2

갈색 / 흰색 CTRL IN 4

갈색 COM 4

실드 실드 NC

CTRL IN 5 – 8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5

오렌지색 COM 5

녹색 / 흰색 CTRL IN 6

파란색 COM 7

파란색 / 흰색 CTRL IN 7

녹색 COM 6

 갈색 / 흰색 CTRL IN 8

갈색 COM 8

실드 실드 NC

CTRL IN 9 – 12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9

오렌지색 COM 9

녹색 / 흰색 CTRL IN 10

파란색 COM 11

파란색 / 흰색 CTRL IN 11

녹색 COM 10

갈색 / 흰색 CTRL IN 12

갈색 COM 12

실드 실드 NC

CTRL IN 13 – 16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13

오렌지색 COM 13

녹색 / 흰색 CTRL IN 14

파란색 COM 15

파란색 / 흰색 CTRL IN 15

녹색 COM 14

 갈색 / 흰색 CTRL IN 16

갈색 COM 16

실드 실드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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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SI 연결 예]

[컨트롤 라인 감시]

외부 컨트롤 출력장치에 연결된 케이블 배선결함 탐지기능은 VX-200SI 컨트롤 입력 터미널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와 같이 결함을 탐지할 케이블에 레지스터를 연결합니다.

결함탐지 기능을 컨트롤 입력 터미널에 설정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p.7-15 참조.

참고

• "절연 설정"이 행해진 CTRL IN 채널에서는 배선결함 탐지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p.8-32 참조)

•  반드시 상기 도표에서와 같이 레지스터를 연결하십시오. 레지스터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것 이외의 레지스터를 사용

할 경우, 결함탐지기능은 바르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  안정적인 배선결함탐지가 작동되도록 보장하려면, 10m 또는 그 이하의 shielded twisted pair cable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반드시 각 실드 와이어를 장치 각각의 기능 어스 터미널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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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SI의 CTRL 1 – 4 터미널 절연처리]

VX-200SI의 CTRL 1 – 4 터미널은 외부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정하여 절연처리할 수 있습니다. 

(설정절차에 대하여는 p.8-32 참조.)

• VX-200SI's CTRL 1 – 4 터미널 연결 예

참고: VX-200SI 활성화에 관하여는 p.9-23 참조.

커넥터명 RJ45 핀 No. 색상* 한쌍 지정

CTRL IN 1 – 4 오렌지색 / 흰색 CTRL IN 1

오렌지색 COM 1

녹색 / 흰색 CTRL IN 2

파란색 COM 3

파란색 / 흰색 CTRL IN 3

녹색 COM 2

갈색 / 흰색 CTRL IN 4

갈색 COM 4

실드 실드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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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6.7. VX-200SO 연결

다음 페이지에 계속

커넥터명 RJ45 핀 No. 색상* 한쌍 지정

CTRL OUT 1 – 4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1

오렌지색 COM 1

녹색 / 흰색 CTRL OUT 2

파란색 COM 3

파란색 / 흰색 CTRL OUT 3

녹색 COM 2

갈색 / 흰색 CTRL OUT 4

갈색 COM 4

실드 실드 NC

CTRL OUT 5 – 8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5

오렌지색 COM 5

녹색 / 흰색 CTRL OUT 6

파란색 COM 7

파란색 / 흰색 CTRL OUT 7

녹색 COM 6

 갈색 / 흰색 CTRL OUT 8

갈색 COM 8

실드 실드 NC

CTRL OUT 9 – 12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9

오렌지색 COM 9

녹색 / 흰색 CTRL OUT 10

파란색 COM 11

파란색 / 흰색 CTRL OUT 11

녹색 COM 10

갈색 / 흰색 CTRL OUT 12

갈색 COM 12

실드 실드 NC

CTRL OUT 13 – 16 오렌지색 / 흰색 CTRL OUT 13

오렌지색 COM 13

녹색 / 흰색 CTRL OUT 14

파란색 COM 15

파란색 / 흰색 CTRL OUT 15

녹색 COM 14

 갈색 / 흰색 CTRL OUT 16

갈색 COM 16

실드 실드 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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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6. 연결 케이블 핀 지정

[VX-200SO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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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7.1. VX-2000 ~ 리모트 마이크로폰 케이블 거리

리모트 마이크로폰(RM-200X 또는 RM-200XF)간의 케이블 거리는 LONWORKS’ Twisted Pair Free Topology Network (Cat. 5 STP 

케이블을 사용한다고 가정함) 사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연결 예와 총 케이블 거리]

연결된 모든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VX-200XR 사이의 전체 최대 케이블 거리는 450m 이지만, 시스템내 개개의 콤포넌트간 최대 길이

는 250m 입니다.

a + b + c + d + e + f + g + h  450 m

(a, b, c, d, e, f, g 및 h: 개개의 연결  250 m)

Tips

케이블 거리는 케이블 유형 변경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유형 전체 케이블 거리 콤포넌트간 최대 케이블 거리

Belden 85102 500 m 500 m

Belden 8471 500 m 450 m

Level IV, 22AWG 500 m 400 m

JY (St) Y 2 x 2 x 0.8 500 m 320 m

Cat. 5 STP 450 m 2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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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VX-200XR ~ 리모트 마이크로폰 케이블 거리 확장

7.2.1. VX-200XR에 리피터를 마운트하고 프리 토폴로지를 설정합니다.

이 설정으로 리피터가 마운트된 VX-200XR과 연결된 리모트 마이크로폰간의 케이블 길이를 450m(Cat. 5 STP 케이블 사용)까지 확장

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절차에 대하여는 p.9-33 참조.)

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연결 例와 전체 케이블 거리]

리피터가 마운트된 각각의 VX-200XR과 연결된 리모트 마이크로폰간의 전체 케이블 거리는 각각 450m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a + b + c  450 m  (a, b, 및 c  250 m)

      g + h  450 m  (g 및 h  250 m)

Tips

•  이 설정을 행한 위치에서, 전체 케이블 거리는 케이블 유형을 변경하여 좀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리피터가 없는 VX-200XR의 경우, 전체 케이블 거리는 이전 섹션 "9.1. VX-2000 ~ 리모트 마이크로폰 케이블 거리"에서와 같은 동일한 

개념에 기초합니다.

 상기 예의 케이블 거리는 Cat.5 STP 케이블을 사용한 연결[d + e + f  450m (d, e 및 f  250m)]에서와 같이 표현됩니다.

케이블 유형 전체 케이블 거리 콤포넌트간 최대 케이블 거리

Belden 85102 500 m 500 m

Belden 8471 500 m 450 m

Level IV, 22AWG 500 m 400 m

JY (St) Y 2 x 2 x 0.8 500 m 320 m

Cat. 5 STP 450 m 25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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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수정에 필요한 부품(별도 준비)] 

[부품 설치]

•  아래에 삽화처리한 부품들을 설치합니다.

• VX-200XR 수정하기

•  SJP1와 SJP2는 니퍼 또는 그밖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합니다.

부품 수량 내용

100 Ω 레지스터 2
1/4W 또는 1/5W, 5 MM 피치
TOA 부품코드: 112-31-041-10 (R25 100 Ω 5%) 또는 TOA 부품코드: 112-71-025-70 (R20 100 Ω 
5%) 와 동등한 것

FTT-10A 2
Twisted pair free topology transceiver
TOA 부품 코드: 111-31-281-60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1
3 핀 (1: VCC, 2: GND, 3: OUT), 2.5 MM 피치
TOA 부품 코드: 115-46-055-50 (JXO-5 10.00 MHz)와 동등한 것
5 MHz의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그림상의 표기 설명

R15 100 Ω 레지스터

R16 100 Ω 레지스터

M3 FTT-10A

M4 FTT-10A

X1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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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VX-200XR에 리피터를 마운트하고 이중으로 터미네이트된 버스 토폴로지를 설정합니다.

100 Ω 터미네이팅 레지스터를 가장 멀리있는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부착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리피터가 마운트된 VX-200XR 간의 전체 케이블 거리를 900m(Cat. 5 STP 케이블 사용)까지 확

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절차에 대하여는 p.9-35 참조)

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연결 예와 전체 케이블 거리]

리피터가 마운트된 VX-200XR과 연결된 리모트 마이크로폰간의 전체 케이블 길이는 900m까지 확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장방법의 

경우 콤포넌트간의 최대 케이블 거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a + b + c  900 m

             f  900 m

예

모든 케이블 유형은 900m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좀더 확장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TOA 판매업자와 상의하십시오.

