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이래 TOA 는 음향을 통한 안심 , 신뢰 , 감동을 
추구해오고 있습니다 . 전통과 첨단기술을 합한 섬
세하고 견고한 제품은 일본내는 물론 전세계의 많
은 고객과 인증기관의 압도적인 신뢰를 얻고있습
니다 . 업무방송산업을 견인하는 이 분야의 선구자
로서 , 그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안
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세계 음향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책임 

국내에  설치된 주요 건축물들

TOA 상징마크는 문자 'T' 를 기초로 하

여 , 다음과 같은 "4 가지 기업이미지 

목표 " 를 의미합니다 :

PROGRESSIVE

MODERN

INTERNAYIONAL

DYNAMIC

고도의 전문성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술개발
을 위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 진보성 '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게 풍부한 감성으로 신
속히 대응하는 ' 현대성 '

국경을 뛰어넘어 음향으로서 세계를 선도하
는 ' 국제성 '

새로운 가치창조에 전조직이 도전하는 과감
한 ' 역동성 '

좌측상단에서 시계방향으로 

대구육상경기장 - 현대백화점 ( 본점 , 
부산점 ) - 현대연지동사옥 - 이화여
자대학교 - 은하수공원 -  서울지하철



TOA는 일본국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체공장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해외에 파견되어, 
당사 품질관리시스템 요건을 준수하도록 
일본국내 생산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최첨단장비를 가지고 연2회 
엄 격 한  품 질 관 리 를  실 시 하 며  요 구  
품 질 기 준 이  유 지 되 도 록  끊 임 없 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

TOA는 품질, 환경, 안전, 등 전세계의 
다 양 한  표 준 과  법 규 에  제 품 이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ISO 9001과 각 국가의 
표준 UL,  CE ,  CCC,  RoHS,  WEEE,  
EN-54, SASO 및 REACH를 포함하는 
품질/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단없는 당사의 노력입니다.

표준과 법규 준수 

Quality control on 
the Factory Floor

Laboratory Tests with
High-tech Equipment

최첨단 시험설비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환경관련 법적 
제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한 제품만을 출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TOA는 무반향실 및 
반향실과 EMC 시험실 등 다양한 종류의 
시험설비를 갖추고 사내에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제품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범죄증가와 흉악화 또는 지역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방범기능 저하로, 더욱더 
자기방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TOA의 보안시스템은 
생 활 안 전 을  보 장 하 는  시 스 템 으 로  
거듭나고 있고, 또한 도시기능의 변화에 
따라 고층빌딩 및 복잡화된 건축물의 
예기치 못한 화재에도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의 중요성이 
높 아 지 고  있 으 며  각 종  범 죄 나  
재해로부터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 안 심 " 을  실 현 하 는  T O A  기 술 을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정 보 전 달 시 스 템 은  많 은  사 람 들 이  
왕래하는 공공장소나 대형 상업시설 
또는 국제공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정보전달시스템은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함에 따라 끊임없이 보다 유연하고 
편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 보 교 환 이  빈 번 하 게  이 루 어 지 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보내는 측과 받는 
측 모두로부터 요구되는 '신뢰'라는 
가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같은 
중 요 성 을  인 식 하 고  T O A 는  보 다  
순조롭고 빠른 정보교환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TOA 정보전달시스템의 
존재가치입니다.

소리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감동을 보다 
선명하게 연출하는 TOA 프로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콘서트홀에서 소리에 
도취되는 경우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활기찬 시합을 통해 수만 명의 관중 
사 이 에  전 해 지 는  일 체 감 은  이 벤 트  
내용에 맞추어 최적의 소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TOA 기술이 보다 
큰 '감동'을 연출합니다. 

보안 & 안전

　
정보 & 통신

　
프로오디오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Security & Safety Information & 

        Communication
Professional Audio

세계가 인정한 TOA의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ISO9001과 ISO14001 인증취득)

ISO9001 인증을 취득하여, 
설계-개발-생산-시공-애프터서비스에 
이르는 종합적인 품질경영 활동을 
인정받았고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른 
끊임없는 제품과 품질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ISO14001 인증을 
취득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중요한 
경영과제로 인식하고 환경을 배려한 
기술과 상품개발을 행함으로써 지속적인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JMI-0020
ISO9001

Head Office
Takarazuka Office

Tokyo Branch
Osaka Branch

JQA-EM1400
ISO14001

Takarazuka Office

Global trend, TOA standard

끊임없이 '안심,' '신뢰,' '감동'을
창조하는 TOA
보안 & 안전, 정보 & 통신, 프로오디오.

글로벌 트렌드, 글로벌 표준
글로벌 기업으로서 세계가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34
나카타니 츠네타로가 동아특수 전기 
제작소로 창업

1937
고베시 효고구 시모사와도리로 이전

1953
 'TOA 브랜드로 성장하자'
TOA 첫 번째 무역 거래인 인도와 
무역개시.

1954
경영기본방침 '3개의 안심' 제정.
도쿄 영업소 개설.

1957
일본 국내 최초 트랜지스터 메가폰 
ER-57 개발

1959
트랜지스터 차량용 앰프 CA-106, 
CA-112 개발

1949
동아특수 전기 주식회사를 설립
(자본금 50만엔, 사원 12명) .
고베시 효고구 시모사와도리에 
본사 공장을 신설

1947
일본 국내에서 처음으로 영구 
리플렉스 트럼펫 스피커 개발

2010
TOA Electronics (Thailand) Co., Ltd. 
설립(태국).
PT. TOA-GALVA Prima Karya 설립
(인도네시아).
TOA Communication Systems, Inc. 
설립(미국).
상하이국제박람회의 메인 파빌리온 
등, 여러 곳에 시설 참가.
‘메세나 어워드 2010’에서 문화청 
장관상을 수상.

1970
동아통신공업(현 TOA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설립.
타케오 TOA(현 TAKEX)주식회사 설립.

오사카 엑스포 시설 참가.
무선 앰프 'Chika-Chika 시리지' 발매.

1972
Pasco 주식회사 설립.
업계 최초 펜던트 스피커 개발.
북미 시장에서 900시리즈 발매. 
호평을 받음.
데스크 앰프 개발.

1973
최초 해외 법인 TOA Electric 
Deutschland G.m.b.H.(현 TOA
Electronics Europe G.m.b.H.)를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1974
제2의 해외 법인 TOA ELECTRONICS, 
INC.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
Z-시리즈 앰프 호평.
HA-30앰프 출시됨. 앰프의 명기라고 
불림.

1975
프로사운드 시스템 ‘레플리카 
(Replica)’ 개발.

197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합작 기업 P.T. 
TOA-GALVA INDUSTRIES 설립.
인터컴 시스템 EXES-3000 개발.

1977
영국지점 개설.

1962
Takarazuka에 새공장 건설(Takarazuka
사업장) 
고출력 PA 개발을 시행 및 테스트에 
성공

1964
도쿄 올림픽에 방송설비 31개소 
경기장에 공식 채용

1965
아코스 주식회사 설립. 트랜지스터 
메가폰 JIS 공장에 인가됨 

1967
트랜지스터 앰프 '블루 라인 시리즈' 
발매

1968
의료용 전자기기(ME)부분 판매회사. 
동아의료용 전자(현 시스멕스) 
주식회사 설립

1969
비상용 방송설비 개발 

1980 
Dynatron Industrial 설립(2001년 
연결 결산 시작)

1981 
고베 포토 피아 '81 시설 참가 
간사이 물류센터 가동 

1983 
CCTV(감시용 TV 카메라 시스템) 개발
  
1985 
새로운 심볼 마크 도입 실시.

1986 
STI 계측 시스템, CCTV 컬러 카메라, 
전화 회의 시스템 등을 개발.

1988
신입 사원 연수로 무인도 1주일 연수 
시작.

1989 
TOA ELECTRONICS TAIWAN 
CORPORATION 설립

신사옥 'TOA 포토피아 빌딩' 
준공하여 본사를 옮김 

‘TOA 주식회사(등기명 티오에이)’로 
회사명 변경

주식회사 XEBEC(지벡)설립

2000
회계 시스템 SAP/R3채용, SQL Server
에 의해 기간 정보 시스템 재구축

2001
Takarazuka 사업장 ISO14001 인증 
취득.
NHK 오사카 홀 ix-3000등 음향시스템 
납품.
2002년 월드컵을 위한 고베 윙 
스타디움에 필드 음향 시스템과 비상 
및 업무용 방송설비 납품
득기전자(선전)유한회사(Dynatech 
Corporation (Shen Zhen)) 설립(2005
년 연결 결산 시작).
싱가포르에 해외 법인 TOA 
ELECTRONICS PTE LTD 설립
베트남에 해외 법인 TOA VIETNAM 
CO., LTD. 설립

2002
중국 해외 법인 TOA China Limited 
설립

2004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제9회 
disclosure 표창”을 수상.
네트워크 오디오 어댑터 ‘NX-100’이 
IPv6 어플리콘테스트 2004에서
그랑프리 수상.

2005
'라인 어레이 스피커' 개발.
고품위 대규모 다지점 원격 음성 회의 
시스템 NHK와 공동 개발.

2006
일본 국내 최초 하이임피던스 대응용 
디지털 방식 '멀티 채널 
파워앰프'개발.
긴급 지진 속보 관련 분야에 본격적인 
참가.

2007
인도네시아에 해외 법인 PT. TOA 
GALINDRA ELECTRONICS 설립.

2008
말레이시아에 해외 법인 TOA 
ELECTRONICS (M) SDN. BHD. 설립.
북경올림픽의 메인스타디움과 선수촌 
등, 다수 시설 참가.

2009
TOA ELECTRONICS SOUTHERN 
AFRICA (PROPRIETARY) LIMITED
설립(남아프리카).
한신 고시엔 구장에 라인 어레이 
스피커 typeA와 typeC 등, 다수 납품.

1990 
캐나다 현지 법인 TOA CANADA 
CORPORATION 설립.
투어용 스피커 'Z-DRIVE SYSTEM' 
개발.
풀 디지털 믹싱 시스템 'ix-9000' 
비엔나국립극장에 납품.

1991
NHK 홀 음향 시스템 납품.

1992
ISO9001 인증 취득.
방송국과 스튜디오를 위한 풀 디지털 
믹싱 시스템 'ix-11000' NHK 납품.
후쿠오카 돔에 아레나 음향 시스템 
납품.

1993
요코하마 랜드 마크 타워에 PA 등 
다수 납품.

1994
간사이 국제공항에 PA 등 다수 남품.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DP-0204 
개발.
세계 최초로 디젤 엔진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

1995
홍콩 현지 법인 TOA(HONG 
KONG)LIMITED 설립.
'메세나(mecenet)대상'95'로 대상수상.

1996
도쿄 증권거래소 시장 제2부 상장.
TOA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설비용 듀얼 파워앰프 'IP시리즈'발매.

1997
도교 증권거래소, 오사카 증권거래소 
시장 제1부에 상장.

1998
영국 BBM ELECTRONICS GROUP 
LIMITED사 인수.

The time line of TOA 
TOA 역사
수많은 제품을 일본 또는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출시해온 TOA는 약 80년 전부터 
일관되게 소리와 안전을 추구하는 TOA 목표를 실천해 오고있습니다.
TOA는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에 계속 도전하고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TOA 제품개발에 대한 도전과 역사를 소개합니다…

TOA가 개발한 
업계 최포의 제품

1954
세계최초 전기 
메가폰 EM-202 
개발

1972
업계 최초 펜던트 
스피커 개발

1978
무선 뮤직 앰프
(카라오케) 
MA－007발표

1988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SAORI」
를 개발

1990
투어용 스피커 
'Z-DRIVE SYSTEM' 
개발

1990
풀 디지털 믹싱 
시스템 'ix-9000' 
개발 
비엔나국립극장에 
납품

1991
전자식 빌딩 관리용 
인터컴 개발

1994
디젤 엔진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 
상용화에 성공

1994
에비스 미쓰꼬시에 
개별 스피커 음량 
조절이 가능한 
세계최초의 시스템 
남품

상품카다로그

트럼펫 스피커
나카타니 츠네타로 
초대사장

도꾜올림픽

S44 비상방송설비 1호

무선 앰프 ‘치카치카’
MA-220W

네트워크 오디오 어댑터 
‘NX-100’

ER-57 판매당시의 포스터

PR지 토아뉴스



Contents

  EN54 는 화재 등과 같이 비상시에 음성방송으로 안전한 피난과 유도가 가능하도록 하
는 고도의 제품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유럽의 비상용 규격입니다 .
유럽연합 가맹국가의 자국 국내기준을 표준규격으로 정했기 때문에 EN54 는 음성피난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입니다 . 유럽연합 가맹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비상
방송시스템은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유럽 (EU) 에서는 2011 년 4 월부터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할 때 ‘유럽비상용규격’ EN54
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 이 규격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면 많은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
야 하고 취득 후에도 이를 유지하는데 일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비상
방송시스템 업계는 취득한 라이센스의 연장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TOA
는 2009 년도부터 계속해서 인증을 획득 라이센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킨 TOA 시스템은 제품의 확실한 품질과 안정된 생산체제 덕분
에 유럽의 다양한 곳에서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
유 럽 연 합 의 " 화 재 경 보 시 스 템 규 격

(EN54)" 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TOA는 비상 방송 시스템 세가지 시리즈 와 스피

커 15기종 , 전원 2기종으로 ‘유럽 비상용 규격 ’
의 인증을 다른 메이커보다 앞서 취득하였습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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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2000SM 
시스템 매니저 ◦오디오 입력 , 출력 장치와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조합한 매트릭

스 시스템 구성

새로운 매트릭싱 기능이 그 특징으로서 , 중앙집중 제어 하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가지고 시스템 장비를 여러 상
이한 위치로 배분시킬 수 있습니다 . 로컬 시스템은 물론 다중시설에 이르는 대규모 시스템 설치에 이상적인 SX-
2000 시리즈는 특히 공항과 철도 , 공장 , 쇼핑몰 그리고 대규모 사무용 빌딩에 적합합니다 . 안전장치 작동에 필
요한 이중전원공급장치와 리던던트 백업장치가 본 시스템의 다목적성을 보장하고 있어 , 어떠한 설치에 있어서
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솔루션이며 커스텀 시스템으로 인한 비용도 긴 리드타임도 필요없는 비용효과적인 시
스템입니다 .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1U 크기

◦시스템 전체의 오디오시그널 라우팅 및 우선순위 제어 가능

◦ 8 개 제어입력 , 8 개 제어출력 , 장애데이터출력 , 장애데이터

입력 및 다양한 기능을 함께 모니터링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기능을 설정하고 테이터를 CF 카

드에 저장

◦시스템 전체의 운영로그를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저장

완벽한 시스템과 고성능을 대표하는 새로
운 표준의 SX-2000 시리즈 .
중앙제어효과를 위한 다양한 위치에 시스
템을 확장 , 설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
의 시스템 .

Model No. SX-2000SM 시스템 매니저

Power Source
Usable power supply unit: VX-200PS/24V DC
(operational range: 20V – 40V DC)/Two power inputs
construction enables dual- redundant power supply.

Current Consumption 1.1A or less (maximum value in the power operating range)/
0.8A or less (when operated on 24V DC)

SX Link

Network I/F
Matrix System Specification 

Matrix System Configuration
(Maximum connectable units)
Connection Cable/Device

2 × 100BASE-TX circuits, RJ45 connector
Bus: 16
Audio input: Max. 64 ch, Audio output: Max. 256 zones
Contact input: Max. 1416, Contact output: Max. 1416
Priority control: 512 steps 
Event log: Max. 1,000 events × 32 files
Failure log: Max. 100 events × 32 files
SX-2000AI/2100AI: Max. 8 units, SX-2000AO/2100AO: Max. 32 units, SX-2000CI: Max. 32 units,
SX-2000CO: Max. 32 units, RM-200SA: Max. 64 units (up to 8 RM-200SA per SX-2100AI)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LAN
Network I/F
Network Protocol
Connection Cable

1 × 10 BASE-T/100 BASE-TX circuit, RJ45 connector for maintenance use
TCP/IP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for LAN (CAT5-STP)

Analog Link Input/Output Connector
Connection Cable

Output: 2,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DS Link Usable Unit 
Connector/Cable

VX-2000DS
2 interface,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Failure Data Input 3 inputs (ACK/RESET/LAMP TEST)
Failure Data Output 4 outputs (CPU FAULT/GENERAL FAULT/CPU OFF/BUZZER)
Control Input 8 inputs

Surveillance Section for 
The Control Input Lines

Connection resistance to make the function inactive: 20k Ω ± 5%
Connection resistance to make the function active: 10k Ω ± 5%
Connector cable: Twisted pair cable (shielded type is recommended)
Maximum cable distance: 10m

Control Output 8 outputs

24V DC Output Maximum Feeding Current 100mA
Output Voltage 

100mA
24V DC ± 10% or less

Memory Card Insertion slot: 1 (supplied CF card (128MB)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Case: Surface-treated
steel plate

Dimensions 482 (W) × 44 (H) × 333 (D)mm
Weight 3.8kg

시스템 컴포넌트 , 네트워크 이용 다양한 위치
로 손쉽게 배분

비상시 안전장치

신속한 유지보수 향후 확장성

콤팩트 한 공간 절약형

전력소비 절감

소프트웨어 설정

다용도 리모트 컨트롤

장애탐지 및 비상방송완벽한 디지털 신호 처리

■상용 스위칭 허브 사용가능 ( 특정 사양 필요 )*
■상용 케이블 사용가능 *
• CAT-5 (100 Base-TX).
• Optical fiber (100 Base-FX).
* 판매 특약점에 문의요망 .

■ DC 파워로 작동가능
■ 파워고장시 예비 대체수단
■ 리던던트 듀얼 전원공급장치
■ 별도의 아날로그 백업장치
■ 완벽한 리던던트 듀얼 네트워크

■파라미터 설정 값 , CF 카드로 저장
■장치 교체 시 기존 파라미터 설정 값 바

로저장
■네트워크 접속으로 간편한 배선 ( 케이블 

수 감소 ) 과 신속한 접속 가능

■간단한 장치를 추가함으로 손쉽게 확장
■최소한 배선으로 확장용이

■전용앰프 / 멀티 - 채널앰프 구역 설치
■다중 구역 사용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보다 작아진 크기

■소비전력 감소와 전원공급 효율성 증가

■다양한 입력 소스에 대한 fade-in/ 
fade-out 파라미터 값을 포함하
고 우선순위 레벨을 설정가능 .

■작동로그를 CF 카드에 저장가능

■방송존의 개별 또는 그룹 구성이 용이하
고 원하는 만큼 BGM 프로그래밍 가능 .

      자동 Mic-Off 기능으로 , 잘못 놓일 경
우 부적절한 사용 방지 .

■ RM-200SF/200SA/210 은 SX-2000 시스
템의 기능 장애 또는 장애신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은 고성능 48KHz 샘플링 주파수와 
24-bit PCM AD/DA 변환으로 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한 오디오 입력 / 출력 .
   입력 : 64 개

출력 : 256 개
  각 오디오 출력은 6- 밴드 필터 , 컴프레서 , 딜레이가 내장         

된 시그널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대  16 채널 동시 방송 .
■제어입력 1,416 과 제어출력 1,416 사용가능 .

■ SX-2000 시스템은 장애가 탐지되면 100 이내에 표시창에 경
고가 표시되고 소리로 알려줍니다 . 동시에 장애로그가 생성
되고 TCP/IP 를 통하여 PC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시스
템은 끊임 없이 스피커 임피던스 값을 체크하고 측정하여 발
생할지 모르는 과부화와 배선 오류를 예방합니다 .

■비상 마이크로폰 기능을 이용 , 긴급방송에 시스템 사용가능 .
■ SX-2100AO 각각에 1 대의 예비앰프 연결 가능합니다 .
■ SX-2000 시리즈 유닛에 접속된 외부장치 장애도 탐지 가능

합니다 .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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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SX-2000 Series

Voice Evacu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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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2000CI 
제어 입력 장치

SX-2000CO
제어 출력 장치

Model No. SX-2000CI 제어 입력 장치

Power Source Usable power supply unit: VX-200PS/
24VDC (operational range: 20V – 40V DC)/Two power inputs
construction enables dual- redundant power supply

Current Consumption Under 0.7A (maximum value in the power operating range)/Under 0.55A (when operated on 24V DC)
Indication: Control input indicator (32), Power indicator, CPU OFF indicator, FAULT indicator

Control Input 32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24V DC,
short-circuit current: 2mA, photo coupler input, removable terminal block (16 pins)

CI/CO Link                    Input/Output Connector

Connection Cable

Input: 1 input, Output: 1 output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1 pair of data wire + 1 pair of control wire)

24V DC Output                             Output Voltage                                                  
Maximum Feeding Current

Connector

24V DC ± 10% or less
100mA
Removable terminal block (2 pin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Case: Surface-treated
steel plate

Dimensions 482 (W) × 44 (H) × 331.5 (D)mm
Weight 3.6kg

Model No. SX-2000CO Control Output Unit
Power Source Usable power supply unit: VX-200PS/

24VDC (operational range: 20V – 40V DC)/Two power inputs
construction enables dual- redundant power supply.

Current Consumption Under 0.34A (maximum value in the power operating range)/Under 0.29A (when operated on 24V DC)
Control Input 32 outputs

CI/CO Link      Input/Output Connector

Connection Cable

Input: 1 input, Output: 1 output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Case: Surface-treated
steel plate

Dimensions 482 (W) × 44 (H) × 331.5 (D)mm
Weight 3.6kg

When operationg in stand -alone mode with SX-2000C0
Priority Control No priority control, Terminal number-based priority, Last-in-first-out priority and First-in-first-out priority
Connection                                            Main cable                                                                         
Cable

                                                                 Brach cable

Shielded CPEV cable* or STP Category 5 straight cable
* When connecting the power supply to each unit: 1 pair for data line
When connecting the power supply only to the SX-2000CI: 1 pair data line and
2 pairs power line for a redundant power supply system, or 1 pair data line
and 1 pair power line for a non-redundant power supply system
STP Category 5 straight cable (with RJ45 connectors)

Maximum Cable Distance 800m
Maximum Delay Time 300ms

When operationg in stand -alone mode with SX-2000CI
Connection                                          Main cable                                                                         
Cable

 Brach cable

Shielded CPEV cable* or STP Category 5 straight cable
* When connecting the power supply to each unit: 1 pair for data line
When connecting the power supply only to the SX-2000CI: 1 pair data line and
2 pairs power line for a redundant power supply system, or 1 pair data line
and 1 pair power line for a non-redundant power supply system
STP Category 5 straight cable (with RJ45 connectors)

Maximum Cable Distance 800m
Maximum Delay Time 300ms

SX-2100AO
오디오 출력 장치

SX-2100AI 
오디오 입력 장치

Model No. SX-2100AI 오디오 입력 장치

Power Source Usable power supply unit: VX-200PS/
24V DC (operational range: 20V – 40V DC)/
Two power inputs construction enables dual- redundant power
supply

Current Consumption 2.01A or less (maximum value in the power operating range)/1.50A or less 
(when operated on 24V DC) Note: But except current consumption of the external equipment of 
which power is supplied from the unit.

Audio Input 8 inputs, module construction (max. 4 modules)
Control Input 16 inputs
Control Output 16 outputs
Audio Input Characteristic Sampling frequency: 48kHz
SX Link Network I/F   

Connection Cable/Device                    
2 × 100BASE-TX circuits,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Analog Link Input/Output Connector

Connection Cable

Input: 1 input, RJ45 connector
Output: 1 output,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Case: Surface-treated
steel plate

Dimensions 482 (W) × 88.4 (H) × 349 (D)mm
Weight 7.2kg

Model No. SX-2100AI 오디오 출력 장치

Power Source Usable power supply unit: VX-200PS/
24VDC (operational range: 20V – 40V DC)/Two power inputs
construction enables dual- redundant power supply.

Current Consumption 1.7A or less (maximum value in the power operating range)/
1.2A or less (when operated on 24V DC)
Note: But except current consumption of the external

PA Link Audio Output

Audio Output Characteristic

Connection Cable 

8 outputs and standby AMP, 0dB*, suitable load: 600 Ω or above, electronically-balanced, RJ45 
connector
Frequency response: 20 – 20kHz
Sampling frequency: 48kHz
D/A converter: 24 bit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Local Audio Input Audio Input 
Audio Input Characteristic 

Control Input 
Connection Cable 

2 inputs, 0dB*, 10k Ω , electronically-balanced, RJ45 connector
Frequency response: 20 – 20kHz
Sampling frequency: 48kHz
D/A converter: 24 bit
2 inputs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SX Link Network I/F 
Connection Cable 

2 × 100 BASE-TX circuits,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Analog Link Input/Output Connector
Connection Cable

Input: 1 input, RJ45 connector/Output: 1 output,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DS Link Usable Unit
Connector/Cable

VX-2000DS
2 interface,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CI/CO Link Usable Unit
Connector/Cable

SX-2000CI or SX-2000CO
1 interface, RJ45 connect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Speaker Line Failure 
Detection Section 

Connection Cable 
Maximum Input
Fault Detection System
Method
End of Line

Impedance

Removable terminal block, SP/AMP: 8 pins, STANDBY AMP: 2 pins, AWG 24 . AWG 16 
100Vrms, 5Arms 
Short circuit, open circuit, ground fault
Impedance or End of line
In case of normal: Terminated by 470k Ω between the speaker line and the shielded
In case of open: Opened between the speaker line and the shield
Minimum load: 2k Ω (5W) at 100V line

Control Input 8 inputs
Control Output 8 output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Case: Surface-treated
steel plate

Dimensions 482 (W) × 88.4 (H) × 349 (D)mm

Weight 7.1kg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2U 크기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1U 크기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1U 크기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2U 크기

◦분산설치가 가능한 매트릭스 시스
템의 오디오 입력 장치

◦입력은 모듈 슬롯 방식으로 하나
의 장치에 2 입력에서 8 입력까지 
지원

◦분산설치가 가능한 매트릭스 시스
템의 제어입력 장치

◦하나의 장치로 32 개 제어 입력 
구현

◦외부 저항 장착하여 제어 입력 배
선 장애 탐지 

◦분산설치가 가능한 매트릭스 시스
템의 제어출력 장치

◦하나의 장치로 32 개 제어 출력 
구현

◦제어 입력 상태를 전면 표시등에
서 모니터링

◦분산설치가 가능한 매트릭스 시스
템의 오디오 출력 장치

◦하나의 장치에 8 개 오디오 출력
을 구현하고 2 개 입력을 믹싱 하
여 출력

◦ 8 개 제어 입력 과 8 개 제어 출력
을 제공

◦ 16 개 제어 입력 과 16 개 제어 
출력을 제공

◦오디오 출력유닛으로 오디오 시
그널이 디지털로 전송되고 , 아날
로그 오디오 출력기능으로 긴급
상황시 동시 올 - 존콜 (Allzone 
Call) 가능

◦제어 입력 상태를 전면 표시등에
서 모니터링

◦안정화된 DC24V 공급
◦ 2 개의 전원입력으로 듀얼 - 리

던던트 전원공급시스템 지원

◦ CPU-OFF 상태에서도 제어 출
력 상태를 설정 가능

◦안정된 DC24V 공급
◦ 2 개의 전원입력으로 듀얼 - 리

던던트 전원공급시스템 지원

◦디지털 전송을 통하여 , 오디오 입
력 장치에서 오디오 신호를 수신
하고 ,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1
채널 ) 기능으로 긴급상황시 동시 
올 - 존콜 가능

◦ 2 개의 전원입력으로 듀얼 - 리
던던트 전원공급시스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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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SX-200RM
Remote Microphone
Interface Module

D-936R
Stereo Select Input
Module

D-921F
Mic/Line Input Module
(24 bits Monaural
Type)

D-921E
Mic/Line Input Module
(24 bits Monaural
Type)

D-922F
Mic/Line Input Module
(20 bits Monaural
Type)

D-922E
Mic/Line Input Module
(20 bits Monaural
Type)

오디오 입력 장치를 위한 전
용 리모트 마이크 모듈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2 계
통 접속가능
입력감도를 RJ45 커넥터 
옆에 손잡이로 조절

RCA 핀 커넥터 사용
4 스테레오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전달하는 모드와 4 스
테레오 모두 믹스하여 L/R
로 오디오 입력장치로 전달
하는 두가지 모드 제공

2ch 마이크 / 라인 입력 모
듈로 XLR 커넥터 타입
입력 감도 및 팬텀 전원은 
소프트웨어서 설정

2ch 마이크 / 라인 입력 모
듈로 착탈식 단자 블록 타
입
입력 감도 및 팬텀 전원은 
소프트웨어서 설정

2ch 마이크 / 라인 입력 모
듈로 XLR 커넥터 타입
입력 감도 , 팬텀 전원 , 접
지 리프트는 4 DIP 스위치
로 설정

2ch 마이크 / 라인 입력 모
듈로 착탈식 단자 블록 타
입
입력 감도 , 팬텀 전원 , 접
지 리프트는 4 DIP 스위치
로 설정

Audio Input: 2 inputs, 0dB*, RJ45 
Connector

– – – – –

Input – monaural x 2/–10dB*, 10k 
ohms, RCA pin jack

2 channels, Mic/Line 
changeable/Mic; –50/
–36dB*,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equivalent to XLR-3-31 
type/Line; –10/+4dB*, 10k
ohms, electronically-
balanced, equivalent to 
XLR-3-
31 type/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used
when set for the 
microphone)/Ground lift 
switch

2 channels, Mic/Line 
changeable/Mic; –50/
–36dB*,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Line; –10/
+4dB*, 10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used when set for the
microphone)/Ground lift 
switch

2 channels, –50/–36/–
10/+4dB* (Selectable
with the DIP 
switch),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equivalent to XLR-3-31 
type/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set with DIP switch)/
Ground lift switch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

2 channels, –50/–36/–
10/+4dB* (Selectable
with the DIP 
switch),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
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Ground lift switch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