케이블 유형 전체 케이블 거리

BELDEN 85102 900 m

BELDEN 8471 900 m

LEVEL IV, 22AWG 900 m

Cat. 5 STP 9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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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수정에 필요한 부품들 (별도 준비)]

[부품 설치]

•  아래에 삽화처리한 부품들을 설치합니다.

• VX-200XR 수정하기

•  SJP1와 SJP2는 니퍼 또는 그밖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절단합니다.

부품 수량 내용

100 Ω 레지스터 1
1/4W 또는 1/5W, 5 MM 피치
TOA 부품코드: 112-31-041-10 (R25 100 Ω 5%) 또는 TOA 부품코드: 112-71-025-70 (R20 100 Ω 
5%) 와 동등한 것

FTT-10A 2
Twisted pair free topology transceiver
TOA 부품 코드: 111-31-281-60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1
3 핀 (1: VCC, 2: GND, 3: OUT), 2.5 MM 피치
TOA 부품 코드: 115-46-055-50 (JXO-5 10.00 MHz)와 동등한 것
5 MHz의 크리스탈 오실레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좌측 그림상의 표기 설명

R15 100 Ω 레지스터

M3 FTT-10A

M4 FTT-10A

X1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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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 RM-200XF에 터미네이터 마운트하기

RM-200XF를 터미네이트하는데 다음 2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스위치 설정과 외부 레지스터 마운팅.

두가지 방법 모두를 사용할 경우 시스템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을 실행합니다.

[RM-200XF 안쪽에 설정하기]

1단계. RX-200XF 바닥 플레이트 나사를 풉니다.

2단계. 핀 2와 3을 가로질러 연결된 점퍼 소켓을 뽑은 다음 다시 핀에 꽂아 넣습니다.

3단계. 제거한 플레이트를 제자리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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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플러그-인 스크루우 터미널에 레지스터 마운트하기]

다음 부품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아래와 같이 연결 케이블과 함께 RM 데이터 터미널을 가로질러 100 Ω 레지스터를 연결합니다.

부품 수량 내용

100 Ω 레지스터 1 1/4W 또는 1/5W
TOA 부품 코드: 112-31-041-10 (R25 100 Ω 5%) 또는 TOA 부품 코드: 112-71-025-70 (R20 100 Ω 5%)
이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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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RJ45 male 커넥터는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터미네이터로서 사용하기 위해 배치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부품은 가까운 인근에서 준비합니다.

부품 가운데 100Ω 레지스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서비스(수리?)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RM-200X에 터미네이터 마운트하기

1단계. 크림프 툴을 사용하여 RJ45 male 커넥터 핀 3과 6의 Cat.5 케이블 속선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2단계. 100 Ω 레지스터를 양쪽 케이블 끝에 납땝합니다.

3단계. 커넥터에 보호 모듈러 커버를 마운트합니다.

4단계. 조립한 터미네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RM-200X LINK 커넥터에 꽂아 넣습니다.

참고

이중으로 터미네이트된 버스 토폴로지의 경우 변경

된 VX-200XR에만 연결된 마지막 RM-200X에 터미

네이터를 마운트합니다.

부품 수량 내용

100 Ω 레지스터 1 1/4W 또는 1/5W
TOA 부품 코드: 112-31-041-10 (R25 100 Ω 5%) 또는 TOA 부품 코드: 112-71-025-70 (R20 100 Ω 5%)
이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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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연결
7. 콤포넌트간 케이블 거리

7.3. VX-2000과 VX-2000SF 간의 케이블 거리

VX-2000 데이터 링크 커넥터를 VX-2000SF 데이터 링크 커넥터에 케이블 연결을 하면 전체 800m 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Cat. 5 

STP 케이블 사용)

a + b + c + d + e  800 m

참고

유닛 전면에 마운트된 설정 DIP 스위치를 사용하여 마지막으로 연결된 VX-2000SF 터미네이터를 켭니다. 터미네이터 설정에 관하여는 

p.8-26 참조.



제 10 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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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1. 시스템 셋업 절차

작동

VX-2000과 PC 간의 연결

(p. 10-3)

통신 포트 설정

(p. 10-5)

현재 일자/시간 설정

(p. 10-6)

시스템 설정파일 다운로드

(p. 10-7)

구성 점검

(p. 10-8)

초기 볼륨 조정

(p. 10-15)

이퀄라이저 조정

(p. 10-16)

(p. 10-10)

초기 임피던스 설정

(p. 10-13)

 연결 체크*

COM 포트 설정

1. 시스템 셋업 절차

* This 기능 applies to the VX-2000 Setting Software Version 2.0 or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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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2.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2.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2.1. Connections between VX-2000 and PC

1단계. VX-2000 전면 패널 포켓을 엽니다.

3단계.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작성된 설정 데이터 파일을 엽니다.

2단계. 크로스 케이블을 사용하여 PC를 VX-2000의 RS-232C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크로스 케이블 연결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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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2.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2.2.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활성화

윈도우 시작 메뉴에서 [VX-2000 →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를 선택합니다.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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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2.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2.3. 일반 설정

메뉴에서 [시스템 → 일반설정]을 선택하여 [일반설정] 창을 엽니다.

VX-2000 내부 타이머의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고 PC COM 포트를 선택합니다. COM 포트는 디폴트값으로 COM 1로 설정됩니다. 

COM 포트 설정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음 섹션 "2.3.1. 통신 포트 설정"을 참조하고,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경우, p.10-6, "2.3.2. 현재

의 날짜/시간 설정"을 참조합니다.

2.3.1. 통신포트 설정

통신포트 설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통신 설정] 탭을 클릭하고 필요한 설정을 행합니다. 포트는 디폴트값으로 COM 1으로 설정됩니

다. 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COM 2 ~ COM 9에서 선택하고 설정합니다.

1단계. COM포트를 설정합니다.

 VX-2000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고있는 PC의 통신포트에 따라 COM 1에서 COM 9에르는 포트를 선택합니다.

2단계. [적용]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내용을 저장합니다.

3단계. [날짜/시간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날짜/시간 설정] 창으로 돌아가 설정값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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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PC 온라인 점검 및 조정
2. 설정 데이터 다운로드

2.3.2. 현재의 날짜/시간 설정

VX-2000 내부 타이머의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VX-2000 내부 타이머 설정은 PC로 업로드되고 VX 타임란에 나타납니다.

1단계. VX-2000에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PC 타임란의 표시된 날짜와 시간은 PC에 설정된 것입니다.

 

 날짜와 시간이 바르지 않은 경우, 변경할 항목 버튼을 위 또는 아래로 이용하여 PC 타임 설정을 수정합니다.

2단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여 PC 타임 설정을 VX-2000으로 전송합니다.

3단계. 전송 완료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일반설정] 창을 닫습니다.

Tip

VX-2000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설정한 날짜/시간 설정내용은 7일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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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전송이 100% 완료되고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창이 닫히

고 다운로드가 종료됩니다.

Tips

•  전송중 통신을 취소하면 VX-2000 시스템 설정파일에 아무런 변경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시스템 설정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반드시 다운로드를 다시 실행하십시오.

2.4. 시스템 설정파일 다운로드

프로그래밍한 시스템 설정파일을 PC에서 VX-2000으로 다운로드합니다.

참고: 긴급모드 상태에 있는 동안은 시스템 설정파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1단계. 메뉴에서 [통신 → 다운로드 (PC VX)]를 선택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셋업중인 모든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통신을 시작하겠습니까?"

2단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설정파일을 VX-2000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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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점검 기능

3.1. 구성 점검

본 기능은 PC로 설정한 시스템 설정파일이 실제 기기구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참고: 긴급모드시 구성점검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단계. 메뉴에서 [시스템 → 구성점검]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구성] 창이 열립니다.

 "PC 데이터" 란에 기기, 모듈, 옵션 및 그밖의 다른 설정 기기 구성이 디스플레이됩니다.

2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점검이 시작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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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순 데이터가 탐지될 경우, 시스템 설정파일 양쪽을 수정하고 새로운 설정내용을 VX-2000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실제 콤포

넌트 구성을 시스템 설정파일에 맞춥니다.

 시스템 설정파일이 변경될 경우, 수정된 데이터는 유효한 것이 되도록 VX-2000으로 다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구성 데이

터" 인디케이션이 사라질 때까지 [시작] 버튼을 다시 누르고 기기구성 점검을 실행합니다.

5단계. 시스템 설정파일이 실제 구성과 일치함을 확인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시스템 구성] 창을 닫습니다.

3단계. 실제 기기 구성을 비교합니다.

 기기구성 점검이 완료되고 "구성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

니다.

 연결된 기기가 "유닛" 란에 디스플레이됩니다. 시스템 설정파일과 실제 구성간의 상이한 데이터는 적색(모순 데이터)으로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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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기 임피던스 설정

참고

•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은 스피커 라인 임피던스를 모니터하여 라인의 쇼트 또는 오픈 써킷을 탐지합니다. 초기 임피던스 값은 스

피커 라인 불규칙성(異常) 탐지에 참고로 사용됩니다.

•  스피커 라인 임피던스는 시간이 경과하면 변화되는 경향이 있어, 설치시 설정된 초기 임피던스값에서 변화정도가 증가되면 VX-200SZ는 

스피커 라인이 바르게 기능하고 있을지라도 라인 고장임을 탐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설치후 첫 몇달간은 초기임피던스 설정절차를 활용

하여 참고 임피던스값을 매달 업데이트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 정해진 유지관리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참고 임피던스

값을 반드시 업데이트하십시오.

초기 임피던스 설정으로 VX-200SZ의 초기 임피던스값이 결정됩니다.

다음 방법을 초기 임피던스 설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섹션 작동 기능

PC 소프트웨어 메뉴 선택
연결 점검*
초기 설치시, 초기 임피던스 설정후 연결을 좀더 
점검할 경우 사용합니다. P.10-13 참조

•  시스템의 모든 VX-200SZ 모듈에 대하여 초기 
임피던스 설정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  연결점검은 초기 임피던스 설정 완료후 행
해집니다.

초기 임피던스 설정
정기적인 유지관리 기간중, VX-200SZ의 초기 임피
던스값을 설정할 경우에 한하여 이 기능을 사용합
니다. p.10-11 참조

•  설정은 시스템의 모든 VX-200SZ 모듈에 대하
여 동시에 행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임피던스 설정에 한하여 실행됩니다
  (연결점검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VX-2000SF 초기 설정 스위치 (P.10-12 참조) •  VX-2000SF 유닛 각각에 대한 초기 임피던스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  PC에서 작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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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PC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초기 임피던스 설정

다음 절차의 단계에 따라 VX-200SZ 초기 임피던스값을 설정합니다.

1단계. 메뉴의 [시스템 → 초기 임피던스 설정] 을 선택합니다.

 [초기 임피던스 설정] 창이 열립니다.

2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VX-200SZ 모듈에 대하여 초기 임피던스값 설정이 실행됩니다.  VX-2000SF를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VX-200SZ이 프레임에 마운트되지 않은 경우, "연결 없음" 인디케이션이 임피던스 초기화 상태 화면에 디스플레이됩

니다.

3단계. 초기 임피던스 설정을 종료합니다.

 초기 임피던스값 설정을 완료한 다음 "초기 임피던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초기 임피던스 설정] 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마칩니다.

참고

"임피던스 초기화 실패" 인디케이션이 [임피던스 초기화 상태] 화면에 표시될 경우, 시스템내에 잘못된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연결을 찾아 수정한 다음 초기화를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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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VX-2000SF 초기 설정 스위치 사용하기

1단계. 초기 설정 스위치를 누릅니다.

 VX-200SZ 초기 설정 작업이 시작되고 이 시간 동안 VX-2000SF 초기 설정 인디케이터는 계속해서 녹색 빛을 발합니다.

2단계. 초기 설정 인디케이터가 꺼졌는지 점검,확인합니다.

 초기 설정 완료시 초기 설정 인디케이터는 자동으로 꺼집니다.

참고

장시간 후에도 초기 설정 인디케이터가 꺼지지 않은 경우, VX-200SZ에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까운 TOA 판

매업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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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연결점검 시작전 임피던스 초기화가 실행됩니

다."라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초기 임피던스 설정] 창이 열리고, 시스템의 모

든 VX-200SZ 모듈에 대한 초기 임피던스값을 설

정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VX-200SZ 모듈에 대하여 초기 임피던스값 설정이 실행됩니다. VX-2000SF 프레임을 시스템에 사용하지 않

은 경우 또는 VX-200SZ이 프레임에 마운트되지 않은 경우, "연결 없슴" 인디케이션이 임피던스 초기화 상태화면에 디스플

레이됩니다.

참고

"임피던스 초기화 살패" 인디케이션이 임피던스 초기화 상태] 화면에 표시될 경우, 시스템내에 잘못된 연결이 있을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잘못된 연결을 찾아 수정한 다음 초기화를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연결점검을 좀더 계속하려면 연결 에러를 수정한 후 임피던스를 다시 초기화해 주십시오.

3.3. 연결점검

참고: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VX-2000SF에 마운트된 VX-200SZ 임피던스 탐지모듈에 대한 초기 임피던스값 설정후, 반드시 기기 콤포넌트간 모든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점검합니다.

1단계. 메뉴의 [시스템 → 연결점검]을 선택합니다.

 [연결 상태]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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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결을 점검합니다.

 초기화 환료후 "초기 임피던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대화상자가 

닫히고 연결점검이 시작됩니다.

•  연결점검이 완료되고 모든 연결이 바르다고 판단되면  "결과"란에 "OK"가 나타나고 무언가 문제가 탐지될 경우 "NG"가 표시

됩니다.

 NG가 표시될 경우, 문제가 되고있는 기기간 연결을 점검하고 연결점검을 다시 실행합니다.

•  연결점검 기능은 [종료] 버튼을 누를 때까지 계속 작동됩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면 연결점검 작업이 중지됩니다. 작업은 [시작] 

버튼을 눌러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연결에 대하여 [OK] 인디케이션이 표시될 때까지 연결점검을 실행합니다.

4단계. 모든 연결이 바르게 행해졌는지 확인한 다음 [종료] 버튼을 눌러 연결정검 작업을 중지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 연결점검을 

종료합니다.

참고

•  "임피던스 초기화 살패" 인디케이션이 임피던스 초기 설정에 표시될 경우, 모든 연결에 대하여 "결과"란에 [OK]가 표시될 때까지 연결

점검을 다시 실행해 주십시오.

•  VX-200SZ의 초기 임피던스값 설정만을 원할 경우, 메뉴에서 [시스템 → 초기 임피던스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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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볼륨과 이퀄라이저 설정

온라인 연결시, 초기 볼륨과 이퀄라이저 설정은 PC 소프트웨어의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시스템

을 설치하는 동안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고 볼륨과 이퀄라이저를 적정한 초기레벨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프트웨어의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초기 설정된 볼륨레벨과 이퀄라이저 특성은 시스템 전원이 꺼졌을 때 리셋되고 시스템 전원

이 다시 켜질 때 PC에서 VX-2000으로 다운로드된 시스템 설정파일의 설정값으로 되돌아 갑니다.

초기설정을 완료한 후 변경된 시스템 설정파일을 VX-2000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4.1. 초기 볼륨 설정

1단계. 구성화면의 [초기 볼륨] 버튼을 클릭합니다.

 [초기 볼륨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2단계. 초기 볼륨을 설정할 콤포넌트명을 클릭합니다.

 1 dB 단계로 0 ~ –21 dB로 사운드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륨 셀에 직접 수치값을 입력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된 값을 VX-2000으로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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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퀄라이저 설정

1단계. 구성화면의 [EQ] 버튼을 클릭합니다.

 [EQ 설정] 창이 열립니다.

2단계. 이퀄라이저를 설정할 출력존명을 클릭하고 이퀄라이저를 설정합니다.

 게인은 2 dB 단계로 ±12 dB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고 설정된 값을 VX-2000으로 전송합니다.

참고

EQ 설정은 2가지 저장 설정의 메모리 기능을 갖고있습니다:  A와 B. 최적의 설정값은 메모리 A 또는 B를 리콜하고 그것의 사운드를 

현재 설정과 비교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차트위에서 클릭하면 아래 그림의 주파수 특성 차트에 겹쳐 보이는 플로팅 메뉴가 디스플레이됩니다.

· 등록: (메모리 A, 메모리 B) 메모리 A 또는 B에 설정값을 저장합니다.

· 메모리 A 읽음: 메모리 A에서 설정값을 리콜합니다.

· 메모리 B 읽음: 메모리 B에서 설정값을 리콜합니다.

· 바이패스: 이퀄라이저를 바이패스합니다.

· 플랫: 이퀄라이저 설정값을 플랫 특성값으로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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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1. 모니터 작동 점검

1. 모니터 작동 점검

참고

•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  긴급모드시 모니터 작동점검은 실행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고장탐지 기능이 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는 수동과 자동검사 모두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동검사의 경우, 탐지하도록 파일럿톤 발생을 중지하여 고장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수동 검사의 경우, 분리가 탐지되도록 케이블이 분리됩니다.

1단계. 메뉴에서 [시스템 → 모니터 작동점검]을 선택합니다.