A/D Converter 24 bit 24 bit 24 bits 24 bits 20 bits 20 bits

SX-Series Modules
SX-2000 시리즈모듈

RM-200SA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매트릭스 시스템용 리모트 마이크로폰

◦구역 선택 및 그룹 선택을 위한 기능키 13 개 

와 커버 스위치 1 개로 각각의 표시등과 연동

◦별매의 확장기기 RM-210 을 접속으로 기능

키와 표시등을 10 개 단위로 증설가능 

◦매트릭스 시스템의 비상용 마이크로폰

◦긴급방송용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 사용가

능한 긴급키 탑재

◦긴급방송시 , 존 선택 및 마이크로폰 안내

방송 가능

◦마이크로폰 구성장치 고장을 포함한 고장

탐지 가능한 감시기능

◦구역 선택 및 그룹 선택 위한 3 개 기능키 

와 각각의 표시등과 연동

◦별매의 확장기기 RM-210 을 접속으로 기

능키와 표시등을 10 개 단위로 증설가능 

◦ RM-200SA 리모트마이크로폰 기능키 

수 증설용 확장기기

◦하나의 기기로 10 개 기능키 확장가능

Model No. RM-200SA 리모트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15 – 40V DC, supplied
from the SX-2000AI audio input unit) or DC input power supple
connector (when the optional AD-246 power supply unit used)/
Usable DC power supply plug: 5.5mm outer diameter, 2.1mm
inner diameter 9.5mm long, and non-polarity type

Current Consumption 240mA or less

Audio Output 0dB*, 600 Ω , balanced

External Microphone Input –40dB*, 2.2k Ω , unbalanced, mini jack

Microphone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with AGC
(ON/OFF selectable)

Chime Built inside

Level Control Microphone sensitivity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Chime

Connection Cable Main line: Shielded CPEV cable( 1 pair of  audio wire + 1 pair of 
data wire + 1 pair of monitor/control wire + 1 pair of supply wire) 
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for  LAN (CAT5-STP)/
Branch line: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for LAN
(CAT5-STP), RJ45 connecto

No. of Connectable Expansion Max. 4 units

Monitor Speaker Built inside

Indicator Power indicator, Failure indicator, Function switch indicator,
Covered switch indicator, Broadcast switch indicator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Dimensions 190 (W) × 76.5 (H) × 215 (D)mm (excluding
microphone)

Weight 880g

Model No.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Current Consumption 20mA max. (in terms of RM-200M’s DC power input)/
75mA max. (in terms of DC power inputs of RM-200X
and RM-200XF)/
80mA max. (in terms of DC power input of RM-200SA 
and RM-200SF)

Connection Connection by way of dedicated cable

Number of Function Keys 10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110 (W) × 76.5 (H) × 215 (D)mm

Weight 350g

RM-200SF 
비상용 마이크로폰            

RM-200RJ
터미널유닛

Model No. RM-200SF 소방관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15 – 40V DC, supplied
from the SX-2000AI or SX-2100AI audio input unit)

Current Consumption 240mA or less

Audio Output 0dB*, transformer-balanced

Microphone Unidirectional dynamic microphone with talk key

Volume Control Microphone volume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Connection Cable Shielded CPEV cable 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CAT5-STP)

Level Control Microphone sensitivity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Chime

Connection Cable Shielded CPEV cable (each 1 pair of audio wire, data wire, 
monitor/control wire and supply wire) or Shielded
Category 5 twisted pair cable for LAN (CAT5-STP), M3 
screw terminal

No. of Connectable Expansion Max. 5 units

Monitor Speaker Built inside

Operation Emergency key, Function keys, CPU switch, Reset switch

Indicator Power indicator, Failure indicator, Function switch 
indicator,
Covered switch indicator, Broadcast switch indicator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200 (W) × 215 (H) × 95 (D)mm (with wall mounting
bracket unit)

Weight 1.48kg

Model No. RM-200RJ

Applied Voltage 40V or less

Withstand Voltage 1A

Volume Indicator 10

Finish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Dimensions 84 (W) × 116 (H) × 25.7 (D)mm

Weight 2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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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그룹이 500 억원을 기부해 조성한 장례문화센터 은하수 공

원’이 2009 년 준공과 함께 개관되었습니다 . 화장장을 혐오

시설로 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

만 2007 년 말 현재의 터를 확보하고 공사에 들어간 지 2 년여 

만에 시설을 완공했습니다 . 총면적 36 만㎡의 은하수공원 안

에 조성된 장례문화센터는 화장로 10 기를 갖춘 화장장 , 2 만 

1442 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납골 봉안당 , 접객실과 빈소 각 10 

개를 갖춘 장례식장 , 홍보관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

니다 . 비상방송설비로 풀 디지털 SX-2000 시스템으로 설치 

되어 있으며 세 개의 동이 광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각각의 동에서 안내방송과 BGM 방송이 원하는 구역으로 방송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현대그룹은 2010 년 서울 종로구 연지동 신사옥 ' 현대그룹빌딩 ' 으로 

현대상선 , 현대택배 , 현대유엔아이 , 현대투자네트워크 , 현대엘리

베이터 , 현대아산 , 현대경제연구원등 계열사가 입주하게 되었고 약 

1,600 여명이 신사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현대그룹 신사옥은 부지 11,078m2 (3,400 여평 ) 에 동관 12 층 , 서

관 15 층 등 2 개동으로 건물면적이 52,470m2 (1 만 6,000 여평 ) 에 

이릅니다 .

현대그룹측은 ' 신사옥은 각 계열사의 역량을 모으고 임직원들의 애사

심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 ' 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 

비상방송설비로 풀 디지털 SX-2000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으며 동관

과 서관은 전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각각의 계열사들로부

터 안내방송과 BGM 방송이 원하는 구역으로 방송되도록 되어 있습

니다 .

스피커 시스템으로 천정에 PC-648R 과 벽부에 BS-1034S 로 설치 

되어 있습니다 .

은하수 공원 현대그룹 , 연지동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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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례 No.1 설치사례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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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보 긴급유도시스템

VX-2000 Series

EN 54-4 인증서 전원 공급 시스템
(ER/UK 버전용 )

시스템특징 운영이 손쉬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소방관 마이크로폰 상태 확인

다기능 소프트웨어 자동 절전

지속적인 감시 동시 이중 방송 예제

적색

파랑

자동 듀얼 방송

VX-2000 시스템 전용 마이크로폰인 RM-200XF 는 오로지 긴급

방송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방송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으

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상태는 각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있는 위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우선순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비상 방송의 경우 비상 

리모트 마이크로폰이 우선권을 

갖게 되므로 다른 리모트 마이

크로폰에는 상태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

VX-2000 은 스피커 선을 포함한 BGM 과 안내멘트와 같은 어떠한 

방송에서도 지속적인 감시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

(VX-2000 에 2 개의 EV-200M 음성 방송 보드가 설치 됨 )

비상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빌딩 3 층 , 4 층에 피난 메시지를 방송

합니다

* 이미지는 중국시장용 소프트웨어입니다 .

피난 메시지와 함께 시스템은 자동으로 동시에 1 층 , 2 층에 경계메

시지를 방송합니다 .

TOA SX-2000 과 VX-2000 시스템은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 가 

별매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대규모 시설의 복잡한 PA 시스템을 시각

적 , 직감적으로 조정하고 간편한 방송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초고층빌딩 복합시설 , 테마공원 , 공항 , 역 등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 운영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 또는 비상 탐지 

시스템 링크에 의해 작동될 때 , 주

의 환기 및 대피 메시지처럼 동시에 

여러 상이한 메시지 * 방송이 가능

한 2 개의 음성안내 멘트 카드를 이

용 동시에 복수의 방송이 가능합니

다 .

* 최대 5 개 방송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VX-2000 과 함께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구성과 파라미

터 설정이 용이하며 어떤 장소에서든 운영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 한국어포함 )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정전이 되면 배터리 전력 소모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한 특수 모

드로 작은 배터리로도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F

2F

3F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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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000 시스템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가능 하고 건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 쉽게 확장 할 수 있는 확장성 특징으로 
고난도 기술을 제공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또한 완벽한 모듈 구성으로 특정 모듈로 특별한 구성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 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
VX-2000 은 어떤 환경의 방송 과 PA 요구사항에서도 고성능 
과 비용 효율이 높은 솔루션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VX-2000 시스템은 최대 8 개 입력슬롯을 제공하고 다양한 입
력 소스 모듈을 장착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최대 8 개의 리모트 
마이크로폰에 4 개의 비상용 마이크로폰을 포함합니다 . 2 개의 
음성 방송 보드와 차임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 최대 8 개의 감
시 프레임 운영으로 최대 80 출력 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N54 표준이 인증한 음성경보 
긴급유도시스템 (PA 방송기능 탐재 )



  20   21

VX-2000 
시스템 매니저

VX-2000SF 
감시 프레임

SS-2010 AS
감시 프레임

VP-2064/VP-2122
VP-2241/VP-2421
감시프레임

VX-2000DS  
비상 전원 공급기

Model No. VX-2000 시스템 매니저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20 – 40V DC)/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m

Current consumption Under 650mA (20V DC)

Input –20dB*, unbalanced, Number of module slots: 8/Usable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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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IT, U-03R, M-03R, U-03S, U-61S, U-61T)

Audio Link Output Number of audio buses: 4/0dB*, electronically balanced

Monitor Output 0dB*, electronically balanced, XLR receptacle

Frequency Response 20 – 20,000Hz

Control Input: 16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

Control Output 16 outputs

Chime Tone Built-in chime; 4-tone chime (up)/4-tone chime
(down)/2-tone chime/Gong

Communication System PC (Setting software to be installed)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paint

Dimensions 482 (W) × 132.6 (H) × 337 (D)mm

Weight 6.4kg

Option Voice announcement board; EV-200M, Isolation
transformer; IT-450 (audio link output)

  

Model No. VP-2064 VP-2122 VP-2241 VP-2421
Power Source  28V DC (operating range; 20 – 40V DC)/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mm

Current Consumption 
(EN60065)

 4.8A in total 7.6A

Rated Output Power 60W × 4 120W × 2 240W 420W

Input Specified by input module VP-200VX

Number of Module Slots 4, usable module; 
VP-200VX

2, usable module; 
VP-200VX

1,usable module; VP-200VX

Output Power amplifier output (speaker line)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Dimensions 482 (W) × 88.4 (H) × 340.5 (D)mm

Weight VP-2064: 11.2kg/VP-2122: 9.1kg/VP-2241: 8.1kg/ VP-2421: 9.5kg

  

Model No. VX-2000SF   감시 프레임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20 – 40V DC)/
M3.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8.8m

Current Consumption Under 2A (40V DC)

Number of Module Slot 10, usable modules; VX-200SZ, VX-
200SP, VX-200SI, VX-200SO

Audio Link Input/Output Number of audio busses; 4/0dB*, electronically balanced

Standby Amplifier Link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P-2064, VP-2122, VP-2241, VP-2421 Power
Amplifier

Option Isolation transformer; IT-450 (audio link output)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Dimensions 482 (W) × 132.6 (H) × 337 (D)mm

Weight 5.6kg

Option Isolation transformer; IT-450 (audio link output)

  

Model No. SS-2010 AS  감시 프레임

Voltage Source 24V DC

Current Consumptiont 1.0 A DC

Inputs 10 Inputs BGM
10 Inputs Paging

Output 10 Outputs, each output channel max 200W at 100V line

Controls Front
10 BGM Selectors
10 Paging Selectors
1 All Call Selector for All Paging

Rear
1-10 Paging Controls In
All Paging Control In for All 
Paging

Indicator LED 10 BGM Selector LEDs
10 Paging Selector LEDs
1 All Call LED

Finish Front Panel: Aluminum Hair 
Line, Etching Black
Case: Steel Plate, Painting, Black

Dimensions 420 (W) x 44 (H) x 320 (D) mm

Weight 3.2kg

  

Model No. VX-2000DS  Emergency Power Supply
Power Source 230V AC, 50/60Hz

Power Consumption 240W max

Applicable Battery YUASA NP series (12V × 2 or 4)

Charging Method Trickle charging

Charging Current 5A max

Charging Output Voltage 27.3V ± 0.3V (at 25 °C)/Temperature correction coefficient; 
–40mV/°C

Power Supply Input 6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1mm

DC Power Output 6 (25A max. each)

Control Connector RJ45 female connector for connecting the VX-2000SF 
Surveillance Frame/Twisted-pair straight cable (TIA/EIA-568A 
standard)/Type of control signal: Battery check, AC power 
status, DC power status, charging circuit failure, and battery 
failure

Battery Connection 1 pair of positive and negative terminals

Operating Temperature 0° to +40°C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Dimensions 482 (W) × 88.4 (H) × 340.5 (D)mm

Weight 10.5kg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          

RM-200XF
소방관 마이크로폰         

Model No.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16 – 40V DC),
supplied from RJ45 connector or power input jack (nonpolarity
type)/Usable power input plug; 5.5mm outer diameter,
2.1mm inner diameter, and 9.5mm long

Current Consumption Under 200mA (RM-200X), 750mA
(with 9 RM-210s connected)

Audio Output 0dB*, 600 ohms, balanced, RJ45 connector

Gooseneck Microphone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Volume Control Microphone volume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Number of Function Keys 15, extendable up to 105 (with 9 RM-
210s connected)

Key Extension 10 keys extension per RM-210, EXTENSION
connector

Number of Connectable Units 8 (include RM-200XF)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190 (W) × 76.5 (H) × 215 (D)mm (gooseneck
microphone excluded)

Weight 850g

Model No. RM-200XF 소방관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16 – 40V DC)

Current Consumption 200mA or less (RM-200XF), 850mA
(with 10 RM-210s connected)

Audio Output 0dB*, 600 ohms, balanced

Hand-Held Microphone Dynamic microphone, Function switch
(default; Press-to-talk), Microphone element fault detection

Volume Control Microphone volume control, Monitor speaker
volume control

Number of Function Keys 5 (including Hand-held
microphone’s switch), extendable up to 105 (with 10 RM-210s
connected)

Key Extension 10 keys extension per RM-210, EXTENSION
connector

Number of Connectable Units 4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200 (W) × 215 (H) × 82.5 (D) mm (excluding the
coiled cord)

Weight 1.2kg

◦시스템의 메인 제어 기능과 4 개 

버스로 오디오 입력 시그널을 할

당하는 입력 매트릭스 장치

◦ VX-200XI, VX-200XR 및 900

시리즈 입력 모듈을 최대 8 개 까

지 시스템 매니저에 장착가능

◦ VX-2000 시스템을 위한 전용 마이크로폰

◦비상 방송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업무 목적 방송

으로도 사용가능

◦ VX-2000 시스템을 위한 전용 마이크로폰

◦비상 방송 과 업무 목적 방송으로 사용가능

◦ 4 개 오디오 버스로 부 터 개별 

구역으로 오디오 시그널을 할당

하는 출력 매트릭스 

◦최대 8 대 까지 확장 가능

◦감시 프레임 하나에 최대 10 개 

까지 출력 모듈과 제어 모듈 장착 

가능

◦ SS-2010 AS 스피커 선택기

◦ 10 개의 BGM 선택 구역

◦ 10 개의 안내방송 선택 구역

◦전체 안내방송을 위한 1 개의 "All 

Call" 버튼

◦지속적인 BGM 방송 ( 하나의 구

역에 안내방송을 실행해도 다른 

BGM 구역에 영향이 없음 )

◦ PC 를 이용한 제어 입력 과 출력

을 설정이 완료되면 시스템 매니

저는 오디오 시그널 라우팅 , 우선

순위제어 와 주변 장비 제어가능

◦최대 2,000 개 시스템 동작 및 장

애도 저장이 가능하며 로그를 PC

에서 볼 수 있음

* 0 dB = 1 V
Note: LONWORKS is a trademark of  Echelon Corporation.

* 0 dB = 1 V
Note: LONWORKS is a trademark of  Echelon Corporation.

◦ 6 개의 모듈을 사용 가능
- VX-200SP 파일럿 톤 탐지 모듈

- VX-200SP-2 파일럿 톤 탐지 모듈      

(End of Line)

- VX-200SZ 임피던스 탐지 모듈

- VX-200SZ-2 이중 선 임피던스 탐지    

모듈 (A/B)

- VX-200SI 제어 입력 모듈

- VX-200SO 제어 출력 모듈

◦ LED 표시등

◦과도한 전압 및 DC 극성 변경에 

대한 보호 회로 장착

◦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1U 크기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 키 수를 증가시키

기 위한 확장기 

◦ VX-200PS 전원 공급기 접속으로 시스템

의 각 장치에 DC 전원 공급

◦온도 변화에 대한 배터리 충천 전압을 보상

하는 기능

◦ VX-200PS 전원 공급기로 부 터 DC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배터리로 자동 전환 

파워 앰프의 각 채널에 VP-200VX 입력 모

듈 사용

Model No.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Current Consumption 20mA max. (in terms of RM-200M’s DC power input)/
75mA max. (in terms of DC power inputs of RM-200X
and RM-200XF)/
80mA max. (in terms of DC power input of RM-200SA and RM-
200SF)

Connection Connection by way of dedicated cable

Number of Function Keys 10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E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110 (W) × 76.5 (H) × 215 (D)mm

Weight 3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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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X-2000 Series Modules and Other Equipment
VX-2000 시리즈 모듈 과 장치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

Current Consumption Under 30mA

Input Sensitivity
(Rated Output –20dB)

MIC; –70 to –42.5dB* 
(adjustable)/
LINE; –20 to +7.5dB* 
(adjustable)/
MIC or LINE selectable by the 
built-in switch

Low Cut Filter (100Hz) 9 to 15dB attenuation
(adjustable)

High Cut Filter (10kHz) 8 to 14dB attenuation
(adjustable)

Control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Option Isolation transformer; IT-450
Applicable Model VX-2000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

Current Consumption Under 17mA

Connectable 
Remote Microphone

RM-200X and RM-200XF

Applicable Model VX-2000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aint

Dimentions 483 (W) × 132.6 (H) × 324.8 (D)mm

Weight 5.5kg

Product 
Composition

Side panel × 2, Chassis × 1, Front panel × 1

Accessory Rack mounting screw × 4, Fiber washer × 4

Usable Unit VX-200PS (up to 3)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00mA

Power Amplifier Link Connecting the VP-2064, VP-
2122, VP-2241,
VP-2421 Power Amplifier

Low Cut Filter (100Hz) 9 to 15dB attenuation
(adjustable)

High Cut Filter (10kHz) 8 to 14dB attenuation
(adjustable)

Control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Option Isolation transformer; IT-450

Applicable Model VX-2000

Power Source 230V AC, 50/60Hz

Power Consumption 580W

PS OUT Rated output; 210W (29V, 
7.25A) × 2/Peak output; 
400W × 2/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1mm

Applicable Frame VX-2000PF

Usable Unit RM-200X, RM-200M, RM-200SA,
RM-210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50mA

Power Amplifier Link connecting the VP-2064, VP-
2122, VP-2241,
VP-2421 Power Amplifier

External Attenuator Control 
Output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Fault Detection System Short circuit, open circuit
(impedance detection 
method), ground fault

Option Equaliser card; VX-200SE

Applicable Model VX-2000SF

Power Source Supplied from VP-2064, VP-2122,
VP-2241 or VP-2421

Current Consumption Under 30 mA

Power Amplifier Link Connecting the VX-200SP or VX-
200SZ Audio Output module 

Applicable Model VP-2064, VP-2122, VP-2241,
VP-2421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50mA

Control Output 16 outputs, no-voltage make
contact, contact capacity

Applicable Model VX-2000SF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00mA

Power Amplifier Link Connecting the VP-2064, VP-
2122, VP-2241,
VP-2421 Power Amplifier

External Attenuator Control 
Output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Power Amplifier Input Connecting the VP-2064, VP-
2122, VP-2241, VP-2421 Power 
Amplifier

Fault Detection System Short circuit, open circuit
(impedance detection method), 
ground fault

Option Equaliser card; VX-200SE
Applicable Model VX-2000SF

Power Source 24V DC

Current Consumption Under 40mA

Wave Format 44.1kHz sampling frequency, 
16-bit PCM
(monaural)

Recording System USB data transfer

Control Input Play 1-4, stop: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Maximum No. of Messages 4

Maximum Recording Time 6min
Playback Interval Tine ∞ 0s, 5s, 10s, 30s, 1 min, 5 min, 

10
min, 30 min or 1 h (selectable)

USB Date Transfer Software Operation Environment
Personal Computer BM-AT compatible type 

(equipped
with the USB terminal)

OS Windows 2000/XP (32-bit 
edition)/Vista (32-bit edition)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00mA

Control Input 16 inputs, no-voltage make 
contact,open voltage

Applicable Model VX-2000SF

Power Source 24V DC, 0.2A

Power Consumption 5W

Playback Mode Single source playback

No. of Playback Program 8 programs

Power Source Suppl ied  f rom VX-200SZ , 
VX-200SP, VX-200SZ-2, VX-
200SP-2

Current Consumption Under 50mA

Equaliser Centre Frequency 80Hz, 125Hz, 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 
12kHz

Applicable Model VX-200SZ, VX-200SP

Power Source Supplied from VX-2000SF

Current Consumption Under 170mA

Power Amplifier Link Connecting the VP-2064, VP-
2122, VP-2241,VP-2421 Power 
Amplifier

External Attenuator Control 
Output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Speaker Output 2 outputs (A, B)

Fault Detection System Short circuit, open circuit
(impedance detection 
method), ground fault

Option Equaliser card; VX-200SE

Applicable Model VX-2000SF

마포구청

설치사례 No.3

VX-200XI 오디오 입력 모듈 과 제어 입력 VX-200XR 리모트 마이크로폰 입력 모듈

VX-200SI 제어 입력 모듈

VX-200SZ-2 임피던스 탐지 모듈

EV-200M 음성 방송 보드

VX-200SE 이퀄라이저 카드

VX-200SZ 임피던스 탐지 모듈

VX-200SP-2 파일럿 톤 탐지 모듈

VX-2000PF 전원 공급 프레임

S-20S 사운드 리피터 모듈

VX-200SP 파일럿 톤 탐지 모듈

VP-200VX 파워 앰프 입력 모듈

VX-200PS 전원 공급기

WB-RM200 벽 장착 브라켓

VX-200SI 제어 출력 모듈

VX-2000 시스템 매니저에 
장착되어 제어 입력 단자 , 저
음 및 고음 컷 필터 와 게인 
제어 가능

VX-2000 시스템의 스피커 
선 탐지 모듈로 오디오 시그
널 출력을 제공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접지 장애 와 파일
럿 시그널 유 , 무 에 대한 모
니터링으로 스피커 선 합선 
또는 개방 탐지 제공

RM-200XF 소방관 마이크로폰 
과 RM-200X 리모트 마이크로
폰 사용을 위한 입력 모듈
VX-2000 시스템 매니저 입력 
모듈 슬롯에 모듈을 삽입하여 
RM-200XF 와 RM-200X 사용

VX-2000 시스템의 제어 입력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듈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착되고 16 개 제어 입력 확장 가능

메시지가 녹음된 CF 카드를 재생하는 재생 전용 음성 방송 보드

VX-2000 시스템의 스피커 선 
탐지 모듈로 오디오 시그널 출
력 제공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
착되어 접지 장애 와 임피던
스 비교로 스피커 선 합선 또는 
개방회로 탐지 제공

VX-2000 시스템의 스피커 
선 탐지 모듈로 오디오 시그
널 출력 제공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착되어 접지 장애 와 임피
던스 비교로 스피커 선 합선 
또는 개방회로 탐지 제공

VX-2000 시스템의 스피커 선 
탐지 모듈로 오디오 시그널 출
력을 제공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
착되어 접지 장애 와 파일럿 시
그널 및 End of line 유 , 무 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스피커 선 
합선 또는 개방 탐지 제공

VP-2064, VP-2122, VP-
2241 및 VP-2421 파워 앰
프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입
력 모듈

VX-2000PF 전원 공급 프레
임에 장착되며 하나의 장치에 
2 개 DC 출력을 제공

VX-200PS 전원 공급기를 장비 
랙에 장착 되도록 하는 프레임
최대 3 개 VX-200PS 를 장착 
가능

4 개 음악 및 메시지 ( 총 시간 6
분 ) 를 재생 및 녹음 가능
USB 포트에 접속되면 PC 로 부
터 음원을 전송하여 녹음 가능

RM-200SF, RM-200SA, 
RM-200XF, RM-200X, 
RM-200M 와  RM-210 을 
벽에 같이 장착할때 사용

VX-2000 시스템의 제어 출력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모듈
VX-2000SF 감시 프레임에 장착되고 16 개 제어 출력 확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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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로 VX-2000 시스템이 

설치 되어 있으며 청사 대표장소에 6

개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 안내방송과 

BGM 방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

한 TTS 시스템과 연동된 운영으로 우

선순위 제어를 통해 원활한 방송을 제

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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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배열설치사례 No.4

Voice Evacuation 
Systems VX-2000 Series

CD Player

Cassette Desk

Tuner

RM-200SA/
RM210(4)

RM-200SA/
RM210

RM-200SA/
RM210

RM-200SF

D-901 KR
VX-2000 VX-2000SF VP-2064

VP-2064

PC-1867

PC-1867

PC-1867

PC-1867

VP-2122

VP-2122

VX-2000SF
VP-2064

VP-2064

PC-1867

PC-1867

PC-1867

PC-1867

VP-2122

VP-2122

VX-2000SF
VP-2064

VP-2064

PC-1867

PC-1867

PC-1867

PC-1867

VP-2122

VP-2122

VX-2000SF

VP-2064

PC-1867

PC-1867

PC-1867

PC-1867

VP-2122

VX-2000SF

VP-2064

PC-1867

PC-1867

PC-1867

PC-1867

VP-2122

VP-2064

VP-2122

VP-2064

VP-2122

Network TTS 
System

Auto
Broadcast
System

VX-2000

VX-200XR
VX-200SZ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P-200VX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VX-200SZ

VP-200VX

VP-200VX

VX-200SZ

VX-200SZ-2

VX-200XR

VX-200XR

VX-200XI

U-01R

U-01R

U-01R

EV-200M

Chime

Control Input

Control Output

VX-2000SF

VP-2064

VP-2064

VP-2064

VX-2000SF

VX-2000SF B

VP-2064

VP-2064

VP-2064

VP-2241

VP-2241

VP-2241

VP-2240

VP-2122

VP-2122

VP-2122

VP-2122

GF Lobby
6F Guest room 1

6F Guest room 2

5F Guest room 1

5F Guest room 2

2F Guest room 1

2F Guest room 2

3F Guest room 1

3F Guest room 2

2F Guest room 1

2F Guest room 2

1F Hallway

GF Lobby

1F Hallway

GF Lobby

GF Restaurant

1F 
Conference room

1F 
Conference room

GF Bar

GF,1-5F
Staff area

Stairs/corridor

GF,1-4F
Staff area

Stairs/corridor

Standby Amplifier

Standby Amplifier

Standby Amplifier

4F Guest room 1

4F Guest room 2

3F Guest room 1

3F Guest room 2

GF Reception

GF Security Room

GF Security Room

GF Security Room

GF Security Room

Tel Device

BGM Player 1 

BGM Player 2 

Pre-Amplifier

Fire Alarm

Parking gate
control, etc.

Push to use the
Conference room

Wireless Tuner

Wireless Tuner

Sensor

Sensor

Building A

Buildi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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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피난 시스템

VM-2000 Series
VM-2000 시리즈는 사운드 매니지먼트 장비로서 뛰
어난 오디오 성능을 가진 장비입니다 . 적용범위로는 
신뢰성과 효율적인 통신을 요구하는 오피스빌딩 , 학
교 , 쇼핑몰 , 슈퍼마켓 , 공장 , 병원 및 교통 터미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모든 VM-2000 시리즈는 3 개 마이크 / 라인 입력과 
2 개 BGM 입력 및 리모트 마이크 기능과 전화 호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

모든 제어 입력 표시는 보기 쉬운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

입력된 시그널을 5 개 개별 스피커 구역으로 보낼 수 있으며 비상 시 전체로 자동방송
이 가능합니다 .

VM-2000 시리즈는 내구성과 참신한 디자인으로 건물 제어실 장비 랙 또는 로비 데스크에 설치에 이상적입니다 .

VM-2120(120W)/VM-2240(240W)
시스템 매니지먼트 앰프

Model No. VX-2000 시스템 매니지먼트 앰프

Power Source
VM-2120: 230V AC, 50/60Hz DC: 24V DC/7.5A, M3.5 screw terminal, Barrier
distance: 8mm, Applicable cable diameter: AWG22 – AWG14/
VM-2240: 230V AC, 50/60Hz DC: 24V DC/15A

Tone Control Bass: 100Hz ± 10dB, Treble: 10kHz ± 10dB
Remote Microphone/
Expansion Amplifier 
Connection

RJ45 female connectors for connecting the RM-200M Remote
Microphone and the VM-2120 or VM-2240 unit used as an
expansion amplifier.

Input

Inputs 1 – 3: –60dB*1 (MIC)/
–10dB*1 (LINE) (changeable), 600 ohms, electronically
balanced*2, combined XLR connector (female)/phone jack
(Only Input 1 is additionally equipped with DIN connector*3.)/
Telephone paging input: Push-in terminal block*4 Voice sound: –10dB*1, 10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input with shield terminal*2
Control: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3.3V DC,
short-circuit current: under 0.1A/BGM 1 - 2: –20dB*1, 10 k ohms,
RCA pin jack, monaural (internally mixed)/
Power amplifier input:0dB*1, 10k ohms, RCA pin jack/
External speaker line input: 100V line, for All-Zone Broadcast
(This input is selected when the "Unit's broadcast cutoff" control is activated.)