 [모니터 작동 점검] 창이 열립니다.

 점검항목이 색상으로 분류됩니다: 자동검사는 파란색 그리고 수동검사는 노란색.

 검사 항목은 기기, 앰프, 스피커 및 전원공급시스템의 4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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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1. 모니터 작동 점검

3단계. 점검 완료후, [중지]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모니터 점검을 종료합니다.

 "모니터 작동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2단계.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자동 모니터 점검을 시작합니다.

 자동 검사의 경우, 파일럿톤 발생을 중지하여 발생한 고장을 탐지하여, 각 기기 콤포넌트에 내장된 고장탐지 써킷이 바르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탐지 결과는 화면에 나타납니다. 바르게 검사한 경우 "NG" 인디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참고

RM-200X 마이크로폰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은 파일럿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로폰 고장은 자동검사의 경우 탐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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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1. 모니터 작동 점검

4단계. 검사모드를 수동 작동으로 전환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눌러 수동검사를 시작합니다.

 수동 검사중, 고장이 탐지되도록하기 위해서 수동으로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기타 고장을 의도적으로 일으킵니다. 고장이 탐

지될 경우, "NG" 인디케이션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수동 검사 모드의 경우, 기기내 고장은 자동으로 야기되지 않습니다.

5단계. 점검 완료후, [중지] 버튼을 클릭하여 수동검사를 종료합니다.

 "모니터 작동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대화상자가 표시됩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닫습니다.

6단계. [모니터 작동점검] 창의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빠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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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2. 시스템 설정파일 업로드

2. 시스템 설정파일 업로드

참고

•  본 기능은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버전 2.0 또는 그 이상에 적용됩니다.

•  긴급모드시 시스템 설정파일 업로드는 실행할 수 없습니다.

사용중인 VX-2000 시스템 설정파일은 연결된 PC에 업로드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메뉴의 [통신 → 업로드 (PC ← VX)] 를 선택합니다.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셋업중인 파일이 닫히고 새로운 파일이 열립니다. 통신을 시작하겠습니까?"

2단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데이터 수신파일] 창이 열립니다.

3단계. 파일과 파일명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

 초기 이름과 같은 동일한 파일명을 사용하면 초기 데이터 파일을 덮어쓰기에서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정보] 창이 열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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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2. 시스템 설정파일 업로드

[확인] 버튼을 누르면, 대화상자가 닫히고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참고

•  업로드된 파일에는 사용자가 설정한 이름(존과 패턴명)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이 열리면, 디폴트명이 대신 표시

됩니다.

•  시스템 정보창의 버전은 PC 소프트웨어 버전이 아닙니다. 버전을 여기에 입력하여 귀하의 시스템 설정파일을 관리하십시오.

4단계. 프로젝트명, 작성자, 및 버전을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VX-2000과의 통신이 시작되고 통신상태를 나타내는 화면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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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3. 로그 읽기

3. 로그 읽기

VX-2000에 저장된 오퍼레이션 로그는 PC로 업로드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대 2,000개의 오퍼레이션 로그 이벤트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는 2,000개를 넘으면 발생순으로 삭제됩니다.

1단계. 메뉴의 [시스템 → 로그] 를 선택합니다.

 [로그 보기] 창이 열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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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3. 로그 읽기

2단계. 로그를 업로드합니다.

 [받기] 버튼을 클릭하면 통신이 시작되고 가장 최근의 로그를 PC로 업로드합니다. 로그 이벤트가 발생순으로 디스플레이됩

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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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3. 로그 읽기

3단계. [상황 보기] 부분에 로그가 보이도록 설정합니다.

 표시할 로그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 목록: 저장된 모든 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 보기 선택: 원하는 로그만이 선택되고 디스플레이됩니다.

  보고자하는 데이터의 "이벤트", "모니터" 또는 "에러"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합니다.

  하나 이상의 체크박스에 체크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벤트"를 선택한 경우, "일반" 또는 "긴급" 가운데  

 어느 하나를 더 선택합니다.

4단계. [보기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3의 상황 보기에 설정된 로그가 선택되고 디스플레이됩니다.

5단계. [로그 보기] 창에 표시된 로그는 csv 형식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로그 파일명 설정] 창이 열립니다.

 파일과 파일명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한 다음 다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6단계. [로그 보기] 창에 나타난 로그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트합니다.

7단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 보기] 창을 닫습니다.

Tip

로그는 VX-2000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될 경우 7일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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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전 표시

메뉴의 [도움말 → 버전]을 선택하면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와 VX-2000 펌웨어”의 버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장: 기타 PC 소프트웨어 기능 
4. 버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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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X-200PS 및 VX-2000DS와 배터리의 용량 계산하기

VX-2000에 따라오는 CD-RPM의 “Supplementary tool” 폴더에 위치한 “Supplementary tools.xls”을 사용하여, VX-2000 시스템 전원 

공급에 요구되는 VX-200PS 또는 VX-2000DS 유닛의 최소수와 VX-2000DS 유닛의 대당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계산합니다.

참고

•  게산 전, 다음 항목들을 정해 놓습니다.

· VX-2000에 삽입된 모듈 수와 유형

· VX-2000SF에 삽입된 모듈 수와 유형

·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수량과 유형 그리고 RM-210 댓수

· 리모트 마이크로폰 연결 케이블 유형과 연결거리

· 설치 위치 (VX-2000SF와 VP 파워앰프)

· 방송존 수와 각 존에 연결된 스피커 총 전력

· 백업 시간 (대기시간과 전체 알람로드)

· AC 고장 모드시 모니터링 간격

· 긴급 EV 메시지 사이클 (메시지 사이클과 주의환기 시그널 지속시간)

상기 항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설명서의 관련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Supplementary tools.xls” 파일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2000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제12장: 부록 
1. VX-200PS 및 VX-2000DS와 배터리의 용량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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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부록 
1. VX-200PS 및 VX-2000DS와 배터리의 용량 계산하기

1.1. 입력 순서

"Supplementary tool.xls" 파일에는 5개의 시트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필요한 시스템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VX-2000DS 또는 

VX-200PS 유닛수와 필요한 배터리 용량을 계산합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케이블 길이

입력 모듈수입력시트

모델과 유형RM 시트

RM-210 유닛수

전원공급 소스

케이블 유형

SF 시트 SF 모듈수

예비앰프? (예/아니오)

전원공급 소스

설치 위치

전원 공급 터미널 No.

전원 공급 터미널 No.

VP 시트 각 스피커 라인에 필요한 출력

존 앰프 전원공급 소스

예비앰프 전원공급 소스

스탠바이 시간DS 시트 AC 고장 설정

전체 알람 로드 시간

모니터링 간격

EV 메시지 사이클긴급 EV 메시지 설정

주의환기 시그널 지속시간

•  DS 시트에서 다음 항목이 계산됩니다.

· VX-2000DS 유닛수
· 각 VX-2000DS에 필요한 VX-200PS 유닛수
· 각 VX-2000DS 유닛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

•  각 콤포넌트의 유닛 총수가 입력시트에 계산되고 열거됩니다.

Auto 대체? (예/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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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록 
1. VX-200PS 및 VX-2000DS와 배터리의 용량 계산하기

1.2. "Supplementary tool.xls" 파일 사용하기

1.2.1. "Supplementary tool.xls" 파일 시작하기

1단계. "VX-2000 설정 소프트웨어" CD를 PC의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2단계. CDROM의 "Supplementary tool" 폴더내 "Supplementary tool.xls" 파일을 활성화합니다.

3단계. 열린 엑셀파일에 파일명을 부여하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합니다.

4단계. 다음 절차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1.2.2. 입력시트에 데이터 입력하기

VX-200XR, VX-200XI, EV-200 유닛 및 900 모듈의 수를 입력합니다. 데이터 입력은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 [ ]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물론, 각 셀에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VX-2000의 경우, 시스템 마다 1 유닛만 

가능하기 때문에 값은 "1"로 사전 입력됩니다.

Tips

•  데이터 입력을 필요로하는 셀은 노란색으로 채색됩니다.

•  파란색으로 채색된 셀은 본 시트 또는 그밖의 다른 시트상에 입력 결과로 산출되는 각 콤포넌트의 총수를 나타냅니다.

•  화면 우측상단의 "지우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고 디스플레이는 초기화면으로 되돌아 갑니다.

"지우기"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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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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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RM 시트

"RM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관련 정보를 이곳에 입력합니다. 본 시트는 리모트 마이크로폰 표와 케이블 유형 표

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단계. 필요한 경우, 케이블표에 케이블을 추가합니다.