Output

Speaker output: 5-zone selector with attenuator
Direct speaker line output: Direct output from the power
amplifier output transformer
Line output:
0 dB*1, 10 k ohms /Recording output:
0 dB*1, 10 k ohms, /Preamplifier output:
0 dB*1, 10 k ohms

Frequency Response 50 – 16,000Hz

Control Input For controlling Inputs 1 – 3,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Control Input and Output

D-sub connector (25-pin, female)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3.3V
DC,short-circuit current: under 1mA Output: Open collector
output, withstand voltage: 30V DC, control current: under 10mA
(1)External control input
•Activation of messages*6
•Activation of power
•Activation and stop of Emergency Broadcast
•Unit's broadcast cutoff (when activated by an external
emergency equipment)
(2)Status output
•Irregularity of communications with the Remote
Microphone and an expansion amplifier
•AC power condition
•DC power condition
•Irregularity of the sound source of the Voice
Announcement Board
•Failure (FAULT) indication on
•Power switch on

External Attenuator Control 
Output

Plug-in screw
connector*5, relay,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transfer
type, withstand voltage: 30V DC, 125V AC, contact current:
under 7A (DC), under 7A (AC)

Surve i l lance  Input  and 
Output*7

D-sub connector (25-pin, female)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3.3V DC, short-circuit current: under 1mA Output: Open collector output, 
withstand voltage: 30V DC,
control current: under 10mA

Power Supply 24V DC/0.1A, for supplying power to an
optional Amplifier Control Unit RU-2001/2002

Chime Tone

Built-in chime: 2-tone chime/2-tone chime (fast
repeat)/4-tone chime (Up)/Single-tone chime/4-tone chime (Up
& Down)/Gong/off Voice Announcement Board sound source:
Pre-recorded chime*6

Function

Two units stacking (VM-2120 or VM-2240)
Emergency broadcast (sequential control) Broadcast priority
control Surveillance (failure detection) function*7 Power supply
to only one Remote Microphone (RM-200M)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Finish Panel: ABS resin, dark gray, paint Case: Steel plate,
dark gray, paint

Dimensions 419 (W) × 143.3 (H) × 355.7 (D)mm

Weight VM-2120: 12.5kg/VM-2240: 14.5kg

Option
Rack mounting bracket: MB-36, Input transformer:
IT-450, Voice announcement board: EV-200M, Surveillance
board: SV-200MA

  

고객의 확장요구 충족

지능형 자체진단 기능 

리모트 마이크로폰으로 , 편의성 배가

보이스 어나운스먼트 보드로 사용범위 확장

VM-2000 시리즈는 비용대비 효율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제
품으로서 유저의 확장요구를 고려하여 , 5 개 표준 라우드스
피커 존으로 부족할 경우 유닛을 추가하여 5 개 존을 확장하
고 파워출력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
아 초기는 기본적인 것으로 설치하고 이후에는 필요에 따라 
확장 가능합니다 .
옵션인 액세사리와 관련 기기를 사용하여 특정요구사항
을 충족함은 물론 유닛의 사용범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 
IEC60849 (EN60849) 와 같은 대부분의 국제 긴급사운드시스
템표준 및 요건을 충족하고 잇습니다 .

RM-200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미리 정해진 스피커 구역 또는 
전체 구역에 비상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통신 시스템의 편
의성을 더해줍니다 .
이런한 방송은 실시간으로 행해지고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활성화 합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RM-210 리모트 확장기로 접속 합니다 .

EV-200M 보이스 어나운스먼트 보드와 같은 몇가지 옵션을 
설치 , VM-2000 을 손쉽게 업그레이드하여 2 개 비상방송 , 5
개 일반방송 및 1 개 차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VM-2000 시리지는 별매품 SV-200M 감시보드가 장착되는 
경우 오작동 외에도 스피커 선 개방 또는 합선 그리고 접지
장애 등 시스템 전체에 대한 자동점검을 실행 할 수 있습니
다 .
장치 유지보수가 간단하여 장애 발생 시 운영자에게 즉각 알
리는 것으로 정규시스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고 있습니다 .
VM-2000 시리즈는 지속적인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DC 24V 
예비 배터리  전원으로 언제든 이중 안전장치를 작동할 준비
가 되어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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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VM-2000 Series

다기능 앰프로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3U 크기
4 개 오디오 (BGM 포함 ) 입력과 5 개 스
피커 출력 선택 스위치와 음량 조절기
EN60849 표준규격을 준수한 비상 음성 
메시지와 일반 메시지 제공
방송은 리모트 마이크로폰과 외부 장비
에서 원격으로 제어 가능
별매품 EV-200M 음성방송보드와 SV-
200MA 감시보드 장착 가능

*1 0 dB = 1 V
*2 Can be transformer-balanced with the addition of an 
optional IT-450 input transformer.
*3 For connection of the Paging Microphone PM-660D 
with a remote control switch.
*4 Usable cable diameter: AWG26 – AWG20, 0.5 mm2.
*5 Usable cable diameter: AWG24 – AWG12, 2.5 mm2.
*6 An optional EV-200M Voice Announcement Board is 
required.
The chime sound source must be pre-recorded into CF
(CompactFlash) card to be inserted into the EV-200M 
Board.
*7 An optional SV-200MA Surveillance Board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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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200M 
리모트 마이크로폰          

EV-200M
음성방송 보드        

SV-200MA
감시보드        

IT-450
입력변압기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안내방송과 비상상황을 알리기 위해 
VM-2120 과 VM2240 접속을 가능한 
리모트 마이크로폰

VM-2120/2240 내부에 장착
개별 스피커 선 또는 파워 앰프 결함 
상태 표시

리모트 마이크로폰 기능 키 수를 증
가시키기 위한 확장기 

메시지가 녹음된 CF 카드를 재생하
는 음성 방송 보드

밸런스를 언밸런스 입 , 출력으로 변
환하는 장치로 회로 기판에 장착 가
능한 디자인

Model No. RM-200SA 리모트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V DC (Operating range: 14 – 28V DC)
Power input jack: Non-polarity type
Usable power input plug*2: Outer diameter ø5.5mm, inner
diameter ø2.1mm, length 9.5mm

Current Consumption 100mA or less
Audio Output 0dB*, 600 Ω , balanced
Microphone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No. of Function Keys 13, Emergency key (covered), Talk key
Emergency Broadcast*3 Activation of Emergency Broadcast

(pre-recorded announcement or live microphone
announcement) by Emergency Broadcast Switch

Volume Control Microphone volume control
Finish ABS resin, blueish gray (PANTON 538 or its equivalent)
Dimensions 190 (W) × 76.5 (H) × 215 (D)mm (Gooseneck

microphone excluded)
Weight 750g
Option Wall mounting bracket: WR-RM200

Model No. EV-200MA  음성방송 보드

Power Source 24V DC, 0.2A
Power Consumption 5W
Playback Mode Single source playback
No. of Playback Program 8 programs

Model No. SV-200MA 감시보드

Power Source 24V DC
Current Consumption 120mA
Control Input and Output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3.3V DC, short circuit current: under 
1mA
(1) Speaker line initial setting activation 
signal
(2) Speaker line surveillance activation 
signal
Output: Open collector output, withstand 
voltage: 30V
DC, control current: under 10mA
(1) Monitoring short or open of individual
speaker line (zone 1 – 5)
(2) Ground fault (insulation resistance: 
under
50k ohms)
(3) Power amplifier failures
Input/Output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utput: Open collector output
(1) Speaker Zone information/selection
(2) Power amplifier fault link

Failure Detection Power amplifier failure: 20kHz
pilot tone detection/Speaker line failure: 
40Hz
impedance detection

Speaker Line Surveillance Speaker lines are automatically monitored 
at set time intervals

Set Time (10 – 60min, at 10min intervals)

Model No. RM-200RJ 입력변압기

Impedance 600 ohms ± 10%

Frequency Response 200 – 10,000Hz

Model No. RM-210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Current Consumption 20mA max.
(in terms of RM-200SF/200SA's DC power input)

Connection Connection by way of dedicated cable
Number of Function Keys 10

VM-2000 Series Microphones and Optional Accessory
VM-2000 시리즈 마이크로폰 과 옵숀 

Voice Evacuation 
Systems VM-20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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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미지 

*1 dB = 1 V
*2 Use the AC adapter AD-246 or equivalent
*3 Connecting VM-2000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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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7000통합 비상 업무 방송 PA시스템은 최대 200개 스피커 선 사용이 가능하므로 대형 및 중,

소형 건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 이것은 백화점 , 공장 , 공항 , 전시장 , 

학교 , 병원등 중심상업시설 이상적입니다 .

리모트 마이크로폰은 4- 톤 차임 활성화와 전체 안내방송 , 
그룹방송 , 개별구역방송 , 업무 방송에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EV 오디오 데이터는 미리 녹음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고품
질 오디오 방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휘발성 메모리
에 저장됩니다 .

스피커 선이 합선되면 보호 퓨즈가 끊어지는 원인이 되고 
시스템의 다른 선에 손상되지 않을 때 진행중인 방송이 전
달되기 위해 반드시 선을 절단해야 합니다 .

이중 방송 기능은 비상 방송 및 우선순위방송을 위해 BGM
분배와 음성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 그리고 다른 지역에 
BGM 전송이 끼어들지 않고 특정 구역으로 음성방송을 가
능하게 합니다 .

최대 4 개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접속할 수 있으며 BGM 실
행을 위한 4 개 보조입력을 제공합니다 .

최대 200 개 스피커 선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타이머에 의해 시작된 프로그램 소스에 연결되는 경우 동
시 타임 시그널 방송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

전화 교환기에 접속된 경우 전화로 동시 페이징이 가능합
니다 .

비상 방송은 비상전원 공급판에 접속되어 있으면 장애 시 
이중 전원 동작이 가능합니다 . 자동화재탐지 시스템의 시
그널이 탐지되면 자동으로 비상 경보를 방송합니다 .

FS-7000CP
제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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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특징

리모트 마이크로폰 작동

전화 호출

비상 방송

타이머 기능

보호 퓨즈

메시지 영구히 저장

2 채널 방송 기능

스피커 선 확장

최대 입력 수

FS-7000EV

FS-7000CP

FS-7000CP

FS-7000GM

FS-7000RF

FS-7000JP

FS-7000AT

Power Amplifier

Power Amplifier

DC Power supply

FS-7000AT
음량조절기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을 위한 기본 동작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을 위한 기본 동작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을 위한 4 선식 음량조절기 
제어판

최대 10 개 구역과 동시 전체 구역 방송을 할 수 있으며 FS-

7000JP 접속판 함께 결합되어 사용

최대 10 개 구역과 동시 전체 구역 방송을 할 수 있으며 FS-

7000JP 접속판 함께 결합되어 사용

최대 10 개 음량조절기 선 제어

랙에 장착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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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유도 통합방송 시스템

FS-7000 Series

Model No. FS-7000CP  제어판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200 mA

Input EV: 0 dB*, 600 ohms, unbalanced
Timer signal: 0 dB*, 600 ohms, unbalanced
Paging: -60/-20 dB*, 600 ohms, balanced
RF (Remote microphone): 0 dB*, 600 ohms, balanced
Microphone: -55 dB*, 600 ohms, unbalanced
BGM 1: -60/0 dB*, 600 ohms, balanced

Output Priority output: 0 dB*, 600 ohms, balanced (Outputs BGM 1 – 4 signals.)

Frequency Response 50 – 15,000 Hz, within ± 3 dB (1 kHz)

Tone Control ± 10 dB at 100 Hz and 10 kHz

Priority Function Priority output: Microphone > EV (emergency broadcast mode)
Timer > Paging > Remote microphone > Microphone, AUX > BGM =  
BGM 2 – 4 (general–purpose broadcast mode)/
BGM output: BGM =  BGM 2 – 4 (by muting function setting)

Electronic Tone Ascending 4-tone chime

External Control Input Timer: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Paging: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Automatic fire alarm system (10 zones):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utput Control 10 individual zones + all-zone call or 10 group
zones + all-zone call (when optional FS-7000GM is connected)
(individual zones expandable to up to 200 zones using FS-7010CP)

Operating Section Zone selection key, All-zone call button
(general-purpose/general urgency all-zone call selectable),
Broadcast reset button and Chime button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132.6 (H) × 376.9 (D) mm

Weight 5.2 kg

  

FS-7010CP
확장 제어판

Model No. FS-7010CP  확장 제어판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150 mA

External Control Input Automatic fire alarm system (10
zones):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utput Control 10 individual zones or 10 group zones (when optional FS-7000GM is 
connected)

Operating Section Zone selection key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44 (H) × 337 (D) mm

Weight 3 kg

 

Model No. FS-7010AT  음량조절기 제어판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200 mA

Attenuator DC Power Rated voltage: 24 V DC (24–35 V), current capacity: 5 A,

Attenuator Control 10 lines, rated voltage: 24 V DC, current 
capacity: 075 A (per line)/

Output 5 A (total of 10 line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44 (H) × 336 (D) mm

Weight 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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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7000JP
접속판

FS-7000GM
그룹 매트릭스판

FS-7000RF
리모트 마이크로폰 접속판

FS-7000EV
음성 방송판

FS-7000 Series Microphones and Optional Accessory
FS-7000 시리즈 마이크로폰 과 별매품

FS-7000RM 
리모트 마이크로폰          

FS-7010RM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Model No. FS-7000RM  리모트 마이크로폰 

Power Source 24 V DC (operating range: 20 – 30 V DC)
(supplied from RJ45 connector or power input jack)
Usable power input plug: 5.5 mm outer diameter, 2.1 mm 
inner diameter, and 9.5 mm long.

Current Consumption 90 mA

Output 0 dB*, 600 ohms, balanced

External Microphone -40 dB*, 2.2 k ohms, unbalanced, mini
jack, phantom powering Input

Output Control 10 individual zones + all-zone call or 10 group
zones + all-zone call (when optional FS-7000GM is connected)
(individual zones expandable to up to 50 zones using optional
FS-7010RM)

Operating Section All-zone selection key, Chime key,
Broadcast reset key, zone selection keys, Talk key

Display Section Power indicator, Fault indicator, Busy
indicator, All-zone call indicator, Zone indicators

Finish ABS resin, bluish gray

Dimensions 190 (W) × 76.5 (H) × 215 (D) mm (gooseneck
microphone excluded)

Weight 900 g

Model No. FS-7010RM  리모트 마이크로폰 확장기

Power Source Supplied from the FS-7000RM (option)

Current Consumption 15 mA (increment in FS-7000RM’s
current consumption)

Operating Section Zone selection keys

Display Section Zone indicators

Finish ABS resin, bluish gray

Dimensions 110 (W) × 76.5 (H) × 215 (D) mm

Weight 350 g

Voice Evacuation 
Systems FS-70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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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피난 시스템을 위한 스피커 선 접속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을 위한 비상 방송 동작을 위
한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에서 그룹 방송을 실행하기 위
한 제어판

음성 피난 시스템에 FS-7000RM 리모트 마이크
로폰을 접속하여 사용되는 접속판

FS-7000CP 제어판 과 FS-7010CP 확장제어판 함께 결합되어 

사용

FS-7000CP 선 선택 스위치 와 FS-7000RF 리모트 마이크로폰

을 사용하여 다양한 스피커 선을 동시에 선택한 그룹 방송 가능

최대 4 개 FS-7000RM 을 접속하여 사용

음성 피난 시스템에서 업무방송을 하기 

위한 리모트 마이크로폰

최대 10 개 구역과 동시 전체 구역 방송

과 안내 방송 가능

음성 피난 시스템에 FS-7000RM 

업무방송 마이크로폰을 확장하여 사

용

하나의 FS-7010RM 에 10 개 선 확

장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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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FS-7000JP 접속 파낼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450 mA

Power Amplifier Input Priority input: 100 V line: max. 1200 W, BGM input: 100 V line: Max. 
1200 W

Speaker Output 10 lines each for H and C

External Control Output General urgency/Emergency mode output terminal: Open collector 
output
Power remote output terminal: Relay contact output

Operating Section BGM zone selection key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88.4 (H) × 340.7 (D) mm

Weight 4.2 kg

 

Model No. FS-7000GM 그룹 매트릭스판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110 mA

Group Input Max. 20 groups

No of Speaker Control Lines Max. 50 line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44 (H) × 334.7 (D) mm

Weight 3 kg

 

Model No. FS-7000RF 리모트 마이크로폰 접속판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No of Speaker Control Lines Max. 50 lines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88.4 (H) × 334.7 (D) mm

Weight 4.2 kg

 

Model No. FS-7000EV 비상방송 파낼

Power Source 24 V DC, M3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6.4 mm

Current Consumption 130 mA

Emergency Announcement Evacuation announcement
(repeated continuously) and false alarm announcement
(repeated twice)

Emergency Warning Tone 44.1 kHz sampling frequency, 16-bit PCM

Frequency Response 20 – 20,000 Hz ± 3 dB (1 kHz)

Emergency Recording Time Up to 3 minutes for both
evacuation and false alarm announcements together

Recording System USB data transfer or analog recording

Recording Input Mic: -60 dB*, 2.2 k ohms/Line: –20 dB*,
10 k ohms (Mic/Line switchable)

Output: EV audio output: 0 dB*, 600 ohms, unbalanced

External  Control  Input/
Output

Emergency ON output: Relay contact output,
Emergency control contact output: Relay contact output
Automatic fire alarm system confirmation signal input: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Emergency power control
Start: Open collector output

Operating Section Emergency activation button, Emergency
reset button, Evacuation announcement button, False alarm
announcement button, and Mode selection switch

Display Section Power indicator, Fire indicator, Evacuation
announcement indicator, False alarm announcement indicator,
and USB communications indicator (rear panel)

Finish Panel: Aluminum, black, alumite

Dimensions 482 (W) × 88.4 (H) × 341.7 (D) mm

Weight 4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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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60(60W)
A-2120(120W)
A-2240(240W)

A-1706(60W)
A-1712(120W)
A-1724(240W)

Model No. A-1706 (60W) A-1712 (120W) A-1724 (240W)
Power Source 220 – 240V AC or 24 – 30V DC
Rated Output 60W 120W 240W
Frequency Response 50 – 20,000Hz ( ± 3dB)
Input MIC 1 – 6: –60dB*, 600 Ω , electronically-balanced, combined type of XLR-3-31 equivalent and phone jack

AUX 1 – 2: –20dB*, 600 Ω , electronically-balanced, combined type of XLR-3-31 equivalent and phone jack (Either MIC 5 or AUX 1, and either 
MIC 6 or AUX 2 selectable)

AUX 3 – 4: –20dB*, 10k Ω , unbalanced, RCA pin jack
AUX 5: –20dB*, 10k Ω , unbalanced, combined type of XLR-3-31 equivalent and phone jack

PWR AMP IN: 0dB*, 600 Ω , unbalanced, RCA pin jack (An equalizer or other signal processor connectable between LINE OUT and PWR AMP 
IN terminals)

Output                 High impedance 167 Ω (100V) 83 Ω (100V) 42 Ω (100V)
Low impedance 4 – 16 Ω (no se puede usar ambos alta y baja impedancia simultáneamente

Line out 0dB (1V), 600 Ω (desbalanceada), RCA pin jack    
Rec out 0dB (1V), 600 Ω (desbalanceada), RCA pin jack

Dimensions 420 (W) × 107.7 (H) × 367 (D)mm
Weight 9.3kg 12.6kg 13.5kg
Finish Panel; ABS resin, black/Case; Steel plate, black

다수의 입력 / 출력

외부 장비 연결성

2 구역 출력기능 이퀄라이제이션

리모트 제어 기능 녹음 출력

팬텀 파워 제공

■비용대비 높은 성능

■학교 , 사무실 , 상점 , 공장 , 종교시설 및 대형미팅룸등 상
업 오디오 시스템에 적절합니다 .

■언밸런스 입력에 비교해 외부 노이즈로부터 보다 나은 절
연을 위해 밸런스 마이크 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유연성
   30 W ~ 240 W 광범위한 파워 출력 제공합니다 .

     편안한 음향 공간을 위한 고음 과 저음 제어가 가능합니다 .

■두 개의 AC 와 DC 전원으로 동작 합니다 .

■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 전원 공급을 위해 MIC 1 에 팬텀전원 공급이 가능합니다 .

■간단한 조작       ■스크래치와 지문에 강한 마감처리로 되어있습니다 .

■마스터 음량 노브와 쉽고 빠른 음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마이크 입력과 3 개 보조 입력이 특징이며 
A-1700 시리즈 앰프는 설지 장소에 따라 세 가지 파워출
력을 제공합니다 .
또한 9 개 다른 입력만큼 효율적인 믹싱이 가능하고 더 
많은 보조입력이 필요한 경우 마이크 입력 5 와 6 을 라
인 레벨 입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을 최소화할 정도의 보다 정교한 이퀄라이제이션을 
위해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져 또는 다른 장비를 파워 앰프 
전단에 패치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딜레이 장치와 같은 기
기를 접속 가능합니다 . 사운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라인 
출력 단자의 믹스 출력을 다른 앰프와 스피커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1700 시리즈 앰프는 2 개 스피커 출력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개별적인 선택 과 확장된 PA 응용성을 위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앰프의 모든 출력 시그널에 대해 고음 
및 저음 제어로 손쉽게 음색 조정이 
가능합니다 .

A-1700 시리즈 앰프는 전원 on/
off 와 음량 조정이 리모트 제어가 
가능한 것은 제어 시그널에 응답
합니다 .

A-1700 시리즈 앰프 후면판에 외
부 녹음기 연결 녹음 출력 단자가 
있어 방송 내용을 저장 또는 백업 
할 수 있습니다 .

A-1700 시리즈 앰프는 전체 마이크
로폰 접속 시 팬텀 파워를 제공합니
다 . 팬텀 파워는 on/off 스위치로 작
동합니다 . 마이크로폰 입력은 긴 케
이블이 문제 없이 사용되며 XLR 커
넥터와 함께 밸런스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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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파워 앰프

A-2000 Series
마이크로폰 믹싱 앰프

A-1700 Series

Typical Connections

Typical Connections

Speakers

Cassette tape
player

CD player
(AUX 4)

Cassette tape player
(AUX 3)

Radio tuner
or CD player

Cassette tape recorder
(for REC)

Box speakers

Column speaker

Horn speaker

Cassette
tape player

Equalizer
( for tone control)

A-2120 (H version)

Dynamic microphones

Microphones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Booster amplifier

P-2240 (240W)

Model No. A-2060 (60W) A-2120 (120W) A-2240 (240W)
Power Source 220 – 240V AC or 24 – 30V DC
Rated Output 30W 120W 240W

Power Consumption
72W (EN60065)/150W (AC
operation at rated output/4A
4A (DC operation at rated output)

24W (EN60065)/260W (AC
operation at rated output/6A
6A (DC operation at rated output)

238W (EN60065)/520W (AC
operation at rated output/15A
(DC operation at rated output)

Frequency Response 50 – 20,000Hz ( ± 3dB)
Distortion Under 1% at 1kHz, 1/3 rated power

Input
H/L version: MIC 1 – 3; –60dB*, 600 ohms, balanced, phone jack/AUX 1, 2; –20dB*, 10k ohms, unbalanced, RCA pin jack
CE version: MIC 1; –60dB*, 600 ohms, balanced, DIN type (5 pins)/MIC 2, 3; –60dB*, 600 ohms, balanced, phone jack/

AUX 1, 2; –20dB*, 10k ohms, unbalanced, RCA pin jack/Mute; Contact pin 4 – 5 closure input (for MIC 1)

Output                                High impedance 170 ohms, 83 ohms 83 ohms, 42 ohms 42 ohms, 21 ohms
Low impedance 4 ohms (15.5V) 4 ohms (22V) 4 ohms (31V)

Rec out 0dBV (1.0V), 600 ohms, unbalanced, RCA pin jack
Phantom Powe DC +21V (MIC 1)
S/N ratio Over 60dB
Tone Control Bass; ± 10dB at 100Hz, Treble; ± 10dB at 10kHz
Muting MIC 1: Mutes other input signals by 0 – 30dB attenuation
Indicator Power, signal, peack
Finish Panel; ABS resin, black/Case; Steel plate, black
Dimension 420 (W) × 100.9 (H) × 280.3 (D)mm 420 (W) × 100.9 (H) × 360.3 (D)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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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넬 디지탈 파워 앰프

4-channel 
Power Amplifiers

디지탈 믹싱 시스탬

D-2000 Series

DA-550F
DA-500FH
4 채널 파워 앰프

DA-250F
DA-250FH
4 채널 파워 앰프

Digital Power Amplifiers Mixers

80~90% 의 매우 높은 증폭 효율을 제공하지만 AB 급 앰프
는 소비 전력의 감소 결과에 의해 60% 입니다 . 

경량 디자인 덕분에 설치가 매우 간단해졌습니다 .
     *TOA 비교 데이터 ( 무게 / 출력 )

DA-250 시리즈는 1U 크기이며 DA-500 시리즈는 2U 크기
로서 랙에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아주 작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앰프가 많은 열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
문에 랙에 5 개 앰프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작동 시간이 확장되었습니다 . DA 앰프는 내구성을 증명하
기 위해 많은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 또한 TOA 에
서는 DA 시리즈에 대해 "non-stop driving test' 실시하였습
니다 .

DA 앰프는 합선회로 , 비정상적인 DC 전압출력 , 파워 앰프 방열판 과열 (DA-250D/DH, DA-550F/500FH:100℃ 이상 , DA-250F/
FH:110℃ 이상 ) 전원장치 과열 (DA-550F/500FH: 80℃ 이상 ) 장치 내부 과열 (DA-250D/DH, DA-250F/FH: 80℃ 이상 ) 등으로 과
도한 전류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회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각 채널은 독립된 전원 공급기를 가지고 있으며 채널 1 전원 공급 장치가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도 채널 2-4 동작에 영향을 주
지 않습니다 . 1 개 채널을 예비 앰프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고효율

■세계 수준의 경량 디자 * 인 앰프

■콤팩트 디자인

■고도의 내구성

■신뢰성 우수

■독립된 전원 공급 장치

■오토 믹싱의 이점
NOM(Number of Open microphones)
개방된 마이크의 전체 수를 근거로 자동으로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

   
■ Ducker 기능 (Auto-Mute function)

우선순위가 낮은 채널 출력을 자동으로 감쇠하게 됩니다 .

■고도의 피드백 억제
D-2000 시리즈는 최대 4 개 버스로 피드백 억제를 제공합
니다 . 또한 각 채널에 12 개 주파수를 제어 할 수 있습니
다 .
넓은 홀의 다른 지역에 피드백 억제를 위해 편리합니다 .

■두 가지 다용도 억제 모드제공
사전 조정용 오토모드 와 실시간 다이나믹 모드는 상황에 
맞게 피드백 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필수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싱
Delay, High-, Low-Pass and Notch Filters, Parametric 
Equalizers, Compressor/Auto Leveller, Gate, Crossovers 
and Crosspoint Gain.

■사용자 편의를 감안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손쉽게 
운영가능
사용자 편의를 위한 32 개 프리셋 메모리
최대 32 개 개별 라우팅 및 파라미터는 무대 좌석 및 스피커 
배열이 자주 변화가 필요한 다목적홀과 회의실에 같은 장소
에 적합한 구성요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직감적 GUI
전용 소프트웨어의 그래픽과 시각적 매력은 사용자로 하여
금 설정 과 섬세한 조정에 도움이 됩니다 . 

■믹싱 콘솔 별매품
D-2008SP 는 네트워크를 통해 D-2012C 믹싱 콘솔과 접속 
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비 전문사용자가 간단하게 믹
싱 작업이 가능합니다 . D-2012C 사용뿐만 아니라 프리셋 메
모리 설정을 불러내어 만들어진 음량변경 및 접점제어 및 출
력 채널 시그널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

*1 AMX 는 AMX Corporation 등록 상표 입니다 .

*2 Crestron 는 Crestron Electronics, Inc 등록 상표 입니다 .

     *3 CobraNet 는 Cirrus Logic Corporation 등록 상표 입니다 .

대규모의 128 개 입 , 출력 구성으로 확장 가능한 D-2000 시리즈는 다목
적홀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 시설 , 호텔 연회장 등 포함하여 모든 유형
의 중소규모 시설에 최상의 사운드를 창조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다양
한 주변 장치와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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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DA-550F DA-500FH DA-250F DA-250FH

Power Requirement 220 – 240V AC

Number of Channels 4

Power Output                8 ohms per channel 350W - 170W -

4 ohms per channel 550W - 250W -

16 ohms bridged 700W - 340W -

8 ohms bridged 1100W - 500W -

Hi-Z: 100V per channel - 500W - 250W

Frequency Response 20Hz – 20kHz ( ± 1dB) 50Hz – 20kHz (-3dB, +1dB) 20Hz – 20kHz ( ± 1dB) 50Hz – 20kHz (-3dB, +1dB)

Inputs　　　　　　　 　Input impedance 10k Ω (unbalanced), 20k Ω (balanced)

Input sensitivity +4dB (1.23V) 

Input clipping 14V (25.1dBu) 12V (23.8dBu)

Dimensions 482 (W) × 88.4 (H) × 404.2 (D)mm 482 (W) × 44 (H) × 401.8 (D)mm

Weight 9kg 6.8kg

Finish Panel: Aluminum, alumite process, black/Case: Plated steel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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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rs D-2000 Series

D-2000AD1
Mic/Line Input
Module

D-2000DA1
Line Output
Module

D-2000CB
CobraNet Interface
Module

Input: 4 channels, Mic/Line selectable
Mic; –50/–36dB*, 2.6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Line; –10dB*, 2.6k ohms/+4dB*, 7k 0hms 
electronically-balanced
Connector: XLR-3-31 equivalent
Phantom power supply (48V DC, can be used when set for the 
Mic) Ground lift switch

Output: 4 channels, +4dB*/–10dB* (changeable),
adaptable load of 600 ohms or more, balanced
(electronically-balanced)/unbalanced (changeable),
XLR-3-31 equivalent

Network I/F: CobraNet: 100BASE-TX, PRIMARY/
SECONDARY 2 system, RJ45 connector, Rnables
decentralized installation, Audio transmission only
Connection cable: Shielded twisted pair (STP) Cat 5 or
higher LAN cable /To be connected via the specified
switching hub/Not: tThis network should be completely
independent of other LAN.
Number of D-2008SP connection: Max. 4
Max.ectend distance: 100m (connectd via switching hub)

A/D Converter: 24 bit D/A Converter: 24 bit Input: 16 channels, 20 bit/24 bit

Sampling Frequency: 48 kHz Sampling Frequency: 48 kHz Output: 16 channels, 20 bit/24 bit

Frequency Response: 20Hz – 20 kHz, ± 1dB (+4dB* input) Frequency Response: 20Hz – 20 kHz, ± 1dB Sampling Frequency: 48 kHz

Dynamic Range: 104dB (IHF-A weighted) or more (+4dB* input) Dynamic Range: 104dB (IHF-A weighted) or more Finish: Panel: Pre-coated steek plate

THD: 0.008% or less (+4dB* input) THD: 0.008% or less -

D-2000 시리즈 모듈

D-2012C
리모트 콘솔 장치

D-2012AS
콘솔 캐이스

Power Source 220 VAC
Power Consumption 18W
Volume Adjustment 100 mm motorized fader × 12, Rotary encoder x 8
Line Input 1 channel (stereo), +10 to -20dB*1, 10k Ω , unbalanced, RCA Pin-jack
Headphone Output Stereo 100mW + 100mW (32 Ω load), standard stereo phone-jack
Monitor Bus 1 stereo input, 1 stereo output
LAN Network I/F: 10BASE-T/100BASE-TX (Automatic-Negotiation) RJ45 connector, 

Connected via a switching hub 
Network protocol: TCP/IP 
Connection cable: Shielded twisted pair (STP) Category 5 or higher LAN cable 
Maximum cable distance: 100m (109.36 yd) (between D-2008SP and switching sub)

Control RS-232C, D-sub connector (9 pins) Used for maintenance use
Dimensions 482 (W) × 266 (H) × 138 (D) mm
Weight 6.6kg (14.55 lb)
Accessory Power cord (2m (6.5 ft)) × 1, Rack mounting screw × 4, Fader knob (yellow) × 3, 

Fader knob (red) × 3, 
Cord clamp (fitting screw) × 1

Finish Side Panel: MDF, black, paint, mat 
Armrest: MDF, leather, black, mat 
Decorative panel: Stainless steel, silver 

Dimensions 505 (W) × 127.5 (H) × 333.4 (D) mm  (assembled)
Weight 2.3kg

Power Source 220 VAC,  60Hz
Power Consumption 76W
Frequency Response 20Hz – 20kHz, ± 1dB ( ± 4dB*1 Input)
Sampling Frequency 48kHz
Input and Output Input Max. 32 channels, modular construction (modules optional) 

Output: Max. 32 channels, modular construction (modules optional) 
Monitor bus; 1 stereo input, 1 stereo output 
Headphone: 1 stereo

Signal Processing Feedback Suppression Function, Auto Mixing Function, Auto Mixing Group, Para-
metric equalizer 
High-pass filter, Low-pass filter, Notch filter, All-pass filter, High shelving filter, 
Low shelving filter, Horn equalizer, Crossover filter, 
Compressor/Auto-Leveler, Output Delay, BUS Delay, Matrix, CobraNet Matrix, 
Crosspoint Gain

Preset memory 32
Auxiliary Function Key Locking function
LAN Network I/F: 10BASE-T/100BASE-TX (Automatic-Negotiation) connected via a 

switching hub 
Network protocol: TCP/IP 
Maximum cable distance: 100m (109.36 yd) (between D-2008SP and switching sub) 
Connection cable: Shielded Category 5 or higher twisted pair LAN cable (CAT5-STP) 
 

Control RS-232C, D-sub connector (9 pins) Used for external control 
Module: Remote control module slot: 2 

Operating Temperature +5°C to +40°C (41°F to 104°F)
Dimensions 482 (W) × 132.6 (H) × 343.4 (D) mm 
Weight 6.3kg (13.89 lb)
Accessory Power cord (2m (6.5 ft)) × 1, Rack mounting screw × 4, Module mounting screw 

(spare) × 4, 
Blank panel (preinstalled on the module slot) × 8, CD (Set-up software) × 1 

Personal Computer Requirements
CPU Intel Pentium4 2GHz or higher
Memory 1.5GB or more (2 GB or mor recommended)
Display 1024 × 768 resolusion or higher
Free hard Disk Space 16 MB or more (for D-2000 Setting

Software installation)
500 MB or more (when "NET Framework" needs to be installed)

LAN Card Compatible to 10BASE-T or faster connection
OS Windows XP SP2 or later, Windows Vista (32/64-it edition),

Windows 7 (32/64-it edition)
Required Component NET Framework3.5SP1
*Pentiu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Intel Corporation.
*Windows, Windows Vista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icrosoft Corporation.

D-2008SP
디지털 믹싱 프로세서 장치

헬스클럽

시스템 이미지 

최대 32 개 오디오 입 , 출력 제공

D-2008SP 전용 랙 장착용 리모트 콘
솔 장치

D-2012C 리모트 콘솔 장치 테이블 
타입으로 사용

EIA 규격에 장착 가능한 3U 크기 믹싱 프로세서 
장치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 기능으로 믹서 또는 프로
세서로도 사용
1 대당 최대 32 개 입력 또는 32 개 출력까지 대응

D-2008SP 전용 4 채널 
마이크 / 라인 입력 모듈

입력 감도 및 팬텀전원 
소프트웨어로 설정

D-2008SP 전용 4 채널 
라인 출력 모듈
내부 DIP 스위치로 출력 기
준레벨 +4dB, -10dB 설
정 가능
내부 DIP 스위치로 출력 회
로 동작을 밸런스에서 언밸
런스로 전환 가능

D-2008SP 전용 CobrNet 
접속 모듈

다른 D-2008SP 과 오디
오 전송이 가능

12 개 모터페이더와 8 개 로터리 인코더를 
D-2008SP 내부에 있는 임의의 채널을 할당하여 
음량 조절 가능
기능키 8 개 가지고 있어 프리셋 메모리 호출로 
사용 가능

*0 dB = 0.775 V *0 dB = 0.775 V

M
ixers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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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01
디지탈 믹서

D-901 디지탈 믹서

D-911 VCA 
페이더 장치

D-984VC
제어 모듈

Power Supply 5V DC (supplied from the optional D-984VC)
Connector RJ45 connector × 8
Input Fader Control Input fader (100mm) × 12
Output Volume Control Output volume control × 8
Contact Control Illuminated switch × 8
Remote Output No-voltage make contact output (contact capacity: 30V DC, 4A)
Remote Switch Seesaw switch for activating the remote function of the power distributor
Finish Panel: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Dimensions 482.6 (W) × 177 (H) × 61.3 (D)mm (excluding projection)
Weight 2.7kg
Accessory  
 

Fader knob (Red, Yellow) × 3 each, Volume knob (Red) × 2, 
Rack mounting screw × 4, Rack mounting fiber washer × 4, 
Rack mounting bracket (preinstalled on the unit) × 2 

Mixers D-900 Series

VCA control input +5V GND, Terminal 1 – 20 (12 input channels, 8 output
channels), RJ45 connecter x 4
Control contents: Volume control of each input/output
channel
Variable range: – ∞ dB to +0dB

Contact input COM + terminal 1-8: Open voltage: 5V DC,
short-circuit current: 5mA, RJ45 connector x 2

Control
Preset memory 

selection

Volume control 

Channel 

Stereo selection

Any preset memory can be recalled.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Any input/output channel volume can be turned UP or
DOWN.
Control method: 1 step variation for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1 step continuous operation for every 70ms for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Can be reset when at break.
Variable range; – ∞ dB to +10dB
Any input/output channel can be turned ON and OFF.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Stereo selection Input channel lines of the D-936R (optional), or the 
D-937SP
(optional) (4 stereo input module) can be selected.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Contact output COM + terminal 1-8: No-voltage make contact,
contact capacity: 24V DC, 100mA RJ45 connector x 2

Power Source 230V AC, 50/60Hz
Power Consumption 40W
Frequency Response 20 – 20,000Hz, ± 1dB ( ± 4dB*1 Input)
Input Max. 12 channels, modular construction (modules optional)
Output Max. 8 channels, modular construction (modules optional)
Signal Processing 
Feedback Suppression Function 
Auto Mixing Function 
Auto Mixing Group 
Equalizer / Filter 
 
 
 
 
 
Compressor/ 
Auto-Leveler 
 
 

 
 
 
Delay 
Matrix 
Crosspoint Gain

 
12 filters (auto/dynamic) 
Ducker (automatic muting), NOM attenuation 4 groups 
Parametric equalizer: 20 – 20,000Hz, ± 15dB, Q: 0.267 – 69.249 
Filtering: High-pass filter 20 – 20,000Hz, 6 dB/oct, 12dB/oct Low-pass filter 
20 – 20,000Hz, 6 dB/oct, 12dB/oct Notch filter 20 – 20,000Hz,
 Q: 8.651 – 69.249 All-pass filter 20 – 20,000Hz, Q: 0.267 – 69.249 
High shelving filter 6 – 20,000Hz, ± 15dB Low shelving filter 20 – 500Hz, 
± 15dB Horn equalizer 20kHz, 0 to +18dB (1dB steps) 
Crossover filter: 20 – 20,000Hz, 6dB/oct, 12 dB/oct, 18dB/oct, 24dB/oct 
(Compressor mode) 
Threshold: –20 to +20dB (1dB steps) 
Ratio: 1:1, 2:1, 3:1, 4:1, 8:1, 12:1, 20:1, ∞ :1 
Attack time : 0.2ms – 5s 
Release time: 10ms to 5s 
Gain: – ∞ to +10dB (Auto-leveler mode) 
Target level: –20 to +10dB 
Maximum gain: 0 to +20dB (1dB steps) 
Attack time : 10ms – 10s 
Release time: 100ms to 10s 
Delay time: 0 – 682.6ms (0.021ms steps) 12 x 8– ∞ to 0dB (1dB steps)

■간단한 조작으로 피드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오토 믹싱 기능 (Ducker 기능 , NOM Number of 
Microphone 기능 ) 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 입력 
신호 음량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전면판 액성 표시부와 설정 키 및 노브를 사용하
여 모든 설정을 믹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PC 에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입 , 출력에는 모듈을 채용하고 있어 2 입력 4 출
력에서 12 입력 8 출력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

■ 16 프리셋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어 본체 및 외부 
기기로부터 프리셋 메모리를 불러올 수 있습니
다 .

■ RS-232C 프 로 토 콜 을 사 용 하 며 AMX*1 및 
Crestron*2 등의 제어장치로부터 제어할 수 있습
니다 .

  프로토콜은 「 http://www.toa-products.com/」 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별매품 리모트 제어 모듈 D-981, D-983, VCA 제
어 모듈 D-984VC 를 사용하면 , 음량 조절이나 
프리셋 메모리의 불러오기등 리모트 제어를 간단
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 AMX 는 AMX Corporation 등록 상표 입니다 .

*2 Crestron 는 Crestron Electronics, Inc 등록 상표 입니다 .

입 , 출력 구조가 모듈 기반 디지털믹서
로 12 입력 8 버스 8 출력으로 3U 크기를 제공합니다 . 사운드 시스템에 필요한 내장된 디지털 시그
널 프로세서 (EQ, Comp, Delay, Gate, Ducker) 기능 , 피드백 억제 와 자동믹싱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 내부 메모리에 설정 값을 저장하고 전면 조작 키를 이용하여 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12 입력 , 8 버스 , 8 출력 제공

피드백 억제 , 오토 믹싱 등 사운드 시스템에 필요

한 시그널 프로세싱 제공

D-901 디지털믹서에 사용되는 
VCA 페이더 장치

D-901 디지털믹서에 사용되는 VCA 제어 
모듈

VCA 제어 모듈 D-984VC 와 접속으로 전체 채널 음량 

조절 및 접점 제어가능

VCA 제어 모듈 D-984VC 와 접속으로 전체 채널 음량 

조절 및 접점 제어가능

Model No.
D-921F
Mic/Line Input Module
(24 bits Monaural Type)

D-921E
Mic/Line Input Module
(24 bits Monaural Type)

D-922F
Mic/Line Input Module
(20 bits Monaural Type)

D-922E
Mic/Line Input Module
(20 bits Monaural Type)

D-936R
Stereo Select Input
Module

Input 2 channels, Mic/Line  
changeable/Mic; –50/
–36dB*,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equivalent to XLR-3-31 type/
Line; –10/+4dB*, 10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equivalent to XLR-3-31 type/
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used when set for the 
microphone)/Ground lift switch

2 channels, Mic/Line 
changeable/Mic; –50/–36dB*, 
4.7k ohms, electronically-
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
Line; –10/+4dB*, 10k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used 
when set for the microphone)/
Ground lift switch

2 channels, –50/–36/–10/+4dB* 
(Selectable with the DIP switch), 
4.7k ohms, electronically-
balanced, equivalent to XLR-3-
31 type/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set with DIP 
switch)/Ground lift switch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

2 channels, –50/–36/–10/+4dB* 
(Selectable with
the DIP switch), 4.7k 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Phantom
power supply (15V,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
Ground lift switch (can be set 
with the DIP switch)

–

A /D Converter 24 bits 24 bits 20 bits 20 bits 48 bits

Frequency Response 20 – 20,000Hz, ± 1 dB (+4dB*
input)

20 – 20,000Hz, ± 1 dB (+4dB*
input)

20 – 20,000Hz, ± 1dB (+4dB*
input)

20 – 20,000Hz, ± 1dB (+4dB*
input)

Finish Panel: Aluminum, hair-line finish, black 
Others: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Dimensions 482.6 (W) x 132.6 (H) x 320 (D) mm (excluding projection)
Weight 6.9kg
Accessory Power cord (2m) x 1, Rack mounting screw x 4, Rack mounting bracket 

(preinstalled on the unit) x 2, 
Module mounting screw (spare) x 4, Blank panel (preinstalled on the mod-
ule slot) x 9, Fiber washer x 4

Note: When installing the unit, never block the intake vents provided in the unit's bettom near the rear.

Preset memory 16
Auxiliary Function System Locking function
Control RS-232C, D-sub connector (9 pins), Remote control module (option)
Front Panel Section Preset memory recall key: 8, LCD Screen, Screen shift key (up/down/left/

right), setting knob 
Input level indicator: Dual color LED, Output level indicator: Dual color LED 
Channel selector key: 12 (input channel selection) 8 (output channel selec-
tion), 
Channel volume control: 1 (input channel selection) 1 (output channel 
selection)

Rear Panel Input module slot: 6 (input/output module slot: 2) 
Output module slot: 2 Remote control module slot: 1

*0 dB = 0.775 V

D-901 시리즈 모듈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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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탈 믹서

D-9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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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D-961SP
Digital Output Module

D-972AE
Digital Output Module

Output Stereo 2 channel line (with 
splitter, can be output to each 
pair of optical output and  
coaxial output
in Parallel), 0.5V (p-p), 75 ohms, 
Coaxial RCA jack × 2/
Square optical connector × 2

4 channels, 5.0V (p-p), 110 
ohms, XLR-3-32 or equivalent 
× 2

Applicable Format S/PDIF (2 channel multiplexed) AES/EBU (2 channel 
multiplexed)

Sampling Frequency 48kHz

Model No. D-981
Remote Control Module

D-983
Remote Control Module

Control input COM + terminals 1 – 8; Open 
voltage; 5V DC, short-circuit 
current; 5mA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

COM + Terminal 1 – 24: Open 
voltage:
5V DC, short-circuit current: 
5mA, RJ45 connector × 4

Control
Preset Memory Selection

Any preset memory can be
recalled., Control method; No-
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Any preset memory can be
recalled./Control method: No-
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Volume Control Any input/output channel 
volume can
be turned UP or DOWN./Control 
Method: 1 step
variation for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1 step continuous 
operation for every 70ms for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Can be reset when at
break./Variable Range: – ∞ dB 
to +10dB

Any input/output channel 
volume can be
turned UP or DOWN./Control 
Method: 1 step variation
for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1 step
continuous operation for every 
70ms for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Can be 
reset when at break./
Variable Range: – ∞ dB to 
+10dB

Channel Any input/output channels can 
be turned ON and OFF.,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Any input/output channel can 
be turned ON
and OFF. /Control method: No-
voltage make of over
100ms/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Stereo selection Any stereo input can be 
selected.,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Any stereo input can be 
selected.,
Control method; No-voltage 
make of over 100ms/
no-voltage make single pulse of 
over 100ms

Control output COM + terminals 1 – 8; No-
voltage
make contact input, contact 
capacity; 24V DC, 100mA
removable terminal block type 
connector

COM + Terminals 1 – 16: No-
voltage
make contact, contact capacity: 
24V DC, 100mA, RJ45
connector × 4

Mixers D-900 Series

시스템 이미지 

Model No.
D-923AE

Digital Input Module
D-971M

Line Output Module
D-937SP

Digital Input Module
D-971E

Line Output Module
D-971R

Line Output Module

Input 2 channels, 2.0 – 7.0V (p-p), 110 
ohms, XLR-3-31 or equivalent –

Stereo 1 channel line Selectable 
one of four inputs), 0.5V (p-p), 
75 ohms, Coaxial RCA jack × 2/
Square optical connector × 2

– –

Output

–

4 channels, +4 dB*, adaptable 
load of over 600 ohms, 
electronically-balanced, 
equivalent to
XLR-3-32 type

–

4 channels, +4dB*, adaptable 
load of over 600 ohms, 
electronically-balanced, 
removable terrminal block type 
connector

4 channels (2 outputs for each 
channel),
–10dB*, adaptable load of over 
600 ohms, RCA pin jack

Applicable Format AES/EBU (2 channel ultiplexed) – S/PDIF (2 channel multiplexed) – –

D/A Converter – 24 bits – 24 bits

Frequency Response – 20 – 20,000Hz, ± 1 dB (+4dB* 
input) – 20 – 20,000 Hz, ± 1 dB

Sampling Frequency 32 – 48kHz 48kHz 32 – 48kHz 48kHz

Dynamic range – Over 100 dB (IHF-A weighted) 
(+4dB*input) – Over 100dB (IHF-A weighted)

THD – Under 0.05% – Under 0.05%

M
ixers

M
ix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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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rs M-633D Digital Mixer

디지탈 믹서

M-633D Digital Mixer

M-633D
디지털 스테레오 믹서

Model No. M-633D  디지털 스테레오 믹서

Power Source 230VAC, 60Hz
Power Consumption 14W
Frequency Response 20Hz – 20kHz, ± 1dB
Sampling Frequency 48kHz
Dynamic Range 90dB or more (IHF-A weighted)
Distortion Under 0.03%, 1kHz, –10dB* input, 0dB* output (20Hz – 20kHz BPF)
Input monaural input channels (MONO IN 1 – 6), selectable

independently from 3 types of inputs below for each channel
LINE: –10dB*, 2.4k ohms
MIC: –10dB*, 2.4k ohms
PHANTOM: –10dB*, 2.4k ohms
supplies phantom power of +24V DC, 10mA
electronically 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phone jack
3 stereo inputs (L, R) (STEREO IN 1 – 3), Stereo mini jack (ST IN 1)

Output 2 monaural output channels (MONO OUT 1 – 3)
0dB* (applicable load: 1k ohms or more), electronically
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1 stereo output (L, R) channel (ST OUT L, R)
0dB* (applicable load: 1k ohms or more), electronically
balanced,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1 stereo output (L, R) channel (REC OUT L, R)
–10dB* (applicable load: 1k ohms or more), RCA jack

Bus Line Monaural channel x 2, Stereo channel x 1
A/D Converter 24 bits
D/A Converter 24 bits
Other Feature Phantom power switch (sensor input), Key lock

function, Ground lift switch (INPUT 1, INPUT 2), Input/Output
bypass function in power off
Finish: Panel: Aluminum, black, hairline/Case: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Signal Processing
Automatic Level Control Function

3 out channels (each
monaural output channel, stereo output L, R), independent
settings for each channel, automatic creation of EQ curves (for
sound field compensation)
ARC measurement start switch × 1, Function ON/OFF check
indjcator × 1

Feedback Resonance Control Function 6 channels (each
monaural input channel), independent settings for each channel
Function ON/OFF switch × 6, Function ON/OFF check indicator × 6

Automatic Clipguard Function 6 channels (each monaural input channel), independent settings for each channel
Automatic Mute Function Function ON/OFF switch × 1

Input Level Indicator 2-color LED indicator: Green (for appropriate level)/red (for peak level)
Output Level Indicator 2-color LED indicator: Green (for appropriate level)/red (for peak level)
Finish Panel: Aluminum, black, hairline/Case: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Dimensions 420 (W) × 44 (H) × 341.3 (D)mm
Weight 4kg

원 터치로 완벽해진 음향
다시 한번 , TOA 는 새로운 가지를 창조합니다 . 누름 버튼만으로 M-633D 는 선명하고 높
은 명료한 사운드를 전달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불쾌한 잔향 과 피드백을 제거합니다 . 이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스테레오 믹서는 차세대 상품으로 유일한 합니다 .

간단한 누름 버튼은 자동으로 오디오 조정을 제공합니다 . 또한 M-633D 작동은 사용자가 사운드 기술을 가질 필요
가 없으며 복잡한 PC 설정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사운드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 울림 제어 기능 , 피드백 억제 그리고 자동 클립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콤팩트한 1U 사이즈에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적용범위
스포츠 활동을 더욱 빛 내여 주는 맑은 음향

M-633D 자동 울림 제어 기능은 피드백 현상이 심한 체육관 , 수영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에서 확실한 진가를 발휘합니다 . 
단 한번의 조작으로 사운드 공간을 자동 측정 및 울링 현상을 보정하여 사운드 명료도 감소를 방지하고 음악 재생 품질을 크
게 향상시킵니다 .
모든 설정은 전면과 후면 판에서 가능하며 한번 설정해 놓으면 평상 시조작은 수월합니다 .
TOA 모델 SR-T5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거리에 따른 음압 감쇠가 적기 때문에 음을 고르게 분산 ( 확산 ) 시키며 견고한 충
격 방지 구조로 스포츠 시설에 이성적입니다 ..

진보된 측정 및 프로세싱 연산은 음향학상 도전적인 환경 시설에 음질과 음성 명료도를 개선 시킵니다 . 이 기능은 자동으로 룸 

특성 주파수를 확인하고 측정된 룸 응답을 보상하기 위하여 반대 응답 곡선을 적용합니다 .
자동 울림 제어 (Automatic 

Resonance Control (ARC))

피드백 억제 

(Feedback Suppressor (FBS))

자동 클립 방지 

(Automatic Clipguard (ACG))

M-633D 의 자동 피드백 억제 기능은 사람이 마이크로폰을 잡고 주위를 이동할때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피드백을 억제 할 수 있

습니다 .

입력 감도가 마이크 또는 팬텀 위치에 설정되었을 때 감도는 과도한 입력 레벨 직전에 라인 레벨 전환으로 사운드 일그러짐을 방

지합니다 .
*1 실내모드 (Room Mode): 실내 음향학에 대한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 실내에 존재하는 음파의 모드를 이용한 해석방법이다 . 이 때 실내에 존재하는 음파의 모드를   실내모드라 

한다 .

*2 실응답 (RR, Room Response): 실응답은 건축 실내 음향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 1982 년 Jordan 이 제안한 것으로 실응답은 주관적인 공간감으로는 25 ～

80ms 사이의 측면 반사음과 80 ～ 160ms 사이의 전반사음이 실의 공간적 효과 (Spatial effects) 와 관계가 깊다고 하는 이론 .

12 입력 6 출력 제공

모노 6 채널 ( 마이크 , 라인 , 팬텀 ), 스테레오 3 채널의 최대 입력 12 채널

모노 2 채널 , 스테레오 1 채널 , 스테레오 녹음 출력 1 채널의 최대 출력 6 채널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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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웨이브 제어 기술을 채용하고 명료도 높은 균일한 음장을 실현하는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수직 지향각이 5° 와 15° 유형과 서브우퍼가 라인 업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별매품 브래킷을 사용하여 고정 음향 설비에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Line Array Speaker Systems

Speakers for Pro Sound

Model No. SR-C8L SR-C8L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360W

(sigle-amp mode)/Low frequency: 360W, High 
frequency: 180W (bi-amp mode)

Continuous program: 360W
(sigle-amp mode)/Low frequency: 360W, High 
frequency: 180W (bi-amp mode)

Rated Impedance 16 ohms (single-amp mode)/ Low
frequency: 8 ohms, High frequency: 16 ohms 
(bi-amp mode)

16 ohms (single-amp mode)/ Low
frequency: 8 ohms, High frequency: 16 ohms 
(bi-amp mode)

Sensitivity (1W, 1m) 98 dB (1 W , 1 m) (single-amp mode)/
Low frequency; 95dB, High frequency; 110dB 
(bi-amp mode)

98 dB (1 W , 1 m) (single-amp mode)/
Low frequency; 95dB, High frequency; 110dB 
(bi-amp mode)

Frequency Response 65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65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1,6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1,6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10°/Vertical: 5° Horizontal: 110°/Vertical: 5°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20cm cone-type, High 

frequency: Wave front control horn 110° 
(horizontal) × 5° (vertical) + compression 
driver × 2

Low frequency: 20cm cone-type,
High frequency: Wave front control horn 110° 
(horizontal) ×
5° (vertical) + compression driver × 2

Input Connector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and Neutrik NL4MP × 2 -

Connected Cable - Direct cable withdrawal from internal
speaker: ø8.6mm, conductor cross section: 
1.25mm2, 4-core cable, 3m

Water Protection IPX4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paint/

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black, paint
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coating/
Front grille: Punched stainless steel, black 
paint

Dimensions Dimensions: 526.6(W) × 293(H) × 296(D) 
mm

526.6(W) × 293(H) × 296(D) mm

Weight 17kg 17kg
Accessory M8 connection bolt × 4 M8 connection bolt × 4
Option Cluster bracket: SR-CL8, Rigging frame: SR-

RF8,
Tilt joint bracket: SR-TP8, Digital processor: 
DP-0206

Rigging frame: SR-RF8WP,
Digital processor: DP-0206

Model No. SR-C8S SR-C8S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360W (sigle-

amp mode)/Low frequency: 360W, High 
frequency:180W (bi-amp mode)

Continuous program: 360W (sigle-amp 
mode)/Low freq uency: 360W, High 
frequency: 180W (bi-amp mode)

Rated Impedance 16 ohms (single-amp mode)/ Low frequency: 
8 ohms, High frequency: 16 ohms (bi-amp 
mode)

Low frequency; 8 ohms, High frequency; 16 
ohms

Sensitivity (1W, 1m) 98 dB (1 W , 1 m) (single-amp mode)/Low 
frequency; 95dB, High frequency; 110dB (bi-
amp mode)

Low frequency; 98dB, High frequency; 110dB

Frequency Response 65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5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1,6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1,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10°/Vertical: 15° Horizontal: 90°/Vertical: 5°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20cm cone-type,

High frequency: Wave front control horn 110
° (horizontal) × 15° (vertical) + compression 
driver × 2

Low frequency: 20cm cone-type,
High frequency: Wave front control horn 110
° (horizontal) × 15° (vertical) + compression 
driver × 2

Input Connector M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and Neutrik NL4MP × 2 -

Connected Cable - Direct cable withdrawal from internal
speaker: ø8.6mm, conductor cross section: 
1.25mm2, 4-core cable, 3m

Water Protection – IPX4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paint/

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black, paint
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coating/
Front grille: Punched stainless steel, black 
paint

Dimensions 526.6(W) × 293(H) × 294(D) mm 526.6(W) × 293(H) × 294(D) mm
Weight 16kg 16kg
Accessory M8 connection bolt × 4 M8 connection bolt × 4
Option Cluster bracket: SR-CL8, Rigging frame: SR-

RF8,
Tilt joint bracket: SR-TP8, Digital processor: 
DP-0206

Rigging frame: SR-RF8WP, Digital processor: 
DP-0206

SR-C8L/SR-C8LWP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SR-C8S/SR-C8SWP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Type C Series

동일 위상과 파형제어로 명료도가 
높은 균일음장 실현

동일 위상과 파형제어로 명료도가 
높은 균일음장 실현

이 그림은 바닥에서 5.5m 떨어진 벽면에 설치한 예를 들었습니다 .

집중된 지향각으로 스피커에서 30m 떨어진 장소에 음압이 감쇠하

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단거리 사운드 전달을 위한 2- 웨이 라인 어레

이 구성

・방수 성능 IPX4 (SR-C8SWP)

・디지털 프로세서 DP-0206 사용 ( 별매품 )

・내부 커넥터 변경으로 바이 앰프 구동 가능

・원거리 사운드 전달을 위한 2- 웨이 라인 어레

이 구성

・방수 성능 IPX4 (SR-C8LWP)

・디지털 프로세서 DP-0206 사용 ( 별매품 )

・내부 커넥터 변경으로 바이 앰프 구동 가능

■뛰어난 사운드 우수성
Type C 스피커 특징으로 TOA 소유의 " 싱크 - 드라이브 " 웨

이브 가이드 기술로 높은 주파수 영역에 최소한의 간섭으로 

우수한 사운드 명료도를 일정하게 제공합니다 .

  
■고충실 사운드를 위한 스피커 위상 웨이브 제어 기술은 심사 

숙고한 디자인으로 높은 주파수 사운드의 감쇠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

■효과적인 SR (Sound Reinforcement)
최대한 정확한 사운드 지향성은 수평 확산을 위해 특별히 디

자인 되었습니다 . 그 때문에 오디오를 예정 청취 지역으로 

좀더 정확하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

■사운드 지향각을 조절 가능한 Type C 스피커는 사용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스피커 수를 접속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확산 각도로 스피커를 결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선명한 사운드의 Type C 스피커는 피드백 저항 과 반사음이 

적은 운영을 제공합니다 .

■다재 다능한 적용성

■내부 커넥터 위치 변경으로 Type C 스피커는 싱글 또는 바

이 앰프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수 스피커 모델 SR-C8LWP/SR-C8SWP/SR-C15BWP 는 잠

재된 적용 분야의 확대에 사용 가능합니다 .

■별매품 브래킷은 좀더 유연한 설치가 가능한 브래킷의 선택

을 가능하게 합니다 .