 케이블 유형 표에는 리모트 마이크로폰 전력공급에 사용할 케이블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리모트 마이크로폰 표에 사용할 케

이블 유형을 입력할 경우 본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케이블 유형표에 11가지 유형의 케이블이 열거되어있습니다. 이들 외의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케이블 No. 12 ~ 19 셀에 케

이블명과 리인저항(Ohm/km) 데이터 모두를 입력하십시오.

리모트 마이크로폰 전력 공급에 사용중인 케이블이 표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케이블명과 라인저항(Ohm/km) 정보를 케이블 No. 12 ~ 19 셀에 직접 

입력합니다.

2단계. 리모트 마이크로폰 표의 기기란에 리모트 마이크로폰 모델과 유형을 선택합니다.

 RM-200XF, RM-200X (긴급유형으로 설정된) 또는 RM-200X (일반유형으로 설정된)에서 RM 유닛 No. 1 - 8에 해당하는 리

모트 마이크로폰을 선택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  )을 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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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RM-210란에, 각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연결된 RM-210 유닛수를 입력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  )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 선택합니다. 물론, 각 셀에 값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

습니다.

4단계. 연결란에, 각 리모트 마이크로폰의 전원공급 소스수를 선택합니다.

 전원공급 소스 선택에는 VX-200XR (1 – 8), RM 1 – 8, VX-2000DS (1 – 10) 및 AC 어댑터가 있습니다.

 [VX-200XR (1 – 8)]: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VX-200XR에 직접 연결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RM 1 – 8]: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연결된 두번째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첫번째에 의하여 전원이 공급되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VX-2000DS (1 – 10)]: VX-2000DS로부터 리모트 마이크로폰 전원이 직접 공급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AC Adapter]: AC 어댑터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그러나, 일반-목적의 방송용으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경우와 정전시 예비전력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 전원공급소스 개념

Click on each cell to display the drop-down window button  at the right and use this to make a selection.

참고

VX-2000DS을 선택할 경우, DC OUTPUT 터미널 No.는 "1"로 자동 프리셋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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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케이블 No. 란에서, 리모트 마이크로폰 링크 커넥터 연결에 사용된 케이블 유형을 선택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  )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 선택합니다. 또한 각 셀에 데이터 값을 직접 입력할 수 

 도 있습니다.

6단계. 거리란에서, 각 리모트 마이크로폰 간의 케이블 길이를 입력합니다.

모든 입력을 완료하면, OK? 란 각 셀에 "OK" 또는 "NG"가 나타납니다.

참고

•  VX와 리모트 마이크로폰 간의 케이블 또는 리모트 마이크로폰 간의 케이블이 매우 길거나 다수의 RM-210을 추가한 경우, OK? 란에 

"NG"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타나지 않도록 다음 방법을 사용해 봅니다.

· 전원공급소스를 VX-2000DS로 교체합니다.

· 낮은 라인저항의 케이블로 변경합니다.

· 가능한 경우, 케이블 길이를 짧게 합니다.

· 가능한 경우, VX-200XR 유닛수를 늘리고 리모트 마이크로폰 라인을 나눕니다.

•  본 시트는 지정한 기기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K" 또는 "NG"로 판단해 줍니다. 그러나,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확

장할 수 있는 실제 케이블 길이를 정하려면, 데이터 통신에 관한 제한사항을 고려해 넣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p.9-31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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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SF 시트

SF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이 시트를 사용하여 VX-2000SF에 삽입된 모듈과 관련한 설정은 물론 예비앰프의 존재 또는 부족과 파워앰

프 선택상황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각 VX-2000SF의 경우, VX-200SP, VX-200SZ, VX-200SI, VX-200SO 및 VX-200SE가 표시된 열의 관련 셀에 삽입된 유닛수를 

입력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그림삽입요)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 선택합니다. 또한 각 셀에 데이터 값을 직접 입

력할 수도 있습니다.

2단계. 각 VX-2000SF의 경우, 스탠바이 앰프 열의 관련 셀에 "예" 또는 "아니오"를 입력하여 스탠바이 앰프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3단계. VX-2000DS 유닛 No. 열의 관련 셀에서, VX-2000SF각각에 전력을 공급하는 VX-2000DS 수(1에서 10까지의)를 입력합니다.

 참고

 VX-2000SF 각각을 연결하는 VX-2000DS의 DC POWER OUT 터미널 No.는 "1"로 자동 프리셋됩니다.

4단계. 자동 교체 열의 관련 셀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곳에 입력된 정보는 다음에 오는 VP 시트와 관련됩니다. VX-2000SF 프레임에 설치된 VP-2064 및 VP-2122 앰프 모두

에 채널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 VP-2064는 VP-2122 앰프로 자동 교체됩니다. 이렇게 해서 VP-2064의 수를 줄이고 단일의 

VP-2122에 필요한 증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설정하여 이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아니오"를 설정하여 기능 작동하

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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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Same Place 열의 관련 셀에 설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곳에 입력된 정보는 다음에 오는 VP 시트와 관련됩니다. VX-2000 시리즈 파워앰프에는 2-채널 VP-2122와 4 채널 VP-

2064가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위치된 다수의 VX-2000SF 유닛이 있는 경우, 이들을 파워앰프 유닛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VX-2000SF No.2의 "Yes"에 Same Place를 설정합니다.]

VX-2000SF No.1과 No.2 모두 파워앰프 유닛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VX-2000SF No.2의 "No"에 Same Place를 설정합니다.]

VX-2000SF No.1에 파워앰프가 연결되어있지 않는 빈 공간이 있

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그대로 두고, VX-2000SF No.2는 별도

의 파워앰프에 연결합니다.

["Same Place" 기능을 설정합니다.]

다음 VX-2000SF가 앰프 유닛에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위치될 경우 "Yes"를 선

택합니다.

다음 VX-2000SF가 너무 멀리 위치될 경

우 앰프 유닛에 연결될 수 있게 "NO"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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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VP 시트

VP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이 시트에 필요한 스피커 출력과 각 존의 전원공급소스를 입력합니다. 이 시트는 예비앰프 표와 존 앰프 표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존 앰프 표에, 필요한 스피커 출력값과 각 존에 연결된 스피커의 전원공급소스를 입력합니다.

 1-1. 출력(W) 란에, 각 존 스피커에 필요한 출력값을 입력합니다. 

  이들 출력값을 입력할 경우, 3개의 파워앰프 란에 다음의 정보가 자동 표시됩니다.

  [기기] : 입력된 출력값에 따라, 가장 적합한 앰프(VP-2064, VP-2122, VP-2241 또는 VP-2421)가 선택됩니다.

  [유닛 No.] :  시스템내 특정 유형의 파워앰프 위치 번호를 나타내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VP-2421 파워앰프 옆 번 

 호 "2"는 시스템내 두번째 VP-2421 유닛임을 가리킵니다. 

  [CH] : 문제의 파워앰프 채널번호를 나타내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VP-2064 파워앰프 옆 번호 "4"는 네번 

 째 채널임을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12-11

제12장: 부록 
1. VX-200PS 및 VX-2000DS와 배터리의 용량 계산하기

 1-2. VX-2000DS 유닛 No. 란에, 전원이 공급되는 VX-2000DS 유닛(1 ~ 10)을 선택합니다.

  각 파워앰프에 채널 1을 선택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그림삽입요)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선택 

  합니다. 

Tip

다른 DC 파워소스가 전원을 공급할 경우, "기타"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일반-목적의 방송용으로 파워앰프를 사용할 경우와 정전시 예

비전력을 필요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1-3.  DC POWER OUT 터미널 No. 란에서, VX-2000DS(1~6)의 연결 터미널 번호를 선택합니다.

   각 셀을 클릭하여 우측 드랍다운 창 버튼(그림삽입요)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 선택합니다.

2단계. 예비앰프 표에서 전원공급소스를 선택합니다.

존 앰프 표에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면, 각 VX-2000SF 내에 가장 큰 출력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가장 적합한 파워앰프(모델 No., 유닛 

No., 및 채널)가 스탠바이 표에 표시됩니다. 상기 Steps 1-2 및 1-3의 경우, 전원공급소스와 연결 터미널 번호를 선택합니다.

Tips

•  존 앰프 표의 존 란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   VX-2000SF에는 1 채널만을 사용하고 있는 VP-2064와  1 채널만을 사용하고 있는 VP-2122 모두가 있는 경우, VP-2064의 앰프 기능을 

VP-2122로 대체 자동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VP-2064의 수를 줄이고 단일의 VP-2122에 필요한 증폭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작동되지 않게하려면 SF 시트의 Auto Replace 아래 "NO"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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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DS 시트

DS 시트 탭을 클릭합니다. 파워고장과 긴급 EV 메시지에 대하여 시스템이 필요로하는 항목을 입력합니다. 이 지점까지 만들어진 입력

결과가 본 시트상의 결과표에 출력됩니다.