■손쉬운 유지보수
   고음 과 저음 드라이브 모두 신속한 서비스와 유지보수의 용

이함을 위해 스피커 인클로저 후면에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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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장착 부속품

Model No. Indoor Use
SR-C8L/SR-C8S/SR-C15B

Outdoor Use
SR-C8LWP/SR-C8SLWP/SR-C15BWP

Rigging Frame

Cluster Bracket

 

Rigging Support 
Bracket

Tilt  Joint  Plate

SR-RF8 SR-RF8WP

SR-CL8

SR-SB8

SR-TP8

Model No. SR-S4L SR-S4LWP

Enclosure Bass-reflex typ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600W

(single amp mode)/Low: 240W, High:240W 
(bi-amp mode)

Continuous program: 600W
(single amp mode)/Low: 240W, High:240W 
(bi-amp mode)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Sensitivity (1W, 1m) 94dB 94dB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7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3,500Hz 3,500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Horizontal: 90°/Vertical: 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0cm cone-type ×
8, High frequency: 2.5cm balanced dome-
type × 24

Low frequency: Low frequency: 10cm cone-
type × 8, 
High frequency: 2.5cm balanced dome-type 
× 24

Input Connector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and Neutrik NL4MP × 2 (usable 
cable connector Neutrik NL4FC

Connected Cable Direct cable withdrawal from internal speaker: 
ø8.6mm, conductor cross section: 1.25mm2, 
4-core cable, 3m

Water Protection IPX4 

Operation Temperature –10°C to +50°C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Enclosure: Plywood, white, urethane coating/
Front
grille: Punched stainless steel (SUS304), white, 
paint

Dimensions 160(W) × 895(H) × 255(D) mm 160(W) × 895(H) × 255(D) mm (excluding 
connected cable)

Weight 16kg 16kg
Accessory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cation label × 1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ndication label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Extension 
plate:
SR-EP4, Flying bracket: SR-FB4, Wall mounting 
bracket:
SR-WB4, Wall tilt bracket: SR-TB4, Stand 
adapter: SR-SA4,
Protection pad: SR-PP4, Floor stand: SR-FS4, 
Digital processor: DP-0206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Extension 
plate:
SR-EP4WP, Wall  mounting bracket:  SR-
WB4WP, Wall tilt
bracket: SR-TB4WP, Protection pad: SR-PP4, 
Digital processor: DP-0206

SR-S4L/SR-S4LWP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Type S Series

■저역용 8 개 x 10cm 우퍼와 고역용 24 개 x 소형 트위터를 

탑재한 2- 웨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우퍼와 트위터

를 앞 뒤로 같은 축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좌 , 우 대칭이 

균일한 지향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직선 음원 효과로 거리가 떨어져도 에너지가 감쇠가 적기 때

문에 일반 스피커에 비해 소리 전송이 뛰어납니다 . 또한 스

피커로부터 가까운 구역과 멀리 떨어진 구역의 음량차이가 

적어 균일한 음장을 실현합니다 .

■스피커의 수직방향으로 소리 확산이 억제되어 있어 집중 구

역에만 소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천정 또는 바닥에 의한 반

사 영향이 적어 잔향 시간이 길고 음향조건이 나쁜 공간에서

도 음성전달 가능합니다 .

■ 2 개 또는 3 개 스피커를 연결한 시스템으로 더 긴 직선 음

원을 구성하여 보다 먼 곳에 큰 출력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

다 .

■공장 출하 시 싱글 앰프 구동되며 Type S 시리즈 스피커는 

간단한 내부 배선 변경으로 바이 앰프 위한 설정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는 별매품 MT-S0601 매칭 트랜스를 사용하여 높은 

임피던스 응용을 위한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별

매품은 싱글 앰프에 스피커를 구동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

Model No. SR-C15B SR-A12L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450W Continuous program: 450W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Sensitivity (1W, 1m) 93dB 93dB
Frequency Response 40 – 4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40 – 4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125Hz (when using DP-0206 option) 125Hz (when using DP-0206 option)
Speaker Component 38cm cone-type 38cm cone-type
Input Connector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and Neutrik NL4MP × 2 -
Connected Cable - Direct cable withdrawal from internal speaker: 

ø8.6mm, conductor cross section: 1.25mm2, 
4-core cable, 3m

Operating Temperature – –10°C to +50°C
Water Protection - IPX4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paint/
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black paint

Enclosure:  Enclosure:  P lywood,  black, 
urethane coating/Front grille: Punched 
stainless steel, black paint

Dimensions 526.6(W) × 594.8(H) × 550(D) mm 526.6(W) × 594.8(H) × 550(D) mm
Weight 41kg 41kg
Accessory M8 connection bolt × 4 M8 connection bolt × 4
Option Rigging frame: SR-RF8, Digital processors: DP-

0206
Rigging frame: SR-RF8WP, Digital processor: 
DP-0206

SR-C15B/CR-C15BWP
서브우퍼

라인 어레이 스피커 SR-C8L, 
SR-C8S 와 조합 할 수 있는 서브우퍼 
・라인 어레이 스피커 SR-C8LWP, SR-C8SWP

와 조합 할 수 있는 서브우퍼 

스피커 장치를 수직으로 근접 배열
하여 라인 어레이 구성 
・원거리 사운드 전달을 위한 2- 웨이 라인 어레

이 스피커

・방수 성능 IPX4 (SR-S4LWP)

・내부 커넥터를 변경하여 바이앰프 구동 가능

・별매품 매칭 트랜스 MT-S0601 설치로 높은 임

피던스 변경 가능

시스템특징

32 개 스피커 장치를 탑재한 납작한 모양의 2- 웨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음원이 되는 스피커 장치를 수직방향으로 근접 배열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선상의 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거리에 의한 감쇠가 적은 균일한 음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SR-S4L 은 직선형 음원을 형성하여 원거리 전달에 뛰어나고 SR-S4S 는 곡선형은 수직방향으로 10° 지향각을 가지
고 있어 비교적 근거리에 사용합니다 .
직선형과 곡선형 조합으로 원거리 부터 근거리까지를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어레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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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S0601
매칭 트랜스

Rated Input Power 60W

Input Impedance 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
70V Line; 83 ohms (60W), 170 ohms (30W), 330 ohms 
(15W),670 ohms (7.5W)

Output Impedance 8 ohms

Weight 1.2kg

Model No. SR-T5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250W, Continuous program: 75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6dB (1W, 1m equivalent, measured at 4m)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3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00°/Vertical: 35°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3cm conetype
× 8/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ype × 24

Recommended Instal lation 
Height

4 – 5.5m
(Speaker top, when installed in sport facilities 30cm in length)

Adjustable Angle Range Downward: 0°, 1°, 2°, 3°
(when the supplied mounting bracket is used)/Horizontal (left or right): 5 °, 10 ° 
(when the optional SR-PB5 Wall Pan Bracket is used)

Input Terminal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Finish EEnclosure: Plywood, black, urethane paint/

Baffle: Polypropylene, black/Punched net: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Mounting bracket: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

Dimensions 310(W) 1,239(H) × 341(D) mm
Weight 29kg (including accessories)
Accessory Mounting bracket A × 1, Mounting bracket B

× 1, Bracket mounting bolt × 6, Side cover × 5, Side cover mounting screw × 10, 
Eye bolt × 1, Safety wire × 1

Option Wall pan bracket: SR-PB5,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SR-T5
라인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Type T Series

SR-PB5
Wall Pan Braket

Model No. SR-S4S SR-S4SWP

Enclosure Bass-reflex typ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600W

(single amp mode)/Low: 240W, High:240W 
(bi-amp mode)

Continuous program: 600W
(single amp mode)/Low: 240W, High:240W 
(bi-amp mode)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Sensitivity (1W, 1m) 93dB 93dB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70 – 20,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Crossover Frequency 3,500Hz 3,500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10° Horizontal: 90°/Vertical: 10°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0cm cone-type ×

8, High frequency: 2.5cm balanced dome-
type × 24

Low frequency: 10cm cone-type × 8, 
High frequency: 2.5cm balanced dome-type 
× 24

Input Connector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and Neutrik NL4MP × 2 
(usable cable
connector Neutrik NL4FC

Connected Cable Direct cable withdrawal from internal
speaker: ø8.6mm, conductor cross section: 
1.25mm2, 
4-core cable, 3m

Water Protection IPX4 

Operation Temperature –10°C to +50°C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Enclosure: Plywood, white, urethane coating/
Front
grille: Punched stainless steel (SUS304), white, 
paint

Dimensions 160(W) × 892(H) × 303(D) mm 160(W) × 892(H) × 303(D) mm (excluding 
connected cable)

Weight 16kg 16kg
Accessory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ndication label × 1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ndication label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Extension 
plate:
SR-EP4, Flying bracket: SR-FB4, Wall tilt 
bracket: SR-TB4,
Stand adapter: SR-SA4, Protection pad: SR-
PP4, Digital
processor: DP-0206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Extension 
plate:
SR-EP4WP, Wall ti lt  bracket: SR-TB4WP, 
Protection pad:
SR-PP4, Digital processor: DP-0206

SR-C4S/SR-C4SWP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스피커 장착 부속품

SR-PP4

SR-EP4

SR-TB4

SR-WB4

SR-SA4

SR-FB4

SR-FS4

SR-EP4WP

SR-EP4WPSR-TB4WP SR-TB4

SR-WB4WP

SR-FB4

SR-EP4SR-EP4WP

스피커 장치를 수직으로 근접 배열
하여 라인 어레이 구성 
・단거리 사운드 전달을 위한 2- 웨이 라인 어레

이 스피커

・방수 성능 IPX4 (SR-S4SWP)

・내부 커넥터를 변경하여 바이앰프 구동 가능

・별매품 매칭 트랜스 MT-S0601 설치로 높은 임

피던스 변경 가능

저음 및 고음 스피커 장치를 수직으로 근
접 배열하여 라인 어레이 구성 
・잔향 시간이 긴 체육관등 스포츠 시설에서 명료도 

높은 방송가능

・중 , 소규모 실내 스포츠 시설의 메인 스피커 사용을 

고려한 견고한 충격 방지 구조

■저역용 8 개 x 10cm 우퍼와 고역용 24 개 x 소형 트위터를 

탑재한 2- 웨이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우퍼와 트위터

를 앞 뒤로 같은 축으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좌 , 우 대칭이 

균일한 지향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각 스피커의 장치를 수직방향으로 곡선상에 배열하여 전방

에서 후방까지 음량차이가 적은 균일한 음장을 제공합니다 .

■스피커의 수직방향으로 소리 확산이 억제되어 있어 천정 또

는 바닥에 의한 반사 영향이 적어 잔향 시간이 길고 음향조

건이 나쁜 공간에서도 음성전달이 가능합니다 .

■견고한 충격 방지 구조로 체육관에서도 보호망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2- 웨이 패시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를 내장하고 있으

며 싱글 앰프 작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스피커는 별매품 MT-S0601 매칭 트랜스를 사용하여 높은 

임피던스 응용을 위한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별

매품은 싱글 앰프에 스피커를 구동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

■ 2- 웨이 패시브 크로스오버 네트워크 회로를 내장하고 있으

며 싱글 앰프 작동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스피커와 함께 제공된 브래킷으로 하향 각도 조절이 가능합

니다 . 별매품 SR-PB5 와 하향각도 브라켓 조합으로 수평방

향 ( 좌 , 우 ) 5° 또는 10° 각도 조절가능합니다 .

■별매품 MT-S0601 매칭 트랜스 포함으로 높은 임피던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설치 시공 시 와 설치 후의 낙하 방지용 안전 와이어

를 제공합니다 .

시스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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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SR-H2L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18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2dB (1W, 1m equivalent, measured at 4m)
Frequency Response 80 – 18,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Speaker Component 7cm cone-type × 9
Input Connector Removable input connector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Dimensions 84(W) × 668.4(H) × 115(D) mm
Weight 4.4kg
Accessory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cation label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301,
Extension plate: SR-EP3, Flying bracket: SR-FB3,
Wall mounting bracket: SR-WB3, Wall tilt bracket:
SR-TB3, Speaker stand adapter: SR-SA3

Model No. SR-H3L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36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5dB (1W, 1m equivalent, measured at 4m)
Frequency Response 110 – 18,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Speaker Component 7cm cone-type × 16
Input Connector Removable input connector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Dimensions 84(W) × 1,186.4(H) × 115(D) mm
Weight 7.6kg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301, Extension

plate: SR-EP3, Flying bracket: SR-FB3, Wall
mounting bracket: SR-WB3, Wall tilt bracket:
SR-TB3, Speaker stand adapter: SR-SA3

Model No. SR-H2S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18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2dB (1W, 1m equivalent, measured at 4m)
Frequency Response 80 – 18,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Speaker Component 7cm cone-type × 9
Input Connector Removable input connector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Dimensions 84(W) × 668.4(H) × 115(D) mm
Weight 4.4kg
Accessory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cation label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301,
Extension plate: SR-EP3, Flying bracket: SR-FB3,
Wall mounting bracket: SR-WB3, Wall tilt bracket:
SR-TB3, Speaker stand adapter: SR-SA3

Model No. SR-H3S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rogram: 36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2dB (1W, 1m equivalent, measured at 4m)
Frequency Response 90 – 17,000Hz (when using DP-0206 option)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

Vertical: 20° (within the range of speaker height)
Speaker Component 7cm cone-type × 16
Input Connector Removable input connector
Finish Enclosure: MDF, white, paint/Front grille:

Punched steel plate, white, acrylic paint
Dimensions 84(W) × 1,177.2(H) × 157(D) mm
Weight 7.9kg
Accessory Bi-amplifier drive rating label × 1, 

Bi-amplifier drive input ication label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301,
Extension plate: SR-EP3, Flying bracket: SR-FB3,
Wall mounting bracket: SR-WB3, Wall tilt bracket:
SR-TB3, Speaker stand adapter: SR-SA3

SR-H2L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SR-H3L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SR-H2S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SR-H3S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Type H Series

MT-S0301
매칭 트랜스

Rated Input Power 30W
Input Impedance 100V line: 330 homs (30W),

1k ohms (10W),
70V line: 170 ohms (30W), 330 ohms (15W),
1k ohms (5W)

Output Impedance 8 ohms
Weight 370g

스피커 장착 부속품■단거리 (SR-H2L, SR-H2S) 에 9 개 , 원거리 (SR-H3L, SR-H3S)

에 16 개 스피커 장치로 구성된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스피커 장치에 고역 에너지 확산이 뛰어난 고음질 · 고내구성

의 우수한 7cm 풀 레인지 장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독자적인 전면 그릴 구조로 풀 레인지 장치의 고역 수평 지

향각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

■라인 어레이 효과로 거리가 멀어져도 에너지 감쇠가 적어 일

반적인 스피커 비해 장거리 전송이 뛰어납니다 . 또한 스피커

로부터 가까운 구역과 멀리 떨어진 구역의 음량차이가 적어 

균일한 음장을 실현합니다 .

■스피커의 수직방향으로 소리 확산이 억제되어 있어 집중 구

역에만 소리를 보낼 수 있습니다 . 천정 또는 바닥에 의한 반

사 영향이 적어 잔향 시간이 길고 음향조건이 나쁜 공간에서

도 음성전달 가능합니다 .

■원거리에서도 음압 감쇠가 적어 가까운 곳에 음량을 크게 할 

필요가 없어 피드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선형은 2 대까지 연결할 수 있어 더욱더 멀리 소리전달을 

향상시키고 수직 방향의 지향성을 넓게 할 수 있습니다 .

■별매품 매칭 트랜스 MT-S0301 로 높은 임피던스 사용 가능

■입력단자로 작업에 편리한 착탈식 커넥터 채용

시스템특징

고음질 7cm 풀 레인지 장치를 탑재한 폭 84mm 의 납작한 모양의 라인 어레이 스피커 입니다 .
스피커 장치를 수직방향으로 근접 배열하여 직선형 음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거리에 의한 감쇠가 적고 균일한 음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라인 어레이 스피커에는 이하의 4 기종이 있습니다 .

SR-H2L ( 단거리 / 직선형 )
SR-H2S ( 단거리 / 곡선형 )
SR-H3L ( 원거리 / 직선형 )
SR-H3S ( 원거리 / 곡선형 )

직선형은 원거리 전달에 뛰어나고 곡선형은 수직방향으로 20° 지향각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근거리에 사용합니
다 .  사용장소의 환경이나 용도에 따라 최적의 기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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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5B/HX-5W
HX-5B-WP/HX-5W-WP
콤팩트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HX-5 Series 콤팩트 라인아레이 스피커 시스템

Model No. HX-5B/HX-5W HX-5B-WP/HX-5W-WP
Enclosure Bass-reflex typ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200W,
Continuous program: 600W

Continuous pink noise: 200W,
Continuous program: 600W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Sensitivity (1W, 1m) 96dB (60° mode), 97dB (45° mode),

98dB (30° mode), 99dB (15° mode)
96dB (60° mode),
97dB (45° mode), 98dB (30° mode), 99dB (15
° mode)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10dB) (60° mode),
75 – 20,000Hz (–10dB) (45° mode), 80 – 
20,000Hz (–10dB)
(30° mode), 85 – 20,000Hz (–10dB) (15° 
mode)

95 – 20,000Hz (–10dB) (60° mode),
100 – 20,000Hz (–10dB) (45 ° mode), 105 – 
20,000Hz
(–10dB) (30 ° mode), 110 – 20,000Hz (–10dB) 
(15° mode)

Crossover Frequency 4kHz 4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00° (over 2000Hz)/Vertical: 60° 

(over 800Hz), 45° (over 1.2kHz),
30° (over 1.6kHz), 15° (over 3.2kHz) variable

Horizontal: 100° (over 2000Hz)/
Vertical: 60° (over 800Hz), 45° (over 1.2kHz),
30° (over 1.6kHz), 15° (over 3.2kHz) variable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2cm cone-type ×
4, High frequency: Balanced dome-type × 12

Low frequency: 12cm cone-type ×
4, High frequency: Balanced dome-type × 12

Input Connector Speakon NL4MP × 2 and M4 screw terminal -
Speaker Cord - 2-core cabtyre cord with diameter of 6mm
Dust/Water Protection - IPX4 (Install with the every speaker module 

downward)
Operation Temperature - –15°C to +50°C
Finish HX-5B: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X-5W:Enclosure: Polypropylene,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HX-5B-WP: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X-5W-WP:Enclosure: Polypropylene,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Dimensions 408(W) × 546(H) × 342(D) mm 408(W) × 546(H) × 342(D) mm
Weight 16kg 16kg
Accessory Hanging bracket × 2, Hex. wrench × 1 Hanging bracket × 2, Hex. wrench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200,

Speaker stand adapter: HY-ST1,
Speaker mounting bracket: HY-PF1B,
HY-CW1B, HY-WM1B, HY-WH2B, HY-CN1B

Matching transformer: MT-200,
Speaker mounting bracket:
HY-PF1WP, HY-CW1WP, HY-WM1WP, HY-
WH2WP,
HY-CN1B-WP

FB-120B/FB-120W
서브우퍼

MT-200
매칭 트랜스

Line Array Speaker SystemsSpeakers for 
Pro Sound

Model No. FB-120B FB-120W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 noise: 200W,Continuous program: 60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0dB at installation in free sound  field/96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Frequency Response 40 – 1,200Hz (–10dB)
Speaker Component 30cm cone-type
Input Terminal Speakon NL4MP × 2 and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1mm
Finish Enclosure: Plywood/Punched net: Steel

plate, black, paint
Enclosure: Plywood/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Dimensions 408(W) × 408(H) × 450(D) mm
Weight 15kg
Option Speaker rigging frame: HY-PF1B Speaker rigging frame: HY-PF1W

Model No. MT-200
Rated Input Power 200W
Primary Side 100V line: 50 homs (200W), 83 ohms (120W), 167 ohms (60W)/

70V line: 25 ohms (200W), 50 ohms (100W), 83 ohms (60W), 167 ohms (30W)

스피커 장착 부속품

■ 4 개 스피커 모듈을 조합한 고출력 · 고품질 스피커 입니다 ..

■내장 패시브 네트워크에 의해 적절한 음질을 제공하고 있습

니다 .

■스피커 시스템은 고정 및 이동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로 또

는 세로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운반에 편리한 손잡이가 있습니다 .

■별매품 브래킷을 사용하지 않고 벽면에 직접 장착하거나 와

이어 , 체인을 새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HX-5 시리즈 스피커 시스템은 다기능 PA 장비를 위해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보다 광범위 장소에 고품질 사운드 
보강을 제공합니다 .
공간의 인테리어 계획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검정 과 흰색 
마감을 제공하며 HX-5 시리즈는 사운드 보강을 위해 문제
가 발생하는 다양한 모양과 중간 크기의 장소에 대해 이상
적입니다 .
HX-5 시리즈 스피커 시스템은 강당 , 종교시설 , 연회장 , 
관공서 뿐만 아니라 댄스 홀 , 스포츠 시설 , 쇼핑몰 , 체육
관 , 헬스 클럽 등 많은 곳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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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Z-Drive)Series

Line Array Speaker SystemsSpeakers for 
Pro Sound

■ SR-F09, SR-F09-V1, SR-F09-V2, SR-F09-V3 는 패시브 네트워크를 내장한 싱글 앰프 구동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 내부 커넥터 접속

을 변경으로 바이 앰프 구동으로 전환가능 ) SR-L09, SR-L05 는 서브우퍼 시스템입니다 . 

■ SR-F09, SR-F09-V2 의 고역에는 수평 60° × 수직 40° 정지향성 혼 , SR-F09-V1, SR-F09-V3 의 고역에는 수평 90° × 수직 60° 정지

향성 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 SR-F09-V2, SR-F09-V3 는 윗면 , 밑면 , 측면에 아이 볼트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3/8 인치 너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SR-F09, SR-F09-V1, SR-L09, SR-L05 는 이 동 용 , SR-
F09-V2, SR-F09-V3 는 고정용으로 디자인된 고출력 , 고
음질 , 견고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

Model No. SR-F1D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120W (Low frequency)*1, 80W (High

frequency)*2/Continuous program: 360W (Low frequency), 240W (High frequency)

Rated Impedance Low frequency: 8 ohms,
High frequency: 16 ohms

Sensitivity (1W, 1m) Low frequency: 98dB
High frequency: 110dB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at DP-0206's use
Crossover Frequency 1kHz at DP-0206's use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One 30cm

dia cone-type/High frequency: CD horn (60°horizontal by 40° vertical) 
plus compression driver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R
Finish Enclosure: FRP coating, Gray/Front grille:

Black-painted
Dimensions 390(W) × 619(H) × 364(D) mm
Weight 38kg

Model No. SR-F09-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200W*, Continuous program: 60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100dB
Frequency Response 70 to 20,000Hz (when DP-0206 is used)
Crossover Frequency 1,000Hz (passive network)
Speaker Component SR-F09-V2: Low frequency: 30cm cone speaker, High frequency: CD horn (60° 

horizontal × 40° vertical) fitted with compression driver/SR-F09-V3: Low frequency:
30cm cone speaker, High frequency: CD horn (90° horizontal × 60° vertical) fitted 
with compression driver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 × 2 and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paint, Front grille: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
Dimensions 390(W) × 619(H) × 364(D) mm
Weight 35kg

Model No. SR-F05

Enclosure Bass-reflex type
Nominal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9dB
Frequency Response 60 – 18,000Hz
Crossover Frequency 2kHz (passiv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150W*, Continuous program: 450W
Input Connector Two Neutrik NL4MPs

(Applicable cable connector: Neutrik NL4FC) and one Screw terminal (Applicable 
terminal size M5) Finish: Enclosure: MDF t= 18mm, Epoxy paint. 
Dark gray/Front grille; Acrylic paint, Black

Finish Enclosure: MDF t= 18mm, Epoxy paint.
Dark gray/Front grille; Acrylic paint, Black

Dimensions 315 (W) × 444 (H) × 241 (D)mm
Weight 18kg

Model No. SR-F09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200W*, Continuous program: 60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100dB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when DP-0206 is used)
Crossover Frequency 1,000Hz (passive network)
Speaker Component SR-F09: Low frequency:30cm cone speaker, High frequency: CD horn (60°

horizontal × 40° vertical) fitted with compression driver/SR-F09-V1: Low frequency: 
30cm cone speaker, High frequency: CD horn (90° horizontal × 60° vertical) fitted 
with compression driver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 × 2 and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paint, Front

grille: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
Dimensions 390(W) × 619(H) × 364(D) mm
Weight 35kg

SR(Sound Reinforcement) 용 고출력 , 
고음질 2- 웨이 바이 앰프 구동 제공

고정형으로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2- 웨이 스피커로 패시브 네트워크 제공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2- 웨이 스피커
로 패시브 네트워크 제공

이동형 및 고정용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서브 
우퍼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스테이지 모니터 
시스템

이동형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2- 웨이 스테이
지 모니터 시스템

SR(Sound Reinforcement) 용 고출력 , 고음질 
베이스 리플렉스형 서브 우퍼

이동형으로 고출력 , 고음질 , 견고한 
2- 웨이 스피커로 패시브 네트워크 제공

SR-F1D  
스피커 시스템

SR-F09
SR-F09-V1
이동형 스피커 시스템

SR-F09-V2
SR-F09-V3
고정형 스피커 시스템

SR-F05
스피커 시스템

SR-M05L
SR-M05R
모니터 스피커 시스템

SR-M03L
SR-M03R
모니터 스피커 시스템

*1 Bard limited (50 to 1,000Hz) pink noise signal (24 hrs.)

*2 Bard limited (1,000 to 20,000Hz) pink noise signal (24 hrs.)

* 24hrs pink noise input (50Hz to 20kHz).

* 24hrs pink noise input (50Hz to 20kHz).

* 24hrs pink noise input (50Hz to 20kHz).

* 24hrs pink noise input (50Hz to 20kHz).

*1 Bard limited (40 to 1,000Hz) pink noise signal (24 hrs.)

* Band Limited (50 to 20,000Hz) pink noise signal (24hrs.).

*Pink noise input: 50 - 20,000Hz, 24 hours.

* 24hrs pink noise input (50Hz to 20kHz).

Model No. SR-L09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300W*, Continuous program: 900W

Rated Impedance 4 ohms
Sensitivity (1W, 1m) 96dB
Frequency Response 35 – 1,000Hz
Crossover Frequency 125Hz (when DP-0206 is used)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38cm cone speaker × 2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 and M5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12.2mm)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paint,

Front grille: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
Dimensions 829 (W) × 629 (H) × 606 (D) mm
Weight 67kg

Model No. SR-M05L, SR-M05R
Enclosure Bass-reflex type
Speaker Low Frequency; One 25cm dia. cone

speaker/High Frequency; CD horn (40° horizontal
by 40° vertical) plus titanium diaphragm
compression driver

Nominal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9dB
Frequency Response 
(On-floor placement)

60 – 18,000Hz/80 – 15,000Hz ( ± 3dB)

Crossover Frequency 2kHz (passiv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150W*, Continuous program: 450W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 × 2 (Applicable
cable connector: Neutrik NL4FC)

Enclosure Material Medium density fiberboard (18mm)
Weight 17.8kg
Dimensions 444 (H) × 274 (W) × 404 (D) mm
Finish Enclosure; MDF, black, urethone coating/

Front grille; Black, acrylic paint

Model No. SR-M03L, SR-M03R
Enclosure Bass-reflex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200W*, Continuous program; 600W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100dB
Frequency Response 65 – 20,000Hz
Crossover Frequency 1 kHz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38cm cone speaker/High frequency; CD horn 

(40° × 60°) fitted with compression driver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 × 2
Finish Enclosure; Plywood, black, paint,

Front grille; Steel plate, black, acrylic paint
Dimensions 673 (W) × 394 (H) × 505 (D)mm
Weight 34kg

Model No. SR-L1B
Enclosure Bass-reflex type
Rated Impedance 8 ohms × 2
Sensitivity (1W, 1m) 96dB
Frequency Response 35 – 1,000Hz at DP-0206's use
Crossover Frequency 125kHz at DP-0206's use
Speaker Component 38cm dia cone-type × 2
Input Connector Neutrik NL4MPR
Finish Enclosure: FRP coating, gray/Front grille: Black-painted
Dimensions 830(W) × 631(H) × 607(D) mm
Weight Approx.77kg

SR-L09 우퍼 SR-L1B 우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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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2- 웨이 평면 장착 
스피커 시스템

H-2/H-2WP
2- 웨이 표면 장착 
스피커 시스템

H-3/H-3WP
2- 웨이 벽면 장착 스피커 
시스템

HB-1
벽면 / 천정 장착 서브우퍼

HY-H1
Adaptor Frame

Model No. H-1
Enclosur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90W (continuous program/4 ohms)/

30W (continuous pink noise/4 ohms)
Rated Input 12W (16 ohms, high impedance)
Rated Impedance 4 ohms or 16 ohms/100V line; 830 ohms

(12W), 1.7k ohms (6W), 3.3k ohms (3W)/70V line; 420
ohms(12W), 830 ohms(6W), 1.7k ohms(3W), 3.3k ohms (1.5W)

Sensitivity (1W, 1m) 85dB, mounted in half-opened space
Frequency Response 120 – 20,000Hz
Speaker Element Low frequency; 8 × 5 cm cone woofer

(neodymium magnet)/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Input Terminal Detachable screw terminal, (+)/(–) 2 each (for

bridge connection)
Usable Cable Solid cable, stranded cable: 0.2 - 2.5mm2 (AWG

No. 24 - 14 equivalent)
Finish Cover; fire-resistant ABS resin, white/Grille; rolled steel

plate, white paint/Adapter Frame; stainless steel
Dimensions 312 (W) × 126 (H) × 90 (D)mm
Weight 1.5kg (including Adapter Frame)
Accessory Adapter Frame (HY-H1) × 1, M4 mounting screw ×

4, Hole pattern paper × 1.

Model No. H-3/H-3WP

Enclosur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150W (continuous program/8 ohms)/

50W (continuous pink noise/8 ohms)
Rated Input 30W (16 ohms, high impedance)
Rated Impedance 8 ohms or 16 ohms/100V line; 330 ohms (30W), 670 ohms (15W), 

1.3k ohms (7.5W)/70V line;170 ohms (30W), 330 ohms (15W), 670 ohms 
(7.5W), 1.3kohms (3.75W)

Sensitivity (1W, 1m) 88dB, mounted in half-opened space
Frequency Response 100Hz – 20kHz (–11dB)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wall.)

Crossover Frequency 4kHz
Dust/Water Protection IPX4 (H-3WP only)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0cm cone woofer (neodymium magnet) × 2/High 

frequency; 2.5xm dome tweeter (neodymium magnet)
Input Terminal Detachable screw terminal, (+)/(–) 2 each (for bridge connection)
Usable Cable Solid cable, stranded cable: 0.2 – 2.5mm2 (AWG No. 24 – 14 equivalent)
Finish H-3: Enclosure: Fire-resistant ABS resin, black/Front

Frame: Fire-resistant ABS resin, off-white, paint/Punched Net:
Stainless plate, off-white, paint/Base Frame; Steel plate, plating/
H-3WP: Enclosure: Fire-resistant ABS resin, black/Front Frame: Fireresistant
ABS resin, off-white, paint/Punched Net: Stainless steel

Dimensions 295 (W) × 318 (H) × 129 (D)mm
Weight 3.3kg
Accessory Base Grille × 1/Base Frame × 1
Usable Electrical Box 2-gang electrical box

Model No. HB-1

Enclosure Acoustic Super Woofer
Power Handling Capacity 240W (continuous program, 40 – 200Hz)/

80W (continuous pink noise, 40 – 200Hz)
Rated Impedance 8 ohms 
Sensitivity (1W, 1m) 91dB, mounted in half-opened space
Frequency Response 45–200Hz (–10dB)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or wall.)

Speaker Component 20cm cone speaker
Input Terminal Detachable screw terminal, (+)/(–) 2 each (for bridge connection)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0cm cone woofer (neodymium magnet) × 2/High 

frequency; 2.5xm dome tweeter (neodymium magnet)
Input Terminal Detachable screw terminal, (+)/(–) 2 each (for bridge connection)
Usable Cable Solid cable, stranded cable: 0.2 – 2.5mm2

(AWG No. 24 – 14 equivalent)
Finish Enclosure; Steel plat, black paint/Front Frame; Fireresistant

ABS resin, off-white, paint/Punched net; Steel plate,
off-white, paint/Mounting bracket; Steel plate, black paint

Dimensions 430 × 544 × 135mm
Weight 11kg (including front grille and mounting bracket)
Accessory Front frame × 1/Mounting bracket × 1/
Option Matching transformer: MT-S0601 (rated 60W)

Model No. H-2/H-2WP
Enclosure Sealed type
Power Handling Capacity 120W (continuous program/4

ohms)/40W (continuous pink noise/4 ohms
Rated Input 12W (16 ohms, high impedance)
Rated Impedance 4 ohms or 16 ohms/100V line; 830 ohms

(12W), 1.7k ohms (6W), 3.3k ohms (3W)/70V line; 420 ohms
(12W), 830 ohms (6W), 1.7k ohms (3W), 3.3k ohms (1.5W)

Sensitivity (1W, 1m) 88dB, mounted in half-opened space
Frequency Response 100 – 20,000Hz
Speaker Element Low frequency; 10cm cone woofer

(neodymium magnet)/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Dust/Water Protection IP64 (H-2WP only)
Input Terminal Detachable screw terminal, (+)/(–) 2 each (for bridge connection)
Usable Cable Solid cable, stranded cable: 0.2 - 2.5mm2 (AWG

No. 24 - 14 equivalent)
Finish H-2: Grille: steel plate, white paint/Frame: Fire-resistant

ABS resin, white/Base Frame; steel plate/
H-2WP: Grille: stainless plate, white paint/Frame: ABS resin,
white/Base Frame; stainless plate

Dimensions ø268 × 111 (H)mm
Weight 2.1kg (including Base Frame)
Accessory Base Frame × 1
Usable Electrical Box 1-gang size switch box (with cover)

H Series Speakers

Speakers for 
Pro Sound

■전체 H 시리즈 모델은 최적화된 필터 슬로프 내장한 패시브 크로스오버를 이용합니다 .

■인클로저는 반사가 최소화로 디자인되었으며 브라켓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상차가 있는 벽면과 천정 반사 같은 공

통적인 문제는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실내장식에 어울리는 외부그릴과 프레임 작업은 손쉬운 페인트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

■스피커를 분배하기 쉽게 각 스피커는 100V 매칭 트랜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H 시리즈는 배경과 조합할 수 있는 인테리어 환경에 특별한 디자인으로 중점을 두고 위치를 위한 고품질 오디오
를 제안하기 위해서 디자인 되었습니다 .
이것은 환경에 색채배합으로 좀 더 드러나지 않는 조합으로 그릴에 칠해질 때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
H 시리즈 유사한 설치에 자주 문제가된 위상차이가 있는 사운드 반사음을 최소화한 출력으로 반 노출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
풍부한 사운드를 가지기 위해 H 시리즈의 주파수 응답을 높이는 전용 서브 우퍼를 천정 표면에 장착과 인테리어 
장식 계획과 완벽하게 조합하는 표준 벽면 장식 사이 표면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
H 시리즈는 외관이 중요한 환경에서 고음질 오디오를 제공하는 문제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인테리어 환경에 조합한 설치

인테리어 환경에 조합한 설치

인테리어 환경에 조합한 설치

인테리어 환경에 조합한 설치

・소형으로 음질이 우수하며 실린더 형상

・인클로저를 90˚ 범위에서 각도 조절가능

・소수평 방향으로 지향성이 넓고 벽면 설치 유형

・높은 출력을 위해 20cm 우퍼를 탑재한 벽면 , 천정 매입

・어커스틱 슈퍼 우퍼 방식 인클로저로 초저역 재생 가능

・소형으로 음질이 우수하며 돔 형상

・설치면 평행방향으로 360˚ 각도 조절가능

・벽면설치시 아래 방향 좌 , 우 45˚ 범위에서 각도 조절가

능 (H-2WP)

스피커 장착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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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Series Speakers 

HS-150B/HS-150W
HS-1500BT/HS-1500WT
동축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HS-120B/HS-120W
HS-1200BT/HS-1200WT
동축 어레이 스피커 시스템

Model No. HS-150B/HS-150W HS-1500BT/HS-1500WT
Enclosure Bass-reflex type Sealed type

Rated Input 60W (High impedanc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100W,

Continuous program: 300W
Continuous pink noise: 100W
(Low impedance), 
Continuous program: 300W (Low impedance)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70V line: 83 ohms (60W), 
170 ohms (30W) 330 ohms (15W), 670 ohms (7.5W)

Sensitivity (1W, 1m) 98dB 98dB
Frequency Response 70 – 20,000Hz 60 – 20,000Hz

Crossover Frequency 3kHz 3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40° Horizontal: 90°/Vertical: 40°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38cm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 6
Low frequency: 38cm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 6

Input Terminal Neutrik NL4MP Speakon and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9mm

Neutrik NL4MP Speakon and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9mm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50°C –10°C to +50°C
Finish HS-150B: 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S-150W: Enclosure: Polypropylene, 
white/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HS-1500BT: 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S-1500WT: Enclosure: Polypropylene, white/
Punched net: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Dimensions 451 (W) × 560 (H) × 400 (D)mm 451 (W) × 560 (H) × 400 (D)mm
Weight 12kg 14kg
Accessory Handle × 1, Handle fitting bracket × 2, Handle

mounting screw × 2, Rubber foot × 2, 
Rubber foot mounting screw × 2

Handle × 1, Handle fitting bracket × 2, Handle
mounting screw × 2, Rubber foot × 2, 
Rubber foot mounting
screw × 2

Option HS-150B: Mounting bracket: HY-1500VB/HY-
1500HB,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 
Wall mount
bracket: HY-W0801, Speaker stand: ST-33B/
HS-150W: Mounting bracket: HY-1500VW/
HY-1500HW,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W,
Wall mount bracket: HY-W0801W, 
Speaker stand: ST-34B

HS-1500BT: Mounting bracket: HY-1500VB/HY-
1500HB,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 
Wall mount
bracket: HY-W0801, Speaker stand: ST-33B/
HS-1500WT: Mounting bracket: HY-1500VW/
HY-1500HW,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W,
Wall mount bracket: HY-W0801W, 
Speaker stand: ST-34B

Model No. HS-120B/HS-120W HS-1200BT/HS-1200WT
Enclosure Bass-reflex type Sealed type

Rated Input Continuous pink noise: 100W,
Continuous program: 300W

60W (High impedanc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100W,
Continuous program: 300W

Continuous pink noise: 100W(Low impedance),
 Continuous program: 300W (Low impedance)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
70V line: 83 ohms (60W), 170 ohms (30W),
 330 ohms (15W), 670 ohms (7.5W)

Sensitivity (1W, 1m) 97dB 97dB
Frequency Response 80 – 20,000Hz 70 – 20,000Hz

Crossover Frequency 3kHz 3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Vertical: 40° Horizontal: 90°/Vertical: 40°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30cm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 6
Low frequency: 30cm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 6

Input Terminal Neutrik NL4MP Speakon and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9mm

Neutrik NL4MP Speakon and M4 screw
terminal, distance between barriers: 9mm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50°C –10°C to +50°C
Finish HS-120B: 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S-120W: Enclosure: Polypropylene,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HS-1200BT: Enclosure: Polypropylene,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HS-1200WT: Enclosure: Polypropylene, white/
Punched net: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Dimensions 361 (W) × 448 (H) × 320 (D)mm 361 (W) × 448 (H) × 320 (D)mm
Weight 8.5kg 10kg
Accessory Handle × 1, Handle fitting bracket × 2, Handle

mounting screw × 2, Rubber foot × 2, 
Rubber foot mounting screw × 2

Handle × 1, Handle fitting bracket × 2, Handle
mounting screw × 2, Rubber foot × 2, 
Rubber foot mounting screw × 2

Option HS-120B: Mounting bracket: HY-1200VB/HY-
1200HB,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 Wall 
mount
bracket: HY-W0801, Speaker stand: ST-34B/
HS-120W: Mounting bracket: HY-1200VW/HY-
1200HW,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W, Wall mount 
bracket:
HY-W0801W, Speaker stand: ST-34B

HS-1200BT: Mounting bracket: HY-1200VB/HY-
1200HB,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 Wall mount
bracket: HY-W0801, Speaker stand: ST-34B/
HS-1200WT: Mounting bracket:  HY-1200VW/HY-
1200HW,
Ceiling mount bracket: HY-C0801W, Wall mount bracket:
HY-W0801W, Speaker stand: ST-34B

Speakers for 
Pro Sound

■고역 주파수 스피커 장치를 각각 수직 방향으로 근접 배열하여 수평 90° x 수직 40° 지향성 제어를 제공합니다 .

■고역용 트위터 배열을 저역용 우퍼 앞에 근접 배열하여 소형 및 경량화를 실현했습니다 .

■트위터는 과입력 보로 회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

■스피커 시스템은 고정 및 이동용으로 사용 가능하며 가로 또는 세로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회전에 의한 회로 접속을 전환함으로 높거나 낮은 임피던스 대응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특징

만족하기 가장 어려운 스피커 요구사항 하나는 고품질 사운드를 상관없
이 어떤 조건에도 제안하는 비용 효율이 높은 중형 스피커 시스템 입니
다 .
TOA HS 시리즈 스피커는 좁은 지향성 ( 수평 90° x 수직 40° ) 제어가 장
착되어 있습니다 . 
이 유용한 특징은 정해진 스피커 지향성 특징으로 더 낳은 음향 환경 맞
는 설치를 제공합니다 .
다기능 HS-1200/1500 시리즈는 분산배치를 위한 100V/70V 선 사용을 
위해 호환을 이룹니다 . 

스피커 장착 부속품

Model No. HS-120B/HS-1200BT HS-120W/HS-1200WT HS-150B/HS-1500BT HS-150W/HS-1500WT

Vertical
Installation

Horizontal
Installation

Ceiling
Mount
Bracket

Wall
Mount
Bracket

Speaker
Stand

・대구경 우퍼를 채용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스피커 시스템

・부속품 및 별매품 브래킷으로 설치

장소와 용도에 맞춘 설치

・대구경 우퍼를 채용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스피커 시스템

・부속품 및 별매품 브래킷으로 설치

장소와 용도에 맞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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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1200VB HY-1200VW HY-1500VB HY-1500VW

HY-1200HB HY-1200HW HY-1500HB HY-1500HW

HY-C0801W HY-C0801 HY-C0801WHY-C0801

HY-W0801W HY-W0801 HY-W0801WHY-W0801

ST-34B



  62   63

F-1000B/1000W/F-1000BT/1000WT
F-1000BTWP/1000WTWP 
2- 웨이 광 -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

Model No. F-1000B/F-1000W F-1000BT/F-1000WT F-1000BTWP*/F-1000WT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Rated Input - 15W 15W
Power Handling Capacity 30W (continuous pink noise)/

90W (continuous program)
- -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100V line: 670 ohms (15W), 2 k ohms (5W), 3.3 k 
ohms (3W),
10 k ohms (1W)/70V line: 330 ohms (15W), 670 ohms 
(7.5W), 2 k ohms (2.5W),3.3 k ohms (1.5W), 10 k ohms 
(0.5W)

100V line: 670 ohms (15W), 2 k ohms (5W),
3.3 k ohms (3W), 10 k ohms (1W)/
70V line: 330 ohms (15W), 670 ohms (7.5W), 2 k ohms 
(2.5W),
3.3 k ohms (1.5W), 10 k ohms (0.5W)

Sensitivity (1W, 1m) 87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7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7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Frequency Response 85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5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5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Crossover Frequency 5 kHz 5 kHz 5 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90°, Vertical: 90° Horizontal: 90°, Vertical: 90° Horizontal: 90°, Vertical: 90°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0 cm (4")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Low frequency: 10 cm (4")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

Low frequency: 10 cm (4")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Input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Water Protection - - IPX4

Operating Temperature - - –10°C to +50°C
Finish F-1000B: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000W: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1000BT: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000WT: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1000BTWP: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000WTWP: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Dimensions 130 (W) × 202 (H) × 131 (D) mm 130 (W) × 202 (H) × 131 (D) mm 130 (W) × 202 (H) × 131 (D) mm
Weight 1.8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1.8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2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Accessory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Terminal cover 
× 1,
Terminal cover mounting screw × 4

Option F-1000B: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B, Cluster bracket: 
HY-CL10B,
Speaker stand: ST-16A/
F-1000W: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W, Cluster 
bracket: HY-CL10B,
Speaker stand: ST-16A

F-1000BT: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B, Cluster bracket: HY-
CL10B,
Speaker stand: ST-16A/
F-1000WT: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Speaker mount bracket: YS-60B

Recommended Subwoofer HB-1, FB-10, FB-100 HB-1, FB-10, FB-100 HB-1, FB-10, FB-100

Speakers for 
Pro Sound

*Avoid installing the speaker in locations close to the
seashore or in indoor swimming facilities.

F Series Box Speakers

■더 낳은 사운드 범위 와 음색 밸런스를 위해 상당히 개선된 

110° x 100° 높은 주파수 지향각을 제공합니다 .

F-2000: 110° × 100°
F-1300: 110° × 100°
F-1000: 90° × 90°

■우아한 케이스 측면에 조금 볼록 나온것은 선명한 사운드 재생을 

만들어 내는 강도를 높이는 케이스 구조의 일부 입니다 . 

■부속품 브래킷으로 벽면 , 천정 , 스피커 스탠드 등에 매우 다양

하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브래킷

으로 좀더 어려운 설치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

■ F 시리즈 방수 디자인 특징입니다 . 스피커는 필요에 따라 다

시 칠한 수 있습니다 .

시스템특징

TOA 호평 받는 스피커 계열의 새로운 F 시리즈는 콤팩트한 고효율 
2- 웨이 스피커를 이루는 고성능 표준으로 폭 넓은 주파수 응답과 
정격 출력을 발휘합니다 .
매우 특이한 설치 와 적용 환경을 위하여 유용한 다재다능한 디자
인 으로 새로운 F 시리즈는 사운드를 보강하기 위해 늘어나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이상적인 솔루션 입니다 .

・고효율 , 광범위 , 고출력 입력 처리 기능으로 디자인 부속품 및 별매품 브래킷으로 

설치장소와 용도에 맞춘 설치

・방수 성능 IPX4 (F-1000BTWP/1000WTWP)

F-1300B/1300W/F-1300BT/1300WT
F-1300BTWP/1300WTWP
2- 웨이 광 -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

・고효율 , 광범위 , 고출력 입력 처리 기능으로 디자인 부속품 및 별매품 브래킷

으로 설치장소와 용도에 맞춘 설치

・방수 성능 IPX4 (F-1300BTWP/1300WTWP)

Model No. F-1300B/F-1300W F-1300BT/F-1300WT F-1300BTWP*/F-1300WT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Rated Input - 30W 30W
Power Handling Capacity 50W (continuous pink noise)/

150W (continuous program)
- -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
100V line: 330 ohms (30W), 1 k ohms (10W), 3.3 k ohms 
(3W),
10 k ohms (1W)/70V line: 170 ohms (30W), 330 ohms 
(15W), 1 k ohms (5W),

100V line: 330 ohms (30W), 1 k ohms
(10W), 3.3 k ohms (3W), 10 k ohms (1W)/
70V line: 170 ohms (30W), 330 ohms (15W), 1 k ohms 
(5W),
3.3 k ohms (1.5W), 10 k ohms (0.5W)

Sensitivity (1W, 1m) 9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9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9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Frequency Response 80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0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0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Crossover Frequency 2 kHz 2 kHz 2 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10°, Vertical: 100° Horizontal: 110°, Vertical: 100° Horizontal: 110°, Vertical: 100°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13 cm (5")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Low frequency: 13 cm (5")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Low frequency: 13 cm (5") cone-type/
High frequency: Balanced dome tweeter

Input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Water Protection - - IPX4

Operating Temperature - - –10°C to +50°C
Finish F-1300B: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300W: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1300BT: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300WT: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1300BTWP: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1300WTWP: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Dimensions 162 (W) × 250 (H) 161 (D) mm 162 (W) × 250 (H) 161 (D) mm 162 (W) × 250 (H) 161 (D) mm
Weight 3.1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3.6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3.6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Accessory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Terminal cover × 1,
erminal cover mounting screw × 4

Option Option:F-1300B: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B, Cluster bracket: 
HY-CL10B,
Speaker stand: ST-16A/
F-1300W: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W, 
Cluster bracket: HY-CL10B,
Speaker stand: ST-16A

F-1300BT: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B, Cluster bracket: HY-
CL10B,
Speaker stand: ST-16A/
F-1300WT: Board hanger bracket: HY-BH10B,
Ceiling mount bracket: HY-CM10W, 
Cluster bracket: HY-CL10B,
Speaker stand: ST-16A

Speaker mount bracket: YS-60B

Recommended Subwoofer HB-1, FB-100 HB-1, FB-100 HB-1, FB-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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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for 
Pro Sound

Model No.
F-1000B/
F-1000BT
F-1300B/
F-1300BT

F-1000W/
F-1000WT
F-1300W/
F-1300WT

F-1000BTWP/-
1300BTWP

F-1000WTWP/
F-1300WTWP

F-2000B/
F-2000BT

F-2000W/
F-2000WBT F-2000BTWP F-2000WTWP

Cluster
Bracket

Ceiling
Mounting
Bracket

Board
Hanger
Bracket

Pole
Mounting
Bracket

Speaker
Stand

스피커 장착 부속품

HY-CL10B

HY-BH10B

HY-CM10B HY-CM10W

ST-16A ST-16A

YS-60B

F-2000B/2000W
F-2000BT/2000WT
F-2000BTWP/2000WTWP
2- 웨이 광 - 지향성 스피커 시스템

Model No. F-2000B/F-2000W F-2000BT/F-2000WT F-2000BTWP*/F-2000WTWP*
Enclosur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Bass-reflex type

Rated Input - 60W 60W
Power Handling Capacity 60W (continuous pink noise)/

180W (continuous program)
- -

Rated Impedance 8 ohms 8 ohms/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 3.3 k ohms (3W)/70V line: 83 ohms (60W), 
170 ohms (30W), 330 ohms (15W),670 ohms (7.5W), 3.3 k 
ohms (1.5W)

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 3.3 k ohms (3W)/
70V line: 83 ohms (60W), 170 ohms (30W), 330 ohms 
(15W),
670 ohms (7.5W), 3.3 k ohms (1.5W)

Sensitivity (1W, 1m) 92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93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with horn adapter)

92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93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with horn 
adapter)

92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93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with horn 
adapter)

Frequency Response 65 – 20,000 Hz, -10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65 – 20,000 Hz, -10 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80 – 20,000Hz, -1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Crossover Frequency 2.5 kHz 2.5 kHz 2.5 kHz
Directivity Angle Horizontal: 110°, Vertical: 100°/

Horizontal: 80°, Vertical: 80° (with horn adapter)
Horizontal: 110°, Vertical: 100°/
Horizontal: 80°, Vertical: 80° (with horn adapter)

Horizontal: 110°, Vertical: 100°/
Horizontal: 80°, Vertical: 80° (with horn adapter)

Speaker Component Low frequency: 20 cm (8") cone-type/
High frequency: 25 mm (1") dome tweeter

Low frequency: 20 cm (8") cone-type/
High frequency: 25 mm (1") dome tweeter

Low frequency: 20 cm (8") cone-type/
High frequency: 25 mm (1") dome tweeter

Input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Push-in terminal
Water Protection - - IPX4

Operating Temperature - - –10°C to +50°C
Finish F-2000B: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2000W: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2000BT: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2000WT: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F-2000BTWP: Enclosure: HIPS resin, black/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black,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black, paint
F-2000WTWP: Enclosure: HIPS resin, white/
Punched net: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paint/
Joint bracket, wall bracket: Steel plate, t1.6, white, paint
Speaker bracket: Die-cast aluminum, white, paint

Dimensions 244 (W) × 373 (H) × 235 (D) mm 244 (W) × 373 (H) × 235 (D) mm 244 (W) × 373 (H) × 235 (D) mm
Weight 6.5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7.4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7.4kg (including the supplied brackets)
Accessory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Horn 
adapter × 1,
Horn adapter mounting screw × 4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Horn adapter × 1,
Horn adapter mounting screw × 4

Speaker bracket × 1, Joint bracket × 1, Wall
bracket × 1, Bracket fixing screw × 1 set, Horn adapter 
× 1,
Horn adapter mounting screw × 4, Terminal cover × 1, 
Terminal cover mounting screw × 4

Option Option:F-2000B: Ceiling mount bracket: 
HY-CM20B,
Cluster bracket: HY-CL20B, Speaker stand: ST-16A/
F-2000W: Ceiling mount bracket: HY-CM20W,
Cluster bracket: HY-CL20B, Speaker stand: ST-16A

F-2000BT: Ceiling mount bracket: HY-CM20B,
Cluster bracket: HY-CL20B, Speaker stand: ST-16A/
F-2000WT: Ceiling mount bracket: HY-CM20W,
Cluster bracket: HY-CL20B, Speaker stand: ST-16A

Speaker mount bracket: SP-131, YS-60B

Recommended Subwoofer FB-100, FB-120B/W FB-100, FB-120B/W FB-100, FB-120B/W

HY-CL20B

YS-60B

HY-CM20B HY-CM20W

・고효율 , 광범위 , 고출력 입력 처리 기능으로 디자인 부속품 및 별매품 브래킷

으로 설치장소와 용도에 맞춘 설치

・방수 성능 IPX4 (F-2000BTWP/2000WTWP)

SP-131

*Avoid installing the speaker in locations close to the
seashore or in indoor swimming facilities.

광 - 지향성 천정 스피커

독자적 음향구조로 광 지향성을 실현한 
천정 매입형 스피커
스피커 바로 밑에 제안하지 않는  균일한 
사운드 밸런스

F-2852C (16cm cone)
하이 파워 (60W)
 2- 웨이 광 - 지향성

F-2352SC (12cm cone)

6W 시리즈 
2- 웨이 광 - 지향성

F-2322C (12cm cone)

30W 시리즈 
풀레인지

F-1522SC (10cm cone)

6W 시리즈 
풀레인지

F-2352C (12cm cone)

30W 시리즈
 2- 웨이 광 - 지향성

F-122C (12cm cone)

30W 시리즈 풀레인지 
(Equalizing Controlled Type)

Model No.
F-2852C (16cm cone) 
High Power (60W) 2-Way 
Wide Range

F-2322C (12cm cone) 
30W Series Full Rang

F-2352C (12cm cone) 
30W Series 2-Way Wide 
Range

F-122C (12cm cone) 
30W Series Full Range 
(Equalizing Controlled Type)

F-2352SC (12cm cone)
6W Series 2-Way 
Wide Range

F-1522SC (10cm cone)
6W Series Full Range

Enclosure Bass reflex type -
Rated Input 60W (high impedance) 30W (high impedance) 6W (high impedance)
Power Handling 
Capacity

Continuous pink noise; 
90W (8 ohms), 
60W (16 ohms)/Continuous 
program; 180W (8 ohms), 
120W (16 ohms)

Continuous pink noise; 60W 
(8ohms), 30W (16 ohms)/
Continuous program;120W 
(8 ohms), 
60W (16 ohms)

Continuous pink noise; 60W (8 ohms), 
30W (16 ohms)/Continuous program; 120W (8 ohms), 
60W (16 ohms)

Continuous pink noise; 
9W (8 ohms),
6W (16 ohms)/Continuous 
program; 18W (8 ohms), 12W 
(16 ohms)

Continuous pink noise; 
9W (8 ohms),
6W (16 ohms)/Continuous 
program; 18W (8 ohms), 12W 
(16 ohms)

Impedance 100V line; 170 ohms (60W), 
330 ohms (30W), 670 
ohms (15W), 3.3k ohms 
(3W)/70V line; 83 ohms 
(60W), 170 ohms(30W), 
330 ohms (15W), 670 ohms 
(7.5W), 3.3k ohms (1.5W)/
25V line; 83 ohms (7.5W), 
170 ohms (3.7W), 330 ohms 
(1.9W), 670ohms (0.9W), 
3.3k ohms (0.2W)/Low 
(adjustable); 16 ohms, 8ohm

100V line; 330 ohms (30W), 
1k ohm (10W), 3.3kohms 
(3W), 10k ohms (1W)/70V 
line; 170 ohms (30W), 330 
ohms(15W), 1k ohm (5W), 
3.3k ohms (1.5W), 10k ohms 
(0.5W)/25V line; 
170 ohms (3.7W), 330 ohms 
(1.9W), 1k ohm (0.6W), 3.3k 
ohms(0.2W), 10k ohms 
(0.06W)/Low (adjustable); 16 
ohms, 8 ohm

100V line; 330 ohms (30W), 1k ohm (10W), 3.3k ohms 
(3W), 10k ohms (1W)/70V line; 
170 ohms (30W), 330 ohms (15W), 
1k ohm (5W), 3.3k ohms(1.5W), 10k ohms (0.5W)/25V line; 
170 ohms (3.7W), 330 ohms (1.9W), 1k ohm (0.6W), 3.3k 
ohms (0.2W),10k ohms (0.06W)/
Low (adjustable); 16 ohms, 8 ohms

100V line; 1.7k ohms (6W), 
3.3k ohms (3W), 10k ohms
(1W), 20k ohms (0.5W)/70V 
line; 830 ohms (6W), 1.7k 
ohms (3W),
3.3k ohms (1.5W), 10k 
ohms (0.5W), 20k ohms 
(0.25W)/25V line;
830 ohms (0.75W), 1.7k ohms 
(0.4W), 3.3k ohms (0.2W), 
10k ohms(0.06W), 20k ohms 
(0.03W)/Low (adjustable); 16 
ohms, 8 ohms

100V line; 1.7k ohms (6W), 
3.3k ohms (3W)/70V line;
830 ohms (6W), 1.7k ohms 
(3W), 3.3k ohms (1.5W)/25V 
line; 830ohms (0.75W), 1.7k 
ohms (0.4W), 3.3k ohms 
(0.2W)/Low(adjustable); 16 
ohms, 8 ohms

Sensitivity (1W, 
1m)

91dB 90dB 90dB 90dB 89dB 88dB

Frequency 
Response

60 – 20,000Hz (–10dB), 
45 – 20,000Hz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70 – 20,000Hz (–10dB), 50 – 
20,000Hz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70 – 20,000Hz (–10dB), 50 – 
20,000Hz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70 – 20,000Hz (–10dB),
50 –20,000Hz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80 – 20,000Hz
(–10dB), 50 – 20,000Hz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65 – 18,000Hz (–10dB), 45 – 
20,000Hz (–
20dB) at installation in 1/2 
free sound field (measured 
by installing the unit in the 
center of a ceiling.)