• 백업 시간 설정

[스탠바이 시간]: AC 전원고장의 경우 스탠바이 시간을 입력합니다.

[알람시간]: 긴급방송이 풀 작동상태에 있는 스탠바이 시간에 뒤이어 오는 지속시간을 입력합니다.

Tip

입력된 초기값은 EN (IEC) 60849: 1998이 요구하는 값입니다.

• 모니터링 간격설정

[모니터링 간격]:      AC 파워고장의 경우, 사용할 모니터링 간격을 입력합니다.

참고

AC 파워고장 모드시 모니터링 간격으로 설정된 것과 동일한 값을 PC 설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이곳에 입력합니다.

• 메시지 사이클 설정

[메시지 사이클]: 무음시간 포함 1 메시지 사이클의 총 지속시간

[주의 환기 시그널]: 1 메시지 사이클내 주의-환기 시그널의 총 지속시간

[긴급 EV 메시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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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력을 완료한 경우, 결과표에 다음 항목이 디스플레이됩니다.

· 어느 VX-2000DS 유닛(1 - 10)의 어느 터미널 No. (1 - 6)에 어떤 장치가 연결되었는가.

· VX-2000DS 각각에 필요한 VX-200PS 유닛수.

· VX-2000DS 유닛 각각에 필요한 배터리 용량 (Ah).

"OK" 또는 "NG"가 OK? 컬럼 셀에 나타납니다.

참고

•  단일의 VX-2000DS 터미널에 연결된 다수의 콤포넌트가 설정에 포함된 경우, OK? 란에 "NG"가 나타나 해당 터미널의 전력용량이 초

과되었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더 이상 NG가 나타나지 않도록 VP 시트로 돌아가 NG-표시된 VP 앰프를 다른 VX-2000DS의 

OUTPUT 터미널로 전환하십시오.

•  배터리 용량은 BS5839의 Annex C: Part 8: 1998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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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터미널에 "OK" 가 나타난 경우, 입력시트로 돌아가면 각 콤포넌트의 유닛 총계를 보여주는 목록이 디스플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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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등록할 컨텐츠]

*1 다음 4가지 재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프로그램, 단일 프로그램, 반복 및 무한. 하지만, VX-2000 시스템의 경우 지

속적인 프로그램 재생을 선택하십시오.

*2 VX-2000 재생 작동과 관련없음.

2. CF 카드 리코딩 방법

EV-350R 디지털 아나운서 또는 EV-200 전용 PC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F 카드에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2.1. Recording by the EV-350R

2.1. EV-350R를 사용하여 리코딩하기

2.1.1. 프로그램

EV-350R 용 워드 "프로그램"은 재생 사운드 데이터(문장과 무음 간격)와 컨트롤 데이터(볼륨레벨과 재생방법)로 이루어진 재생 데이

터를 의미합니다. VX-2000 시스템의 경우, 재생 데이터는 "EV 메시지"로 불리웁니다.

데이터 컨텐츠

재생 사운드 데이터 문장과 무음간격(최대 128 단계)의 조합

컨트롤 데이터 재생 방법*1 (4가지 방법중 하나)

출력 (출력 1 또는 출력 2에서 또는 양쪽 모두에서 동시에)*2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타이틀)*2

프로그램 사운드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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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VX-2000 시스템의 경우, EV-200 유닛 1대당 EV 메시지 최대 8개까지만 방송 가능하지만 EV-350R을 사용할 경우 8개 이상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  단일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재생을 반복하려면, 프로그램 busy output 또는 repeat interval을 설정해야 합니다. 메시지 사이에 busy 

signal 출력을 원할 경우, busy output을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출력은 공장출하시 ON으로 프리셋됩니다.

2.1.2. CF 카드 리코딩 내용

최대 128개의 문장(EV-350R 설정에 따라 최대 512개까지)과 최대 8개 프로그램까지 CF 카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P001 – 

P008은 EV 메시지 1 – 8에 해당됩니다. VX-2000에서 EV 메시지 1이 재생될 경우, P001에 설정된 재생데이터가 리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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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프로그램 예]

상기 예에 나타난 프로그램은 다음처럼 작동합니다.

경고 메시지 (프로그램 No.1)

[지속적인 프로그램 재생 방법]

2.1.3. 설정 예

[메시지 프로그램/문장 구성 예]

참고

VX-2000 시스템의 경우 EV 메시지는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경고, 유도, 리셋 및 일반. 메시지 유형은 각 EV 메시지 번호에 PC 소

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리코딩시, PC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메시지 유형은 메시지 컨텐츠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세한 

설정에 관하여는 p.7-28 참조.

VX 유닛 메시지 No. 프로그램 No. 재생방법 문장 No. 또는 무음부 EV 메시지 유형

메시지 1 P001 

지속적인 프로그램 
재생

A001, A002, M003, A003 경고 

메시지 2 P002 A011, A012, M002, A013 유도

메시지 3 P003 A021, A022, M002, A023 리셋  

메시지 4 P004 A031 

일반
(일반-목적의 방송)

메시지 5 P005 A041 

메시지 6 P006 A051, M001, A052, M002 

메시지 7 P007 A061, M001, A062, M002 

메시지 8 P008 A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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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사용 가능한 CF 카드 (카드 어댑터 필요)

•  "SanDisk"* CompactFlash* (CF) 카드를 사용합니다.

   * SanDisk 社의 등록상표

•  필요한 카드 용량(96 MB 이하)은 리코딩 시간과 사운드 품질에 따라 다릅니다.

[CF 카드 용량 vs. 리코딩 시간]

•  EV-200 보드의 감시 기능 제어에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10초 또는 그 이상의 기록되지 않은 부분이 카드에 남아 있도록 유지하십시오.

•  EV-200에 CF 카드가 처음 삽입될 때, 파일럿톤이 카드에 작성됩니다.

•  CF 카드 리코딩에 전용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CF 카드를 콤팩트플래시 카드 어댑터에 넣은 다음 어댑터를 EV-350R 전면 패널 메모리 카

드슬롯에 삽입합니다.

•    리코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EV-350R 사용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 

•   VX-2000에 EV-200을 마운트할 경우, EV-200 또는 CF 카드가 작동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EV-200에서 CF 카드를 제거합니다.

•   VX-2000 동작중 CF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지 마십시오.

* 리코딩 시간이 짧을 수록 사운드 품질은 높습니다.

Capacity (MB)
Recording Sound Quality*

Low Normal High Extremely High

16 0:33:09 0:22:06 0:16:34 0:11:03

32 1:06:36 0:44:24 0:33:18 0:22:12

48 2:13:30 1:29:00 1:06:45 0:44:30

96 3:20:08 2:13:25 1:40:04 1: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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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V-200 데이터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리코딩하기

"http://toaproducts.com/international/"으로부터 EV-200.msi EV-200 데이터 편집 소프트웨어와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리코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운로드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EV-200.msi EV-200 데이터 편집 소프트웨어는 프리웨어입니다. 버그수정 및 업데이트와 같은 지원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주목할 점

EV-200 펌웨어 버전이 Ver.1.00 또는 Ver.2.00일 경우, EV-200 데이터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록된 CF 카드는 재생할 수 없습

니다.

이 경우, EV-200 펌웨어는 버전 3.00 또는 그 이상으로 업데이트하여 재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려면, "http://toa-products.com/international/"로부터 펌웨어 파일과 업데이트 사용설명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업데이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다운로드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V-200 펌웨어 버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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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록 구성도

1.1. Fireman’s Microphone  RM-200XF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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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00X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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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 VX-200XR

1.4. 컨트롤 입력 VX-200XI 탑재 오디오 입력모듈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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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시스템 매니저 VX-2000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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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시 프레임 VX-2000SF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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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파일럿톤 탐지모듈 VX-200SP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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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피던스 탐지모듈 VX-200SZ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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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파워앰프 입력모듈 VP-200VX

1.10. 파워앰프 1 x 240W VP-2241 및 파워앰프 1 x 420W VP-2421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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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파워 앰프 2 x 120 W VP-2122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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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파워앰프 4 x 60 W VP-2064

제13장: 사양
1. 블록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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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양

2.1. Fireman’s Microphone  RM-200XF

제13장: 사양
2. 사양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액세서리

플러그-인 스크루우 터미널 ..........................................  1

월마운팅 브라켓 ............................................................  1

월마운팅 스크루우 .........................................................  2

박스 마운팅 스크루우  ..................................................  2

전원 24 V DC (operating range: 16 – 40 V DC)

전류소모 Under 200 mA (RM-200XF), 850 mA (with 10 RM-210s connected)

오디오 출력 0 dB*, 600 Ω, balanced

핸드 마이크로폰 Dynamic microphone, 기능 switch (default: Press-to-talk),  Microphone element fault detection

왜곡 Under 1%

주파수 응답 200 – 15,000 Hz

신호 대 잡음비 Over 55 dB

내부 모니터 스피커 200 mW

볼륨 컨트롤 Microphone volume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기능키수 5 (including Hand-held microphone's switch), extendable up to 105 (with 10 RM-210s connected)

확장키 10 keys extension per RM-210, EXTENSION connector

연결가능 유닛수 4

통신시스템 LONWORKS Twisted Pair Free Topology Transceiver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Category 5 STP cable, plug-in screw connector

통신거리 500 m (free topology wiring)

마감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치수 200 (w) x 215 (h) x 82.5 (d) mm  (excluding the coiled cord)

무게 1.2 kg

적용 박스 YC-301, YS-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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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00X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4 V DC (operating range: 16 – 40 V DC), supplied from RJ45 connector
or power input jack (non-polarity type)
Usable power input plug: 5.5 mm outer diameter, 2.1 mm inner diameter,
and 9.5 mm long

소모전류 Under 200 mA (RM-200X), 750 mA (with 9 RM-210s connected)

오디오 출력 0 dB*, 600 Ω, balanced, RJ45 connector

구즈넥 마이크로폰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외부 마이크로폰 입력 –40 dB*, 2.2 kΩ, unbalanced, mini jack, phantom powering

왜곡 Under 1%

주파수 응답 100 Hz – 20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60 dB

내부 모니터 스피커 200 mW

볼륨 컨트롤 Microphone volume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기능키수 15, extendable up to 105 (with 9 RM-210s connected)

확장키 10 keys extension per RM-210, EXTENSION connector

연결가능 유닛수 8 (include RM-200XF)

통신시스템 LONWORKS Twisted Pair Free Topology Transceiver

연결 케이블 및 커넥터 Category 5 STP cable, RJ45 connector

통신거리 500 m (free topology wiring)

마감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치수 190 (w) x 76.5 (h) x 215 (d) mm (gooseneck microphone excluded)

무게 8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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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 RM-210

• 액세사리

확장 케이블  ...................................................................  1

연결 브라켓 A  ...............................................................  2

연결 브라켓 B  ...............................................................  1

연결 브라켓용 스크루우 .............................................. 12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모전류 20 mA max. (in terms of RM-200M's DC power input)
75 mA max. (in terms of DC power inputs of RM-200X and RM-200XF)

연결 Connection to RM-200M, RM-200X or RM-200XF by way of dedicated cable

기능키수 10

기능 When used to expand the RM-200M:
Selects and activates the Voice Announcement Board messages.

When used to expand the RM-200X and RM-200XF (PC software setting):
Emergency activation, Emergency reset, BGM pattern selection,
EV message activation, Broadcast zone selection,
Monitor zone selection, Chime activation, Talk key activation,
Control output activation, Input volume adjustment,
Zone volume adjustment, and Failure output indication and Reset.

마감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치수 110 (w) x 76.5 (h) x 215 (d) mm

무게 3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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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스템 매니저 VX-2000

• 선택사양 제품

보이스 안내방송 보드:   EV-200

절연 트랜스:                 IT-450 (오디오 링크 출력)

• 액세사리

랙마운트 브라켓 (유닛에 사전 설치됨) ...............................................................  2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블랭크 패널 ...........................................................................................................  7

블랭크 패널 마운팅 스크루우 ............................................................................  14

설정 소프트웨어 설치 CD ....................................................................................  1

퓨즈 (T1.6 A L) ......................................................................................................  1

퓨즈 (T6.3 A L)  ....................................................................................................  1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4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소비전류 Under 650 mA (20 V DC)

입력 –20 dB*, unbalanced, Number of module slots: 8

사용가능 입력모듈 VX-200XR, VX-200XI, 900 series plug-in modules (M-01F, M-01M, M-01P,
M-01S, M-01T, M-03P, M-51F, M-51S, M-51T, M-61F, M-61S, M-61T, U-01F,
U-01P, U-01R, U-01S, U-01T, U-03R, U-03S, U-61S, U-61T)

오디오 링크 출력 Number of audio buses: 4
0 dB*, electronically balanced, RJ45 female connecto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모니터 출력 0 dB*, electronically balanced, XLR receptacle (3 pins)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60 dB

왜곡 Under 0.5%

크로스 토크 Under –60 dB (1 kHz, 0 dB*)

컨트롤 입력 16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 open voltage: 17 V DC,
short circuit current: Under 5 mA, RJ45 connector x 2

컨트롤 출력 16 outputs, open collector output, withstand voltage: 30 V DC,
control current: Under 5 mA, RJ45 connector x 2

차임톤 Built-in chime: 4-tone chime (up) / 4-tone chime (down) / 2-tone chime / Gong

통신 시스템 PC (Setting software to be installed): D-sub connector (9 pins), cross cable,
RS-232C
VX-2000SF: RJ45 female connecto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LONWORKS RS-485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y), paint

치수 482 (w) x 132.6 (h) x 337 (d) mm

무게 6.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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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이스 안내방송 보드 EV-200

*1  0 dB = 1 V

*2  SanDisk 社의 등록상표                      

참고

• EV-350R 리코딩용 마켓에 콤팩트플래시 카드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액세사리

마운팅 스크루우  ...........................................................  2

2.6.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모듈 VX-200XR

• 액세사리

Mounting screw  ..........................................................  2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4 V DC, 0.3 A

소비전력 5 W

출력 0 dB*1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 (44.1 kHz sampling)
20 Hz – 14 kHz (32 kHz sampling)

왜곡 Under 0.3% (44.1 kHz, recording method: Extremely High)

메모리 카드 SanDisk*2 CompactFlash*2 card is optionally required.
Number of mountable card: 1

재생모드 Single source playback

재생 프로그램수 8 programs

작동온도 0 to +50°C

작동습도 Less than 90%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치수 120 (w) x 18.6 (h) x 121 (d) mm

무게 110 g

전원 Supplied from VX-2000

소비전류 Under 17 mA

연결가능 마이크로폰 RM-200X and RM-200XF

입력 커넥터 RJ45 female connecto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마감 Panel: Aluminum, hairline

치수 35 (w) x 78 (h) x 88 (d) mm

무게 70 g

적용가능 모델 V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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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컨트롤 입력 VX-200XI 탑재 오디오 입력모듈

• 액세사리

마운팅 스크루우 ............................................................  2

• 선택사양 제품

절연 트랜스: IT-450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Supplied from VX-2000

소비전류 Under 30 mA

입력감도 
(정격출력 –20 dB)

MIC: –70 to –42.5 dB* (adjustable)
LINE: –20 to +7.5 dB* (adjustable)
MIC or LINE selectable by the built-in switch

로우 컷 필터 (100 Hz) 9 to 15 dB attenuation (adjustable)

하이 컷 필터 (10 kHz) 8 to 14 dB attenuation (adjustable)

왜곡 Under 0.5%

주파수 응답 50 Hz – 20 kHz

팬텀 파워 15 V (open), 6 V (current consumption 3.3 mA)

컨트롤 입력 No-voltage make contact, open voltage: 17 V DC,
short circuit current: Under 5 mA

입력 커넥터 RJ45 female connecto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마감 Panel: Aluminum, hairline

치수 35 (w) x 78 (h) x 88 (d) mm

무게 70 g

적용 모델 VX-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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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감시 프레임 VX-2000SF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사양 제품

절연 트랜스: IT-450 (오디오 링크 출력)

• 액세사리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블랭크 패널 ..............................................................................................  9

랙 마운팅 브라켓 (유닛에 사전 설치됨) .................................................  2

예비 앰프 케이블 (3m) ............................................................................  1

블랭크 패널 마운팅 스크루우 ...............................................................  18

전원 24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소비전류 Under 2 A (40 V DC)

모듈 슬롯수 10

사용가능 모듈 VX-200SZ, VX-200SP, VX-200SI, VX-200SO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60 dB

왜곡 Under 0.5%

크로스 토크 Number of audio busses: 4
0 dB*, electronically balanced, RJ45 female connecto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86A standard)

오디오 링크 입력/출력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Power Amplifie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86A standard)