Finish Enclosure; Steel plate, 
plating/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Rim; Fire-
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Enclosure; Steel plate, 
plating/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 Rim; Fire-
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Enclosure; Steel plate, 
plating/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Rim; Fire-
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Enclosure; Steel plate, 
plating/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Rim; Fire-
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
Rim;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
Dust-proof bag; Artificial 
fiber, black

Baffle;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black/
Rim; Fire-resistant ABS resin 
(resin
material grade; UL-94 V-0 or 
its equivalent), white, paint
/Punched net; Steel plate, 
white, paint/Dust-proof bag; 
Artificial
fiber, black

Dimensions ø280 × 227 (D)mm ø230 × 200 (D)mm ø230 × 229 (D)mm ø230 × 229 (D)mm ø230 × 154 (D)mm ø155 × 117 (D)mm

Weight 5.1kg (including mounting 
accessories)

3.7kg (including mounting 
accessories)

3.7kg (including mounting 
accessories)

3.7kg (including mounting 
accessories)

1.5kg (including panel) 1kg (including panel)

별매품

HY-BC1 
Back Can

HY-AH1
Anchor Hanging 
Braket

HY-TB1
Tile Bar Bridge

HY-RR1
Reinforcement 
Ring

HY-TR1
Trim Ring

HY-RR2
Reinforcement 
Ring

F Series Ceiling Speakers 

Ceiling Hole Diameter

ø200 – ø300mm

Ceiling Hole Diameter

ø135mm

Ceiling Hole Diameter

ø2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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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s for Commercial Sound

천정에 스프링 클램프 장착을 위한 구조

CM-760, CM-960
전면그릴 ( 별매품 ) 을 스프링 캐치로 손쉽게 
연결 가능

PC-2668
거리가 동일한 천정에 노출된 설치가 가능

CP-73/77, CP-93/97
천정 스피커에 장착되는 그릴

PC-2268 / PC-2268WP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공간에 조합
된 사용 가능 
방수형 (PC-2268WP)

Ceiling Speakers 

Model No. PC-1869 PC-2369 PC-2852 PC-2869 PC-648R PC-658R
Rated Input (100V line) 6W 6W 6W 6W 6W 6W

Sensitivity (1W, 1m) 90 dB 93dB 96dB 94dB 90 dB 90 dB

Frequency Response 55 - 18,000 Hz 45 - 20,000 Hz 45 - 20,000 Hz 40 - 20,000 Hz 100 -  18,000 Hz 65 - 18,000 Hz

Mounting Hole 
Diameter

ø150 +/-3 mm ø200 +/-3 mm ø250 +/-3 mm ø250 +/-3 mm ø145 +/-5 mm ø170 +/-5 mm

Finish                                              
Frame: Steel plate, o-white

Grille:    Surface-treated steel plate net, o-white

Dimensions ø180 x 72(D) mm ø230 x 79(D) mm ø280 x 92(D) mm ø280 x 92(D) mm ø168 x 77(D) mm ø192 x 73(D) mm

Features ･ Flush-mount type ･ Flush-mount type
･ New SUS spring clamp installation method ･ Spring clamp installation method

･ Low prole design

･ Flush-mount type
･ Spring clamp installation method

평면 장착형 천정 스피커

분리형 스프링 캐치 스피커

표면 장착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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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PC-2668 PC-2268 PC-2268WP
Rated Input (100V line) 6W 6W 3W

Sensitivity (1W, 1m) 90 dB 90 dB 87 dB

Frequency Response 100 - 16,000 Hz 160 - 14,000 Hz 160 - 14,000 Hz

Mounting Hole 
Diameter - - ø100 mm

Finish                                              
Frame:

ABS resin, o-white ABS resin, o-white Alloy-coated ABS resin

Grille:    ABS resin, o-white ABS resin, o-white Stainless steel punching 
net

Dimensions ø260 x 202 (D) mm ø220 × 80.5 (exposed 
projection)

ø220 × 80.5 (unit only, 
exposed projection)

Features ･ Surface-mount type ･ Surface-mount type ･ Splash-proof, ush-
mount type

･ Suitable for Clean 
rooms and

  Steam sauna rooms
･ Complies with IP64

Separate Type 
with Spring Catch Speakers

Surface Mount Type 
Ceiling Speakers

Model No. CM-760   CP-73,CP-77 CM-960 + CP-93,CP-97

Rated Input (100V line) 6W 6W

Sensitivity (1W, 1m) 90 dB 92 dB

Frequency Response 100 - 16,000 Hz 100 - 12,000 Hz

Mounting Hole Diameter ø150mm+/-3mm ø200mm+/-3mm

Finish                                       
Frame: Fire-resistant, high-impact styrene resin

Grille:    Aluminum net

Frame: ABS resin frame Metal frame ABS resin frame Metal frame

Dimensions
CM-760: 215(W) x 134(H) x 89(D) mm
CP-73: ø180 x 16.5(D) mm
CP-77: ø180 x 16.5(D) mm

CM-960: 230(W) x 174(H) x 106(D) mm
CP-93: ø230 x 18(D) mm
CP-97: ø230 x 18(D) mm

Features ･ Separate type
･ Coil spring catch installation method

Model No. PC-3CL PC-3WR
Rated Input (100V line) 3W 3W, 1W

Sensitivity (1W, 1m) 87 dB 88 dB

Frequency Response 150 - 20,000 Hz 180 - 20,000 Hz

Mounting Hole 
Diameter

ø100 mm ø150 mm

Finish                                              
Frame:

Alloy-coated ABS resin ABS resin, o-white

Grille:    Stainless steel punching 
net

Stainless steel punching 
net

Dimensions ø139 x 104.5 (D) mm ø180 x 120 (D) mm

Features ･ Splash-proof, ush-
mount type

･ Suitable for Clean 
rooms and

   Steam sauna rooms
･ Complies with IP64

･ Splash-proof, ush-
mount type

･ Suitable for Shower 
rooms and

    Indoor pools
･ Complies with IP64

Model No. PC-1867F PC-1867FC
Rated Input (100V line) 6W 6W

Sensitivity (1W, 1m) 90 dB 90 dB

Frequency Response 100 - 16,000 Hz 100 - 16,000 Hz

Mounting Hole 
Diameter

ø156 mm +/-3 mm ø145 +/-5 mm

Finish                                              
Frame:

Aluminum, o-white Aluminum, o-white

Grille:    Aluminum net, o-white Aluminum net, o-white

Dimensions ø180 x 121(D) mm ø168 x 77(D) mm

Features ･ Firedome Speaker
･ Flush-mount type
･ An iron-made dome

･ Firedome Speaker
･ Flush-mount type
･ Spring clamp 
installation method

･ Complies with British 
Standard    BS 5839-8

PC-3CL
플라스틱 필름진동판 채용으로 완전 밀폐구조 스피커
객실 욕조 , 습식 사우나 룸 , 병원 수술실 , 클린 룸 등  습
한 장소에 가능

PC-129 / PC-139
고효율이 및 내열성이 높은 비상 방송용 스피커

PC-1867F / PC-1867FC
철로 제작된 돔 제공으로 화재 확산 방지 스피커
유럽 54-24 EN 규격 및 영국 표준 BS 5839-8 를 준수

PC-3WR
완전 밀폐구조의 천정 매입형 스피커
화장실 , 수영장 , 라커룸 , 및 기타 습한 장소에 가능

방습형 천정 스피커

내열성 천정 스피커

파이어 돔 스피커

Splashproof Ceiling Speakers

Heat-Resistant Ceiling Speakers

Firedome Speaker

Model No. PC-129 PC-139
Rated Input (100V line) 1W 1W

Sensitivity (1W, 1m) 100 dB 100 dB

Frequency Response 500 - 8.000 Hz 500 - 10,000Hz

Mounting Hole 
Diameter

ø130 mm -
Finish                                              Incombustible used

(Aluminium),Off-white
Panel; Ivory, Munsell 
2.5Y 9/1

Dimensions ø116 x 130 (D) mm ø122 × 146(D)mm

Features ･ Flush-mount type
･ Withstands 380C air 
current for 15 minutes

･ Flush-mount type
･ Withstands 380C air 
current for 15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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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 Type Reflex Horn Speakers

Explosion-Proof Speaker

Speakers for 
Commercial Sound

혼 스피커 (SC 시리즈 콤비네이션형 )

혼 스피커 (TC 시리즈 분리형 )

방폭형 혼 스피커 (TP 시리즈 콤비네이션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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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TP-M15E
Rated Input (100V line) 15W

Sensitivity (1W, 1m) 104 dB

Frequency Response 300 – 5,500Hz

Finish Horn; Ivory/Others; Dark gray/
Bracket
materials: Surface sinc treated steeel 
plate t3.0

Dimensions ø397 × 475mm

Features  Explosion-proof type

Model No. TC-615 TC-615M TC-631 TC-631M
Rated Input (100V line) 15W 15W 30W 30W
Sensitivity (1W, 1m) 108dB 108dB 110dB 110dB
Frequency Response                    250–7,000Hz 250–7,000Hz 200 - 6,000 Hz 200 – 6,000Hz
Finsh                                                                                             
                                           Horn flare

Reflector horn
Bracket holder

Bracket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Steel, gray, powder 
coating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Steel, gray, powder 
coating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uminum, gray, 
powder coating
Steel, gray, powder 
coating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uminum, gray, 
powder coating
Steel, gray, powder 
coating

Dimensions ø400(W) x 376(D) mm ø400 × 376 (D) mm ø500 × 463 (D) mm ø500 × 463 (D) mm

Dust/Water Protection    IP65
Operating Temperature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60°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60°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Features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Low-impedance model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High-impedance model 
with input impedance 
selector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Heat-resistant polymide 
diaphragms

･ Low-impedance model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Heat-resistant polymide 
diaphragms

･ High-impedance model 
with input impedance 
selector

Model No. SC-610 SC-610M SC-615 SC-615M SC-630 SC-630M SC-651
Rated Input (100V line) 10W (Mobile mount 

use; 5W)
10W 15W (Mobile mount 

use; 10W)
15W 30W (Mobile mount 

use; 15W)
30W 50W (Mobile mount 

use; 30W)

Sensitivity (1W, 1m) 110db 110db 112db 112db 113db 113db 109dB

Frequency Response                    315–12,500Hz 315–12,500Hz 280–12,500Hz 280–12,500Hz 250–10,000Hz 250–10,000Hz 250 – 6,000Hz

Finish               
Horn flare

Reflector horn
Bracket holder

Bracket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minium, gray,
powdercoating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minium, gray,
powdercoating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minium, gray,
powdercoating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

Stainless steel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ABS resin, off-white/
Aluminum, gray, 
powder coating
Stainless steel

Dimensions 172 (W) × 161 (H) × 
188 (D)mm

172 (W) × 161 (H) × 
188 (D)mm

222 (W) × 179 (H) × 
234 (D)mm

222 (W) × 179 (H) × 
234 (D)mm

285 (W) × 227 (H) × 
277 (D)mm

285 (W) × 227 (H) × 
277 (D)mm

430(W) × 297.5 (H) × 
327 (D)mm

Dust/Water Protection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IP65

Operating Temperature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20°C to +55°C (must 
be free from dew 
condensation)

Features ･ Reflex horn designed      
to be used

･ Wetherproof reflex 
horn

･ Low-impedance 
model

･ Shock-resistant 
aluminum oval horn

･ High-impedance 
model with input 
impedance selector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Low-impedance 
model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High-impedance 
model with input 
impedance selector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Low-impedance 
model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 High-impedance 
model with input 
impedance selector

･ Shock-resistant 
aluminum round 
horn

・Heat-resistant 
polymide diaphragm

･ Low-impedance 
model 

Model No. BS-634 BS-634T BS-1034 BS-1034S BS-680F BS-680FC
Rated Input (100V line) 6W 10W 10W 10W 6W

Sensitivity (1W, 1m) 90 dB 90 dB 90 dB 90 dB 94 dB

Frequency Response 120 - 18.000 Hz 120 - 18.000 Hz 120 -20.000 Hz 120 - 20.000 Hz 150 - 20.000 Hz

Finish                                        
Enclosure:

HIPS resin, o-white HIPS resin, silver Steel plate, o-white

Grille:    Surface-treated steel plate net, off-white Steel plate net, silver Stainless steel punching net, o-white

Dimensions 210(W) x 330(H) x 80(D) mm 310(W) x 190(H) x 87.2(D) mm

Features ･ Surface-mount type ･ Splash-proof, ush-mount type
･ Suitable for Clean rooms and
  Steam sauna rooms
･ Complies with IP64

･ Low prole and fashionable shape ･ Wall/in-wall mounting type
･ Strong all-metal body

･ Wall/in-wall mounting type
･ Strong all-metal body
･ Complies with British 
Standard    BS 5839-8

Model No. BS-1030B BS-1030W
Rated Input (100V line) 30W

Sensitivity (1W, 1m) 90 dB

Frequency Response 80 - 20.000 Hz

Finish                                        
Enclosure:

ABS resin, black

Grille: Surface treated steel plate, 
black, powder coating

Surface treated steel plate, 
white, powder coating

Dimensions 196 (W) × 290 (H) × 150 (D)mm

Features ･ Complies with IPX4
･ High or low impedance switchable

Model No. BS-678 BS-678T BS-678B BS-678BT BS-633A BS-633AT
Rated Input (100V line) 6W 6W

Sensitivity (1W, 1m) 94 dB 91 dB

Frequency Response 150 - 20.000 Hz 120 - 15.000 Hz

Finish                                        
Enclosure: ー  ABS resin, o-white

Grille: ー ABS resin, o-white

Dimensions 250 (W) × 190 (H) × 110 (D)mm 173 (W) × 195 (H) × 101 (D)mm

Features ･ High cost-performance ･ High cost-performance
･ Equipped with matching 
transformer

･ Complies with IPX4
･ High or low impedance switchable

･ High cost-performance ･ High cost-performance
･ Equipped with matching 

transformer

BS-634/BS-634T/BS-1034/BS-1034S
벽면에 소켓을 장착하고 스피커를 삽입가능

BS-678/678B BS-678T/678BT
나무 캐비닛으로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장
착이 용이
벽면에 나사로 장착하고 외부로 탈착이 가능

BS-633A/633AT
설치가 빠르고 스피커를 쉽게 접속가능한 벽면 
장착 스피커

BS-1030B/BS-1030W
높고 , 낮은 임피던스 양쪽을 대응한 2- 웨이 베이스 반사
형 스피커

BS-680F/BS-680FC
금속 캐비닛을 벽면에 장착 가능한 스피커

벽면 장착 박스 스피커
Wall Mount Box Speaker

콤팩트 스피커
Universal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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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 Speakers 

Drivers Units

Speakers for 
Commercial Sound

Wide Range Horn Speakers Garden Speaker

Pendant/Projection Speakers

Model No. PE-64 PE-304 PJ-64 PJ-304 PJ-100W PJ-200W
Rated Input (100V line) 6W 30W 6W 30W 10W 20W

Sensitivity (1W, 1m) 90 dB 91 dB 90 dB 91 dB 92 dB 95 dB

Frequency Response 100 -18,000 Hz 70 - 20,000 Hz 100 - 18,000 Hz 70 - 20,000 Hz 65 - 15,000 Hz 50 - 20.000 Hz
Finish                                        
Enclosure:

Enclosure: HIPS resin, off-white/Grille: Surface-treated steel plate net, off-white Cabinet, Cover: ABS Resin, off-white/Bracket: SPCC, off-white

Dimensions ø186 x 251(H) mm ø186 x 251(H) mm 160(W) x 200(H) x 195(D) mm 200(W) x 255(H) x 250(D) mm

Features   ・Design inspired by the finest lighting fixtures  
  ・Sturdy cable extendable up to 5 meters
  ・Input impedance easily changeable

 ・Design inspired by the finest lighting fixtures  
 ・Sturdy cable extendable up to 5 meters
 ・Input impedance easily changeable

 ・ Compact and wide range projection speaker

Model No. AT-063P AT-303P AT-603P
Input Range 0.5W – 6W 0.5W – 30W 0.5W – 60W
Attenuation 5 steps (0dB, –6dB, –12dB,–18dB, OFF)

Finish Knob/Panel/Plate; ABS resin, Milk white/Case; ABS resin, Black

Model No. ZM-104A
                                Range × 1: 5 ohms – 1k ohms
                                Range × 10: 50 ohms – 10k ohms

                                Range × 100: 500 ohms – 100k homs

Model No. YP-1AF
Finish Aluminum hairline
Dimensions
 (W × H × D) 70 × 120 × 6mm

Model No. YP-1BF
Finish Aluminum hairline
Dimensions
 (W × H × D) 70 × 120 × 6mm

Model No. YS-11A
Finish High-impact sterol resin, 

Milky white

Dimensions
 (W × H × D) 70 × 120 × 40mm

Accessory

YP-1AF

AT-063P/ AT-303P / AT-603P

YS-11AYP-1BF

ZM-104A

Attenuators

Cover Plate Wall Mounting Back BoxBlank Plate

Speaker Connectors Impedance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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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TH-650 TH-660
Rated Input (100V line) 110 dB*

Frequency Response 200 - 6,000 Hz*

Finish                                       
Horn flare:

Aluminum, off-white, powder coating

Bracket:    Steel, gray, powder coating

Dimensions 500 -  394 (D) mm 600  -  425 (D) mm

Features ･ Reflex horn designed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optional

    single driver unit.

Model No. TU-631 TU-651 TU-631M TU-651M
Rated Input 30W 60W 30W 60W
Sensitivity (1W, 1m) 110 dB*
Frequency Response 100 -  6,000 Hz **
Finish                                      Flange: Aluminum, gray, powder coating/Rear 

cover: ABS resin, gray/Screws: Stainless steel

Dimensions 139 x 106 (D) mm 139 x 149 (D) mm 139 x 106 (D) mm 139 x 149 (D) mm

Dust/Water Protection IP65** IP65** IP65** IP65**
Operating Temperature -20C to +60℃ -20C to +55℃ -20C to +60℃ -20C to +55℃
Features ・ Designed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optional horn speaker
・Designed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an optional horn speaker

・Driver unit with transformer

TH-650/TH-660
홍보 및 안내방송으로 명료성이 우수한 혼
드라이브 장치 ( 별매품 )

혼 스피커 (TH 시리즈 분리형 ) 인테리어 스피커 ( 펜던트 / 프록젝션형 )

드라이브 장치

액세사리

범용  혼 스피커 ( 방습형 ) 가든 스피커

Model No. CS-64 CS-154 CS-304
Rated Input (100V line) 6W 15W 30W
Sensitivity (1W, 1m) 96 dB 97 dB 98 dB
Frequency Response 130  -13.000 Hz 150 -15.000 Hz 120 -15.000 Hz
Finish                                        
Enclosure:

Horn, cover: ABS resin, off-
white, paint
Bracket: Stainless steel
Punched net: Surface treated 
steel plate, 
dark-gray, powder coating

Horn, cover: ABS resin, off-white, paint
Bracket: Stainless steel
Net: Aluminium, gray

Dimensions 233 (W) x 224 (H) x 208 (D) mm 366 (W) x 230 (H) x 272 (D) mm 366 (W) x 230 (H) x 272 (D) mm
Dust/Water Protection Equivalent to IPX4 IP65
Features  ･ Input impedance changeable

 ･ An exponential horn
･ Input impedance changeable

 ･ A constant directivity horn (Horizontal 90C)

Model No. GS-302
Rated Input (100V line) 30W
Sensitivity (1W, 1m) 87 dB
Frequency Response 100 - 8.000 Hz
Finish                     Top cover 
and base:

Speaker panel:
Legs:

FRP resin, dark gray
ABS resin, dark gray
Aluminum, dark gray

Dimensions ø270 x 335(H) mm
Dust/Water Protection Equivalent to IPX4
Features ･ Especially designed for the use 

in the garden

YS-4CF/4CM

Model No. YS-4CF YS-4CM
Finish Cover; ABS resin (Off-white)/Frame; Steel plate (t1.2)
Dimensions
 (W × H × D) 45 (W) × 110 (H) × 53 (D)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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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확인 버튼

동시 발언자수 설정키

MIC/AUX 조절부

발언방식 선택키

자동 마이크 - 오프 키
볼륨 컨트롤 장치

헤드폰 조절부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우선 발언키 (PRIORITY)

발언키 (TALK) 발언키 (TALK)
헤드폰  잭 
(HEADPHONES)

헤드폰  잭 
(HEADPHONES)

■ 센터기기 TS-800 ■의장용 유닛 TS-801

 (TS 표준 마이크로폰 TS-903)   

■ 발언자용 유닛 TS-802

     (TS-904 롱타입 마이크로폰 )

Conference Systems

적외선 시스템으로 다양한 회의방식에 

유연한 대응은 물론 보다 간편한 설치에 

깨끗한 사운드까지… 

중소규모 회의 , 적외선 시스템으로 보다 플렉시블한 회의운영을 ...

■ 적외선 통신과 함께 높은 보안성까지
적외선 통신방식은 전파장애와 도청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음은 물론 , 인접 회의실에 누설없이 시스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손쉬운 설치
적외선 통신시스템은 Conference Unit 을 연결할 필요가 없으며 , 복잡한 케이블 연결없이 빠르고 스마트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 단 하나의 동축 케이블로 손쉽게 연결
단 하나의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센타장치와 적외선 송 / 수신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언자 수가 또는 레이아웃이 변경되어도 유연하게 대응
TS-900 시리즈 (TS-800 시리즈의 경우 , 최대 64 개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 ) 는 시스템마다 최대 96 개의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무선은 물론 손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 발언자수 또는 레이아웃 변경이 잦은 어떤 회의에도 이상적인 시스템입니다 .

■ 가볍고 콤팩트한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
마이크로폰 , 모니터 스피커 , 발언키 및 발언 인디케이터가 하나로 통합되어있고 ,
발언키를 누르면 , 마이크로폰 인디케이터가 빛을 발하여 발언수신 모드가 됩니다 . ( 마이크로폰은 분리・보관 가능 )

■ 깨끗한 음질 증폭과 리코딩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에는 내장 모니터 스피커가 있어 , 좌석에서 발언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센터기기에 리코딩 장치를 연결하면 , 회의록 작성에 필수인 깨끗한 음질의 리코딩이 가능합니다 .

■ 선택 가능한 전원공급장치
내장 충전 리튬 - 이온 배터리 ( 약 10 시간 사용 ) 또는 AC 전원으로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충전기는 
한번에 리튬 - 이온 배터리 최대 8 개를 약 5 시간 동안 충전 가능합니다 .

■ 사용권역 확장가능
분배기 (Distributor) 를 사용하면 , 적외선 송 / 수신기기 최대 16 대를 연결하여 적외선 통신권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적외선 송 / 수신기기 최대 4 대를 센터기기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 (5 대 또는 그 이상의 적외선 송 / 수신기기를 연결할 경우 , 분
배기 (Distributor) 필요 )

■ PC 또는 주문형 콘솔에서 조작가능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 PC 또는 콘솔에서 레코딩 , 발언허용 , 및 기타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표결부문

동시 발언자수 설정키

MIC1/AUX1 
( 메인 오디오 ) 조절장치

MIC1/AUX1 
( 메인 오디오 ) 조절장치

AUX3 조절장치

발언방식 선택키

자동 마이크 - 오프 키
볼륨 컨트롤 장치

헤드폰 조절부

인디케이터 인디케이터

표결키
표결키

모니터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우선 발언키 (PRIORITY)

발언키 (TALK)
발언키 (TALK)헤드폰  잭 

(HEADPHONES) 헤드폰  잭 
(HEADPHONES)

모니터 선택키 
( 메인 / 보조 ) 모니터 선택키 

( 메인 / 보조 )

■ 센터기기 TS-900 ■의장용 유닛 TS-901 

   (TS-903 표준 마이크로폰 )

■ 발언자용 유닛 TS-902

     (TS-904 롱타입 마이크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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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800/900 시리즈 적외선 무선 회의 시스탬

TS-900
TS-8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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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Systems

Model No. TS-900 TS-901 TS-902 TS-800 TS-801 TS-802
Power Source 100 – 240 V AC, 50/60 Hz 

(supplied from AC adapter 
(accessory))

7.4 V DC (battery), 9 V DC 
(AC adapter)
(supplied from BP-900 
battery (option) or AD-0910 
AC adapter　(option))

7.4 V DC (battery), 9 V DC 
(AC adapter)
(supplied from BP-900 
battery (option) or AD-0910 
AC adapter

100 – 240 V AC, 50/60 Hz 
(supplied from AC
adapter (accessory))

7.4 V DC (battery), 9 V DC 
(AC adapter)
(supplied from BP-900 
battery (option) or AD-0910 
AC adapter (option))

7.4 V DC (battery), 9 V DC 
(AC adapter)
(supplied from BP-900 
battery (option) or AD-0910 
AC adapter (option))

Power Consumption 72 W － － 72 W － －
Current Consumption － 110 mA (standby), 255 mA 

(during speech)
110 mA (standby), 255 mA 
(during speech)

－ Max. 270 mA 110 mA (standby), 255 mA 
(during speech)

Finish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gray metallic, paint,
semi-gloss

Top 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paint, semi-gloss

Top 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paint, semi-gloss

Panel: Surface-treated steel 
plate, gray metallic, paint,
semi-gloss

Top 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paint, semi-matte

Top 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paint, semi-matte

Dimensions 359 (W) × 118.8 (H) × 
138.2 (D) mm

210 (W) × 65.9 (H) × 152 
(D) mm

210 (W) × 65.9 (H) × 152 
(D) mm

359 (W) × 118.8 (H) × 
138.2 (D) mm

210 (W) × 65.9 (H) × 152 
(D) mm

210 (W) × 65.9 (H) × 152 
(D) mm

Weight 2.8 kg 640 g 640 g 2.7 kg 630 g 630 g

Model No. TS-903 TS-904
Type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Frequency Response  100 – 13,000 Hz 100 – 13,000 Hz
Directivity － －
Power Source － －
Current 
Consumption

－ －

Finish Gooseneck: Stainless steel, 
black/
Other: ABS resin, black

Gooseneck: Stainless steel, 
black/Other:
ABS resin, black

Length 368mm 518mm
Dimensions － －
Weight 90 g 105 g

Model No. YW-1022

Distribution Output 2
Dimensions 75 (W) × 122 (H) × 34 (D) mm
Weight 105 g

Model No. YW-1024

Distribution Output 4
Dimensions 75 (W) × 122 (H) × 34 (D) mm
Weight 105 g

Model No. BC-900

Power Source 100 – 240 V AC, 50/60 Hz
Charging Time Approx. 5 hours
Charging Capacity 8 BP-900 batteries (option)
Finish Case: Steel, black, paint/Battery 

receptacles: PPO resin, black
Dimensions 240 (W) × 70 (H) × 115 (D) mm
Weight Unit: 1.1 kg, AC adapter: 520 g

Model No. BP-900

Nominal Voltage 7.4 V DC
Nominal Capacity 1700 mAh
Dimensions 71.6 (W) × 20.4 (H) × 37.6 (D) mm
Weight 95 g

Model No. TS-905 TS-907
Transmission Audio channel

1: 7.35 MHz, Audio channel 2: 8.10 MHz, 
Audio channel 3: 8.55 MHz, Audio channel 
4: 9.15 MHz, Control channel: 6.45 MHz

Audio channel
1: 7.35 MHz, Audio channel 2: 8.10 MHz, 
Audio channel 3: 8.55 MHz, Audio channel 
4: 9.15 MHz, Control channel: 6.45 MHz/
Reception: Base languge cannel: .95MHz/
Translation language channel: 2.25MHz

Power Source 24 V DC (supplied from the optional 
TS-900 or TS-800)

24 V DC (supplied from the optional 
TS-900 or TS-800)

Current 
Consumption

Max. 150 mA Max. 180 mA

Finish Dome: PC resin, visible light cut filter/
Base: BS resin, black

Dome: PC resin, visible light cut filter/
Base: ABS resin, black

Dimensions ø120 × 71.3 (H) mm ø120 × 71.3 (H) mm
Weight 230 g 230 kg 특징과 연결 例

회의 시스탬

TS-770 Series
편리하게 설치 , 사용 , 확장가능하고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능

까지 갖춘 TOA 회의 시스템

　TOA TS-770 회의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선 , 휴대폰 또는 

PC- 기반 IP 폰을 활용한 다중 - 모드의 원격회의가 가능하며 ,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에 알맞은 깨끗한 음질을 보장함은 물

론 높은 비용 / 성능비 (cost/performanceratio) 또한 자랑합니

다 .TS-770 만 있다면 , ' 전문적이고 영구적인 설비가 갖춰진 중

소규모 회의홀 '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

■ TS-770 셋업은 빠르고 손쉽습니다 .

기본 셋업은 의장용과 발언자용 유닛을 시스템 센터유닛에 부착하고 발언자용 유닛 각각에 연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

선택사양인 익스텐션 코드를 부착하면 유닛 상호간의 거리를 좀더 떨어뜨려 사용할 수 있고 ,

다중 의장용 유닛을 포함 최대 70 대의 유닛을 하나의 센터유닛에 부착할 수 있으며 (35 대 / 회선 ), 2 또는 3 대의 익스텐션 센터유닛

을 추가하면 140 또는 210 대의 유닛으로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

■ TS-770 은 운영방법이 유연하고 효율적입니다 

모든 참석자들의 유닛에는 최적화된 단향성 구즈넥 마이크로폰과 광역 주파수 응답 스피커가 있어 , 깨끗한 음질의 음성을 정확히 전

달할 수 있고 모든 이가 깨끗한 음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간단히 토크버튼만 누르면 마이크로폰이 작동되고 이어서 유닛의 스피커가 Off 되어 하울링을 예방합니다 .

의장용 유닛으로 1 대 , 3 또는 6 대의 발언자용 유닛을 동시에 선택 작동할 수 있고 , 여러 대의 의장용 유닛과 함께 하면 동시에 대화

할 수있고 , 의장용 유닛의 우선권 기능으로 유연한 회의운영도 가능합니다 .

선택사양의 얼터네이팅 리코딩 장치를 센터앰프에 연결하면 , 기록 보관을 위한 장시간 녹음 또한 가능합니다 .

최대 유닛 70대

▪최대 70 대의 의장용 / 발언자용 유닛 ( 유닛 *35

대 / 회선 ), 센터유닛 하나에 연결가능

* TS-775 원격 발언자용 인터페이스 유닛을 사용할 

경우 , 회선별 35 대까지도 연결 가능합니다 .

▪센터유닛 2 대 추가 연결시 , 최대 210 대까지 확장

가능

▪마이크로폰 모두를 동시에 켜는 All-Mic-On 기능을 사용

하여  전체 유닛의 사운드를 수집하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주 All-Mic-On 기능 사용시 , 자동 게인 컨트롤 (AGC) 이 장착된 레코딩 장치를 이용하십시오 . 
해당 설비에 AGC 가 없는 경우 , 프리 - 엠프를 사용하여 녹음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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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1022 YW-1024

BC-900 BP-900

Distributor

Battery Charger
Rechargeable 
Lithium-lon Battery

녹음장치

디스트리뷰터

충전기 드라이브 장치 ( 별매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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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회의가 가능하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회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기능으로 연결된 모든 유닛의 
접속상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
다 .