예비 앰프 링크 VX-2000, VX-2000SF: RJ45 female connector x 2, LONWORKS RS-485
VX-2000DS: RJ45 female connector x 2,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86A standard)

통신 시스템 16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 open voltage: 17 V DC,
short circuit current: Under 5 mA, RJ45 connector x 2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y), paint

치수 482 (w) x 132.6 (h) x 337 (d) mm

무게 5.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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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파일럿톤 탐지모듈 VX-200SP

• 선택사양 제품

이퀄라이저 카드: VX-200SE

• 액세사리

플러그-인 스크루우 터미널 ...........................................  1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Supplied from VX-2000SF

소비전류 Under 100 mA

파워 앰프 링크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Power Amplifie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라인 모니터 Plug-in screw connector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출력

Plug-in screw connector,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transfer type, withstand voltage: 30 V DC, 250 V AC,
contact current: Under 7 A (DC), under 7 A (AC)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스피커 출력 Plug-in screw connector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파워 앰프 입력 Plug-in screw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Power Amplifier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결함 탐지 시스템 Short circuit, open circuit (pilot tone detection method), ground fault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치수 30.5 (w) x 132.6 (h) x 290.3 (d) mm

무게 240 g

적용 모델 VX-2000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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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임피던스 탐지모듈 VX-200SZ

• 선택사양 제품

이뭘라이저 카드: VX-200SE

• 액세사리

플러그-인 스크루우 터미널 ...........................................  1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Supplied from VX-2000SF

소비전류 Under 150 mA

파워 앰프 링크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Power Amplifier.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외부 어테뉴에이터 
컨트롤 출력

Plug-in screw connector,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transfer type, withstand voltage: 30 V DC, 250 V AC,
contact current: Under 7 A (DC), under 7 A (AC)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스피커 출력 Plug-in screw connector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파워 앰프 입력 Plug-in screw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Power Amplifier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 16 – AWG 24

결함 탐지 시스템 Short circuit, open circuit (impedance detection method), ground fault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치수 30.5 (w) x 132.6 (h) x 290.3 (d) mm

무게 320 g

적용 모델 VX-2000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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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컨트롤 입력모듈 VX-200SI

2.13. 컨트롤 출력모듈 VX-200SO

2.11. 이퀄아이저 카드 VX-200SE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Supplied from VX-200SZ, VX-200SP

소비전류 Under 50 mA

이퀄라이저 센터 주파수 80 Hz, 125 Hz, 250 Hz, 500 HZ, 1 kHz, 2 kHz, 4 kHz, 8 kHz, 12 kHz

게인 범위 ±12 dB, adjustable in 2 dB step

치수 110 (w) x 90 (h) x 11.7 (d) mm

무게 50 g

적용 모델 VX-200SZ, VX-200SP

전원 Supplied from VX-2000SF

소비전류 Under 100 mA

컨트롤 입력 16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 open voltage: 24 V DC,
short circuit current: under 10 mA, RJ45 connector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치수 30.5 (w) x 132.6 (h) x 290.3 (d) mm

무게 200 g

적용 모델 VX-2000SF

전원 Supplied from VX-2000SF

소비전류 Under 150 mA

컨트롤 출력 16 outputs, no-voltage make contact, contact capacity: 28 V DC, 1 A,
RJ45 connector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치수 30.5 (w) x 132.6 (h) x 290.3 (d) mm

무게 250 g

적용 모델 VX-2000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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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파워 앰프 4 x 60 W VP-2064

• 액세사리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8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 mm

소비 전류 4.8 A in total

정격줄력 60 W x 4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 
(메인 AC 에서: 195.5 V)

45 W x 4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전압 100 V (70 V, 50 V: selectable by internal wiring change)

최소 저항 부하 167 Ω (at 100 V), 83 Ω (at 70 V), 41 Ω (at 50 V)

최대 용량성 부하 0.125 μF (at 100 V), 0.25 μF (at 70 V), 0.5 μF (at 50 V)

채널수 4

입력 Specified by input module VP-200VX

모듈 슬롯수 4

사용 모듈 VP-200VX

출력 Power amplifier output (speaker line):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주파수 응답 40 Hz – 16 kHz, ±3 dB (at 1/3 rated output)

왜곡 Under 1% (at rated output, 1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80 dB

패널 인디케이터 Channel power indicator: 4 channels, dual colour LED
Overheat indicator: Yellow LED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치수 482 (w) x 88.4 (h) x 340.5 (d) mm

무게 11.2 kg



13-23

제13장: 사양
2. 사양

2.15. Power Amplifier  2 x 120 W  VP-2122

• 액세사리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8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 mm

소비 전류 (EN60065) 4.8 A in total

정격줄력 120 W x 2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 
(메인 AC 에서: 195.5 V)

90 W x 2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전압 100 V (70 V, 50 V: selectable by internal wiring change)

최소 저항 부하 83 Ω (at 100 V), 41 Ω (at 70 V), 21 Ω (at 50 V)

최대 용량성 부하 0.25 μF (at 100 V), 0.5 μF (at 70 V), 1 μF (at 50 V)

채널수 2

입력 Specified by input module VP-200VX

모듈 슬롯수 2

사용 모듈 VP-200VX

출력 Power amplifier output (speaker line):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주파수 응답 40 Hz – 16 kHz, ±3 dB (at 1/3 rated output)

왜곡 Under 1% (at rated output, 1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80 dB

패널 인디케이터 Channel power indicator: 2 channels, dual colour LED
Overheat indicator: Yellow LED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치수 482 (w) x 88.4 (h) x 340.5 (d) mm

무게 9.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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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Power Amplifier  1 x 240 W  VP-2241

• 액세사리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8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 mm

소비 전류 (EN60065) 4.8 A

정격줄력 240 W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 
(메인 AC 에서: 195.5 V)

180 W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전압 100 V (70 V, 50 V: selectable by internal wiring change)

최소 저항 부하 41 Ω (at 100 V), 21 Ω (at 70 V), 10 Ω (at 50 V)

최대 용량성 부하 0.5 μF (at 100 V), 1 μF (at 70 V), 1 μF (at 50 V)

채널수 1

입력 Specified by input module VP-200VX

모듈 슬롯수 1

사용 모듈 VP-200VX

출력 Power amplifier output (speaker line):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주파수 응답 40 Hz – 16 kHz, ±3 dB (at 1/3 rated output)

왜곡 Under 1% (at rated output, 1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80 dB

패널 인디케이터 Channel power indicator: 1 channels, dual colour LED
Overheat indicator: Yellow LED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치수 482 (w) x 88.4 (h) x 340.5 (d) mm

무게 8.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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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Power Amplifier  1 x 420 W  VP-2421

• 액세사리

랙 마운팅 스크루우 (5 x 12) .........................................  4

화이버 와셔 ....................................................................  4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28 V DC (operating range: 20 – 40 V DC)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 mm

소비 전류 (EN60065) 7.6 A

정격줄력 420 W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 
(메인 AC 에서: 195.5 V)

320 W (at min. resistive and max. capacitive load)

출력전압 100 V (70 V, 50 V: selectable by internal wiring change)

최소 저항 부하 24 Ω (at 100 V), 12 Ω (at 70 V), 6 Ω (at 50 V)

최대 용량성 부하 0.5 μF (at 100 V), 1 μF (at 70 V), 1 μF (at 50 V)

채널수 1

입력 Specified by input module VP-200VX

모듈 슬롯수 1

사용 모듈 VP-200VX

출력 Power amplifier output (speaker line):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 mm

주파수 응답 40 Hz – 16 kHz, ±3 dB (at 1/3 rated output)

왜곡 Under 1% (at rated output, 1 kHz)

신호 대 잡음비 Over 80 dB

패널 인디케이터 Channel power indicator: 1 channels, dual colour LED
Overheat indicator: Yellow LED

작동 온도 0 to +40°C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치수 482 (w) x 88.4 (h) x 340.5 (d) mm

무게 9.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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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Power Amplifier Input Module  VP-200VX

* 0 dB = 1 V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원 Supplied from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소비전류 Under 30 mA

파워 앰프 링크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X-200SP or VX-200SZ Audio
output module
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

마감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치수 88 (w) x 25.8 (h) x 73.2 (d) mm

무게 50 g

적용 모델 VP-2064, VP-2122, VP-2241, VP-2421

마감 Surface 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치수 100 g

세트 컴포지션 Mount bracket ...... 1

사용 유닛 RM-200X, RM-200M, RM-210

2.19. 긴급 Power Supply  VX-2000DS

• 액세사리

셀프 태핑 스크루우 (4 x 25) .........................................  2

머신 스크루우 M3.5 x 20 .............................................  2

참고: 설계 및 사양은 개선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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