빠르고 손쉬운 구성 자동 Mic-Off 기능 ( 시간제한 )

동시에 사용 가능한 다수의 발언자 유
닛 , 선택가능

註 . 선택위치 ‘[0]’은 의장용 유닛만이 발언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발언이 끝난 후 발언자가 자신의 마이크로폰을 끄는 것
을 잊었더라도 , 프리셋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 Mic-
OFF 기능으로 마이크로폰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 (20 또
는 40 초 동안 OFF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길이 2m 의 접속 케이블로 빠르고 손쉽게 TS-771/772/775 
구성할 수 있습니다

TS-775 가 없다면 

아래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할수 있습니다 .
・IP 폰 
( 센터유닛 하나에 PC 2 대까지 연결가능 )
・텔리폰 커블러
・휴대폰 
・NX-100/100S

TS-775 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구현할수 있습니다 .
・전화 
・IP 폰 ( 센타유닛 하나에 PC70 대까지 )

・휴대폰

Model No. TS-770 TS-771 TS-772 TS-775 TS-773/774
Type － － － －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Frequency Response  － － － － 100 – 13,000 Hz
Power Source 230V AC (CE version)/120VAC 

(CU version), 50/60 Hz
35 V DC, under 30 mA (supplied
from Central Unit TS-770 
(option))

35 V DC, under 30 mA (supplied
from Central Unit TS-770 
(option))

35 V DC, under 30 mA (supplied
from Central Unit TS-770 
(option))

－

Power Consumption Max. 60 W － － － －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y
Case: ABS resin, black/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semi-gloss, paint

Case: ABS resin, black/Panel: ABS 
resin,
gray metallic, semi-gloss, paint

Pre-coated steel plate, black Gooseneck: Stainless steel, black
(SUS301)/Other: ABS resin, black

Length － － － － TS-773: 368mm/TS-774: 518mm
Dimensions 210 (W) × 107.1 (H) × 316 (D) 

mm
114.5 (W) × 78.4 (H) × 152.9 (D)
mm

114.5 (W) × 78.4 (H) × 152.9 (D)
mm

160 (W) × 41.8 (H) × 100 (D) 
mm (excluding projection)

－

Weight 4 kg 780g 780g 700g TS-773: 90g/TS-774: 105g

Conference
Systems

YR-770-2M
YR-770-10M

Extension Cord

TS-770 후면 TS-775 후면 TS-775/TS-772 후면

Model No.  WT-5800 WT-5805
Power Requirement AC mains (AC adapter must be used)
Channel Selectable 64 Selectable frequencies

Diversity System True diversity Space diversity

Mixing Output MIC: -60 dB*2, 600 Ω , balanced, XLR-3-31 type connector
LINE: -20 dB*2, 600 Ω , unbalanced, phone jack

Mixing Input -20 dB*2, 10 k Ω , unbalanced, phone jack
Antenna Input 75 Ω , BNC, 9 V DC
Antenna Output 75 Ω , BNC, 9 V DC —

S/N Ratio 110dB or more (A-weight, unbalanced output)

Frequency Response 100 – 15,000 Hz, ± 3 dB

Finish Resin, black

Dimensions 210(W) × 44(H) × 205.1(D) mm

Weight 700 g

Model No. WM-5265 WM-5225 WM-5325
MicrophoneElement Dynamic microphone : Un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Unidirectional  – 

Frequency Range 576 – 865 MHz*1, UHF 576 – 865 MHz*1, UHF 576 – 865 MHz*1, UHF
Channel Selectable 64 canales 64 canales 64 canales

Maximum Input Level 132 dB SPL 126 dB SPL -14 dB to -29 dB* (Audio level control: Min. 
to Max.)

Battery LR6 (AA) or WB-2000 LR6 (AA) or WB-2000 LR6 (AA) or WB-2000

Finish Resin coating Resin, Rubber coating Resin, coating (change other's)

Dimensions ø50 × 229 mm ø43 × 231.5 mm 62 (W) × 102.5 (H) × 23 (D) mm

Weight 205g 180g 90 g (with battery)

Model No. YP-M5300 YP-M5310 WH-4000A WH-4000H
MicrophoneElement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Om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Unidirectional

Sensitivity 66 dB ± 3 dB (0 dB = 1 V/0.1 pa. 
1k Hz)

-66 dB ± 3 dB (0 dB = 1 V/0.1 pa. 
1k Hz)

-66 dB ± 3 dB (0 dB = 1 V/0.1 pa. 
1k Hz)

-66 dB ± 3 dB (0 dB = 1 V/0.1 pa. 
1k Hz)

Frequency Response 100 — 12,000 Hz 100 — 15,000 Hz — —

Maximum Input Level 120 dB SPL 110 dB SPL 120 dB SPL 120 dB SPL

Cord Length 1.3 m 1.3 m 1.3 m 1.3 m

Connector ø3.5 mm mini plug ø3.5 mm mini plug ø3.5 mm mini plug ø3.5 mm mini plug

Finish Dark black Dark black Headband: EVA, black
Frame: Stainless, black (silicon rubber)
Gooseneck: Iron, chrome-plated, black(shrink tube)

Weight 20 g (cable included) 20 g (cable included) 50 g (cable included) 50 g (cable included)

Wireless Microphone 

5000 Series Wireless Microphone 

Bottm ViewBottm ViewBottm View

Wireless Microphone

Wireless Tu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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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Telephone Software) (IP Telephone Software)

<Remote location>

Telephone Unit

TS-775 Remote Delegate
Interface Unit

Telephone Unit

Handset
modular
connector

무선 마이크로폰

무선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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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5225
(WM-5225 + WT-5810)

WM-5265
(WM-5265 + WT-5810)

WS-5325M
(WM-5325 + YP-M5310 +
  WT5810 )

WS-5325U
(WM-5325 + YP-M5300 +
  WT5810 )

WS-5325H
(WM-5325 + WH-4000H
  WT5810 )

Wireless Tuners Microphone

WD-4800

MB-WT3

WH-4000P

MB-WT4

WH-4000S

MB-15B

YW-4500

Wireless 
Microphone

Options

S5.5-HD S5.5-HD 

Model No. S5.5-RX Receiver
Type Dual Diversity featuring PLL Dual conversion receivers
IF Freq 1st IF 55.875MHz/2nd IF 10.7MHz
Sensitivity < 1uV/12dB SINAD
Squelch Sensitivity 6 – 36dB μ V
Tone Frequency  32.768kHz
Ist Image >70dB
RSSI range 10 steps 30dB range
Antenna Inputs TNC 50 Ohms
AF switches Low Cut – High Boost – Phase Reversal
AF Output level XLR Line +15dBm max. /XLR Mic -25dBm max. /Unbalanced 1/4" jack socket 

+9dBm max.
Antenna Phantom 9V @ 60mA short circuit protected on each RF port
Bank Specifcatios 10 Banks x 24 Channels
Infra-Red Link Range 15cm max.
Computer Interface Computer monitoring via rear panel USB interface
Power Consumption 300mA @ 12Vdc nominal
Finish Chassis: Steal, Dark gray, painting

Front panel: Anodized aluminium, Silver
Dimensions 210(W) × 46 × 210mm
Weight 1.3 kg

Model No. S5.5-HDX Handheld Transmitter & S5.5-LTX Beltpack Transmitter
Power Supply Single Alkaline “AA” cell 1.5V nom
Power consumption Typically 120mA
Microphone Element Handheld: Dynamic microphone, hyper cardioid/Beltpack: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omnidirectional
Operating time Typically 8-10hrs minimum
RF Carrier Power < 50mW
Maximum Input Level 146dB SPL
Controls On-Off, AF Gain Adjust, Frequency adjust, AF Mute (Handheld)
Gain Range Handheld: 3 steps 6dB/Beltpack: +2dBm to -20dBm in 10 steps
Handheld dimensions 32 × 250 mm. Grille diameter 51mm. Weight 350g
Beltpack dimensions  55 × 80 × 20mm . Weight 110g

‘TRANTEC’ 은 TOA 의 프로오디오 분야에서도 특히 고품질과 고음질의 하이엔드 상품군을 가리키는 브랜드 이
름이며 , 영어의 ‘Transmit= 전파를 송신한다’ 와 ‘Technology= 기술’ 을조합한 조어입니다 .
본 상품은 이미 영국의 BBM ELECTRONICS GROUP LIMITED(TOA 100% 출자 자회사 ) 가 제조하여 영국국내
를 중심으로 TOA 만이 독점 판매한 바있고 , 최근 TOA 그룹 전체 판매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새로운 상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시장에서 인지도 향상은 물론 , 극장이나 방송국과 같은 하이엔드 시장 , 보컬용
도 , 등의 음악시장용으로 판매하여 이 분야에서 매출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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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무선튜너 마이크로폰 핸드핼드 마이크로폰 세트 핀 마이크로폰 세트

전원 / 안테나
디스트리뷰터

랙 마운트 
브라켓 킷

웨이스 
파우치트

윈드스크린

UHF 무선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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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은 전파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정보 누출이나 전파 방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

2. 기능
정보 보안 !

전파와는 달리 적외선 전파는 단단한 물체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짧은 거리만 이동할 수 있으며 , 근처에 있는 장

비가 정보를 포착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예기치 않은 정보 누출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시스템은 정부 부

처와 기관 , 법원 , 경찰 , 중역 회의실과 같이 정보 보안이 중요한 곳에 적합합니다 .

전파 방해 없음 !

인접한 방이나 근처 빌딩에서 무선 마이크로폰을 사

용해도 전파 방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인접한 방에서 같은 채널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인접한 교실이 아주 많아 복수

의 시스템이 필요한 교육기관에서 유용하게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

3. TOA 의 적외선 무선 콘셉트
향상된 전송 안정성 !

a. 적외선 수신부가 마이크로폰 상단부에 장착되

어 있어 적외선 무선 수신기로 안정된 적외선을 

공급

할 수 있습니다 .

b. 마이크로폰은 전송 구역으로부터 빛이 잘 차단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c. 향상된 루미네선스 Hi-mode 를 장착하였기

때문에 더욱 좋은 전송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d. 벽 걸이와 천장 용타입을 포함 다양한 적외선 

무선 수신기 .

e. 벽 걸이 수신기는 빛 수신 각도 조절기와 함께

설치합니다 .

f. 분배기는 최대 16 개의 수신기를 설치할수 있습

니다 .

1. 상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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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Wireless 
Microphone Systems 

적외선 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

Wireless 
Microphone

Model No. IR-200M Infrared Wireless Microphone IR-300M Infrared Wireless Microphone
Battery IR-200BT-2 rechargeable battery or AA alkaline dry cell battery (2 pieces)
Current Consumption typ.250mA (2.4V, Power selector switch: N)/typ.340mA (2.4V, Power selector switch: H)
Infrared Emitter 

Wavelength 

Modulation Method 

Carrier Frequency 

Transmission Distance

870 nm (AM: Brightness modulation) 

Frequency modulation 

Channel A: 3.100 MHz/Channel B: 3.350 MHz 

Approx. 20 m (Power selector switch: H; In an unobstructed space.)/Approx. 15 m (Power selector switch: N; In an 

unobstructed space.)
Tone Signal 32.768kHz
Modulation Sensitivity ± 4.8 kHz (1 kHz, when SPL of 84 dB is input)
Maximum Input Sound Pressure 120 dB SPL
Input Sensitivity Adjustment — Adjustment range: -9dB to 0dB (factory-preset: 0dB)
Microphone Unit Unidirectional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Frequency Response 100Hz – 12kHz
Preemphasis 300 μ s
Input — External microphone input (ø3.5 monaural mini jack)
Battery Operation Time Approx. 8 hours (when the IR-200BT-2 rechargeable battery for the infrared wireless microphone is used; Power selector 

switch: N) 
Approx. 6 hours (when the alkaline battery is used; Power selector switch: N)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Operating Humidity 30% to 85% RH
Finish Control Section: ABS resin, metallic gray, 50% gloss, paint/Filter Section: Polycarbonate, optical cut filter
Dimensions ø37 × 241.8mm 64 (W) × 91.3 (H) × 27.3 (D)mm
Weight 170g (with batteries) 130g (with batteries & strap)
Accessories Screw driver (for setting) × 1, Color label (6 colors) × 1

Model No. IR-500R Infrared Wireless Reciever IR-510R Infrared Wireless Reciever IR-520R Infrared Wireless Reciever
Power Source 24V DC (supplied from the optional IR-702T)
Current Consumption Max. 40mA Max. 60mA Max. 30mA
Reception Area
Reception Angle

Approx. 15m 
Vertical: 80° 

Approx. 15m 
 —    
 

Approx. 15m 

Connection Terminal 75 Ω , BNC jack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Operating Humidity 30% to 85% RH
Finish Case: Polycarbonate resin, visible light cut 

filter Base: ABS resin, off-white
Case: Polycarbonate resin, visible light cut 
filter Base: ABS resin, black

Case: Polycarbonate resin, visible light cut 
filter 

Dimensions 70 (W) × 120 (H) × 72(D)mm ø120 × 71.3 (H) mm 84.5 (W) × 63.5 (H) × 32(D)mm
Weight 220g (unit only) 205g (unit only) 100g (unit only)

시스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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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0BT-2 
Ni-MH Battery

• IR-200M/300M 전용

Ni-MH AA 충전지 (2 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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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IR-702T 무선 적외선 튜너

Power Source AC mains 50/60Hz (supplied from the accessory AC adaptor)
Power Consumption 15W or less
Receiving Frequency Channel A: 3.100MHz/Channel B: 3.350MHz
Receiver Sensitivity S/N ratio over 50dB (40dB μ V input, 1 kHz modulation, 

± 4.8 kHz deviation)
S/N Ratio 61 dB or more (60dB μ V input, ± 4.8 kHz deviation, A-weighted)
Tone Squelch Frequency 32.768kHz
Infrared Receiver Input  75 Ω , BNC jack × 2 (Infrared wireless receiver's 

power source: 24V DC, max. 220mA in total of 2 terminals)

Output Channel A and B: –10 dB* ( ± 4.8kHz deviation, at volume level max.), 
600 Ω , electronically balanced, 3 pole phone jack 
Note: Channel A switchable to mixer output

Frequency Response 100Hz – 12kHz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50°C
Operating Humidity 30% to 85% RH
Finish Case: ABS resin, black
Dimensions 210 (W) × 44 (H) × 210.9 (D)mm
Weight 630g (unit only)
Accessories  AC adaptor × 1, Power cord (2 m) × 1, Cord with a phone plug (1m) × 1, 

Color label (6 colors) × 1, Rubber foot × 4

Model No. IR-700D 무선 적외선 디스트리뷰터

Power Source AC mains 50/60Hz (supplied from the accessory AC adaptor
Power Consumption 25W or less
Input/Output 4 mixing inputs, 2 distribution outputs
Band-Pass Frequency 3.0 – 6.0MHz
Gain 0dB ( ± 3dB)
Infrared Receiver Input 75 Ω , BNC jack × 4 (Infrared wireless receiver's power source: 24V DC, 

800mA max. in total 0f 4 terminals)
Distribution Output 75 Ω , BNC jack
Operating Temperature -10°C to +50°C
Operating Humidity 30% to 85% RH
Finish Case: ABS resin, black
Dimensions 210 (W) × 44 (H) × 200.9 (D)mm
Weight 640g (unit only)
Accessories AC adaptor × 1, Power cord (2 m) × 1, 

BNC plug-tp-BNC plug cord (50cm) × 1, Rubber foot × 4 

Model No. IR-200BC 충전기

Power Source AC mains 50/60Hz (supplied from the accessory AC adaptor)
Current Consumption Max. 2 A
Charging Time Max. 3 hours
Number of Wireless  

microphone to be 

charged simultaneously 

 

 

2 pieces*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Operating Humidity 30% to 85% RH
Finish Case : ABS resin, metallic gray, 50% gloss,paint, 

Microphone receptacle section : PPE resin, black 

Dimensions 238 (W) × 109.5 (H) × 98 (D)mm
Weight 635 g (charger with the mounting adapters attached)
Accessories AC adaptor (DC cord length: 1.5m) × 1, Power cord (2 m) × 1, 

Mounting adapter (pre-installed) × 2 

* Using the mounting adapter allows one each of the IR-200M and IR-300M to be charged in combination.

Wireless 
Microphone

Model No. PM-660 
Paging Microphone

PM-660D 
Paging Microphone

PM-660U 
Paging Microphone

EC-100M 
Chime Microphone

Type Dynamic (moving coil) Dynamic
Polar Pattern Unidirectional
Rated Impedance 600 ohms, unbalanced
Output Level –58dB (1kHz, 0dB=1V/pa)
Frequency Range 100 – 10,000Hz 200 – 10,000Hz
Output ø4.5, 2-condactor shielded cable 

(2.5m) 
with stereo phone plug

ø5.0, 4-conductor (2-core 
shielded) cable 
(2.5m) with 5-pin DIN plug

ø5.0, 4-conductor (2-core shielde  
d) cable 
(2.5m) without plug

Chime Signal; –45dB*, 600 ohms 
unbalanced (chime volume 
control set to maximun 
position)/Microphone; –53dB, 600 
ohms unbalanced 
(1kHz, 0dB=1V/Pa)

Switch 1-push-to-talk switch, 1-locking lever, short-off type
Chime Tones —   —   —   Ascendimg and descending 

4-tone 
chime/Frequencies; 442, 553, 660 
and 883Hz

Dimensions 100 (W) × 215 (H) × 150 (D) mm 100 (W) × 215 (H) × 150 (D) mm 100 (W) × 215 (H) × 150 (D) mm 112 (W) × 293 (H) × 150 (D) mm
Weight 440g (cord excluded) 440g (cord excluded) 440g (cord excluded) 770g
Finish Microphone head; Zinc plated 

steel wire,
baked paint, gray/Main unit; ABS 
resin, gray

Microphone head; Zinc plated 
steel wire,
baked paint, gray/Main unit; ABS 
resin, gray

Microphone head; Zinc plated 
steel wire,
baked paint, gray/Main unit; ABS 
resin, gray

Case: Zic die casting, 
metallic gold

Model No.
DM-1200 

Unidirectional 
Microphone

DM-1300 
Unidirectional 

Microphone

DM-1500 
Unidirectional 

Microphone

PM-120 
Unidirectional Paging 

Microphone
Type Moving coil microphone 

(Dynamic microphone)
Moving coil microphone

Directivity Unidirectional
Rated Impedance 600 ohms, unbalanced 250ohms, undalanced
Rated Sensitivity 
(1kHz 0dB=1V/Pa)

–55dB –54dB –56dB –56dB (1kHz, 0dB = 1V/Pa)

Frequency Response 50 – 12,000Hz 70 – 15,000Hz 500 – 12,000 ohms
Connection Cable 1-core shielded cable 1-core shielded cable, 

unbalanced
2-core shielded cable, 
unbalanced

Coiled cable ø6 × 2.5m (at a max. 
extended 
length)

Cable Length 10m —   
Talk swich Short-off, slide switch Push-to-talk switch
Terminal of Cable 1/4" unbalanced phone plug Phone plug — 
Dimensions ø39.5 × 163mm ø51 × 170mm ø40.5 – 6.81mm 46 (W) × 157 (H) × 33 (D) mm
Weight 298g without connection cable) 245g (without connection cable) 280g (without connection cable) 230g
Finish Body; Zinc-diecast, Metallic gray/

Head;
Diecast aluminum, zinc plated 
steel wire, Metallic gray

Body; Die-cast, zinc, metallic gray, 
paint/
Head; Steel/zinc-plated steel wire, 
metallic gray, paint

Body; Die-cast, zinc (metallic 
gold)/
Head; Brass/zinc plated steel wire 
(etallic gold)

Front: ABS resin, matte, 
champagne gold/
Rear: ABS resin, matte, black

Wired Microphone 

Desktop Type

Handheld Type

IR-702T

IR-700D

IR-200BC

무선 적외선 튜너

무선 적외선 디스트리뷰터

충전기

탁상형

손잡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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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k Stands

Optional Accessories

Goosnecks

YM-1J

YP-1AF

YM-3CF

YP-1BF

YM-3CM 

YS-11A 

W
ired

M
icro

p
h

o
n

e

W
ired

M
icro

p
h

o
n

e

Model No. DM-524B 
Fixed Lo-Z Gooseneck Microphone

DM-524S 
Fixed Lo-Z Gooseneck Microphone with Switch

Type Moving coil microphone
Polar Pattern Cardioid pattern
Rated Impedance 600 ohms, balanced
Rated Sensitivity –56dB (1kHz, 0dB=1V/Pa)
Frequency Range 100 – 10,000Hz
Mounting Fixed with male connector
Built-in Connector ø21 3-pin connector (equivalent 

to BTS 21P3B)
Required Mating Connector ø21 3-pin connector 

receptable (equivalent to BTS 21R3A)
Dimensions ø40 × 532mm ø40 × 557mm
Weight 465g 475g

ST-800 
For EM-800

ST-73A 
For DM-524B/524S

ST-65A ST-66A

Input Connector: XLR-3-31 equivalent • Output Receptacle: Equivalent to XLR-
3-14

• Height: 120 – 175mm • Height: 225 – 340mm

Output Connector: XLR-3-32 equivalent • Input Receptacle: BTS21R3A • W5/16" thread (thread adapter), • W5/16" thread (thread adapter),
Finish: Die-cast zinc, black, mat finish, 
paint

– W5/8 thread (inner pipe) W5/8 thread (inner pipe)

Dimensions: 115 (W) × 40 (H) × 124 
(D)mm

Dimensions: 115 (W) × 40 (H) × 124 
(D)mm

• Clip type microphone holder (W5/16" 
thread)

• Clip type microphone holder (W5/16" 
thread)

Weight: 715g Weight: 2.3g Weight: 1kg (without accessory) Weight: 1.1kg (without accessory)

Wired
Microphone

Model No.
EM-800 

Gooseneck Microphone
EM-600 

Flush-Mount Boundary 
Microphone

EM-700 
Boundary Microphone

EM-410 
Lavalier Microphone

Type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Polar Pattern Cardioid Omnidirectional Cardioid Hypercardioid
Rated Impedance 120 ohms, balanced
Rated Sensitivity –35 dB (1kHz 0dB = 1V/Pa) –36 dB (1kHz 0 dB = 1V/Pa) –33 dB (1k Hz 0 dB = 1 V/Pa) –47dB (1kHz 0dB = 1V/Pa)
Phantom Power 9 – 52V DC
Frequency Response 60 – 20,000Hz 30 – 20,000Hz 35 – 20,000Hz 100 – 15,000Hz
Output Connector XLR-3-12 equivalent XLR-3-12 equivalent Blanced-phone plug

Cable Length —   —   7.5m 5.0m (16.4 ft)
Dimensions ø12 × 420mm ø28 × 68mm 83 (W) × 23 (H) × 83 (D)mm 

(cord excluded)
ø8.9 × 28.6mm (cord excluded)

Weight 135g 85g 290g 100g
Finish Body, Shaft: Copper alloy, black, 

semi-gloss, paint
Body: Steel, white, semi-gloss, 
paint/Head:
Zinc-plated steel wire, white, 
semi-gloss, paint

Body: Die-cast aluminum, black, 
mat finish,
paint/Punched net: Surface-
treated steel plate,
black, mat finish, pain

Body: Copper alloy, black, semi-
gloss, paint

Handheld Type ST-506 ST-507 YM-121
• Length: 15cm. • Length: 30cm. • Length: 36.7cm.
• 5/16” thread (male, female). • 5/16” thread (male, female) • Flexible shaft for ST-73.

— — • Input Receptable: Equivalent to 
XLR-3-11C.

— — • Output Receptable: BTS21P3B 
(3-pin).

Microphone Connectors

ST-321B 
Floor Microphone Stand 

with Boom

ST-322B 
Floor Microphone Stand

ST-303A 
Floor Microphone Stand

ST-304A 
Floor Microphone Stand

Enlarged Extensible Length: 1045 
–1706mm

Enlarged Extensible Length: 971 
–1627mm

Enlarged Extensible Length: 940 
–1600mm

Enlarged Extensible Length: 865 
–1530mm

Boom Enlarged Extensible Length: 53 
–660mm

Mounting Screw: NS5/8 (pipe thread), 
U5/16 (adapter)

Mounting Screw: NS5/8 (pipe thread), 
U5/16 (adapter)

Mounting Screw: NS5/8 (pipe thread), 
U5/16 (adapter)

Mounting Screw: NS5/8 (pipe thread), 
U5/16 (adapter)

Finish: Steel pipe for general use, black, 
mat finish,

Finish: Steel pipe for general use, 
chrome plating

Finish: Outer pipe: Steel pipe for 
general use, semigloss,

Finish: Steel pipe for general use, black, 
mat finish,

paint Weight: 1.7kg paint

paint Weight: 2.2kg Accessory: Thread adapter × 1 Inner pipe: Steel pipe for general use, 
chrome plating

Weight: 2.9kg Accessory: Thread adapter × 1 Base: Iron casting, black, semi-gloss, 
paint

Accessory: Thread adapter × 1 Weight: 3.6kg
Accessory: Thread adapter × 1

Microphone Connectors YM-1J 
Double Pole Jack 

YM-3CF 
XLM-3-31PCH-R  Connector.

YM-3CM 
XLM-3-32PCH-R  Connector.

Connector:Jack: Double pole 
jack

Connector: XLM-3-31PCH-R Connector: XLM-3-32PCH-R

— Current Capacity: 3A AC Current Capacity: 3A (AC)
Usable Cable: Microphone vinyl 
cable with sectional

Usable Cable: Microphone vinyl 
cable with sectional

Usable Cable: Microphone vinyl 
cable with sectional

areas of 0.75 – 2.0mm2 areas of 0.75 – 2.0mm2 areas of 0.75 – 2.0mm2
Usable Plate: YP-1AF Usable Plate: YP-1AF Usable Plate: YP-1AF
Usable Plug: Single or double 
pole plug

Usable Plug: XLR-3-12C Usable Plug: XLR-3-11C

Finish: Cover; ABS resin (off-
white)/

Finish: Cover; ABS resin (off-
white)/

Finish: Cover; ABS resin (off-
white)/

Frame; Steel plates (11.2) Frame; Steel plates (11.2) Frame; Steel plates (11.2)
Dimensions: 45 (W) × 110 (H) 
× 48.1 (D) mm

Dimensions: 45 (W) × 110 (H) 
× 53 (D) mm

Dimensions: 45 (W) × 110 (H) 
× 52 (D) mm

Weight: 75g Weight: 95g Weight: 95g 
Accessory: Screw (M4 × 35) × 2 Accessory: Screw (M4 × 35) × 2 Accessory: Screw (M4 × 35) × 2

Plates /Box
YP-1AF 

Cover Plate
YP-1BF 

Blank Plate
YS-11A 

Wall Mounting Box
◦ Cover plate for YM-1J, YM-
3CF and YM-3CM.

◦ Cover plate

Finish: Aluminum hairline Finish: Aluminum hairline Finish: High-impact sterol resin, 
Milky white

Dimensions: 70 (W) × 120 (H) 
× 6 (D) mm

Dimensions: 70 (W) × 120 (H) 
× 6 (D) mm

Dimensions: 70 (W) × 120 (H) 
× 40 (D) mm

Weight: 25g Weight: 50g Weight: 60g

손잡이형

옵션 액세사리

탁상용 스탠드

구즈넥

마이크로폰 커넥터

마이크로폰 커넥터

플레이트 /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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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No.
ER-1203 
(4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s

ER-1206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

ER-1206W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 with Whistle

ER-1206S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 with Siren

Power Source R6P (AA) × 4 (6V DC) R6P (AA) × 6 (9V DC) or R6P (AA) 
× 4 
(6V DC)

R6P (AA) × 6 (9V DC) or R6P (AA) 
× 4 
with battery spacer (6V DC)

R6P (AA) × 6 (9V DC) or R6P (AA) 
× 4 
with battery spacer (6V DC)

Dimensions 137 (W) × 257.8 (H) × 210 (D)mm 154 (W) × 266 (H) × 250 (D)mm 154 (W) × 266 (H) × 250 (D)mm 154 (W) × 266 (H) × 250 (D)mm
Weight 610g (without batteries) 660g (without batteries) 680g (without batteries) 680g (without batteries)
Finish Horn; ASA resin, clear dark gray/

Other; ASA
resin, dark gray/Strap; Nylon, black

Horn; ASA resin, clear dark gray/
Other; ASA
resin, dark glay/Strap; Nylon, black

Horn; ASA resin, clear dark gray/
Other; ASA
resin, yellow/Strap; Nylon, black

Horn; ASA resin, clear red/Other; 
ASA resin,
red/Strap; Nylon, black

Model No.

ER-520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

ER-520W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 with 
Whistle

ER-520S 
(10W max.) 
Hand Grip Type 
Megaphone with 
Siren

ER-1215 (23W max.) 
Hand Grip Type Mega-
phone

ER-1215S (23W max.) 
Hand Grip Type Mega-
phone ith Siren

ER-3215 (23W max.) 
Hand Grip Type Mega-
phone

Power Source R6P (AA) × 8 (12V DC) R14P (C) × 6 (9V DC)
Dimensions 160 (W) × 256 (H) × 260 (D)mm 210 (W) × 291 (H) × 346 (D)mm 210 (W) × 291 (H) × 

381 (D)mm
Weight 620g (without batter-

ies)
650g (without batteries) 1.1kg (without batter-

ies)
1.2kg (without batter-
ies)

Body: 1.15kg (without 
microphone and 
batteries)/Microphone: 
150g

Finish Horn; ABS resin, light 
gray/Handle, mouth 
and
others; ABS resin, gray/
Strap; Tetoron, black

Horn; ABS resin, light 
gray/Handle, mouth 
and
others; ABS resin, gray/
Strap; Tetoron, black

Horn, mouth and 
handle; ABS resin, red/
Handle, mouth and 
others; ABS resin, gray/
Strap;Tetoron, black

Horn; ABS rein, light 
gray/Other; ABS
rein, gray/Strap; Nylon, 
black

Horn, mouth, battery 
case and handle;
ABS resin, red//Strap; 
Nylon, black

Horn; ABS resin, light 
gray/Microphone
and other; ABS resin, 
gray/Strap; Nylon, 
black

Model No.
ER-2215 (23W max.) 
Shoulder Type Megaphone

ER-2215W (23W max.) 
Shoulder Type Megaphone 
with Whistle

ER-2230W (45W max.) 
Shoulder Type Megaphone 
with Whistle

Power Source R14P (C) × 6 (9V DC) Battery: R20P (D) × 10 (15V DC)/ 
External Power: 12V DC Battery

Dimensions ø210 × 336mm ø351 × 512mm
Weight Body: 1.1kg (without microphone and 

batteries)/Microphone: 150g
Body: 1.1kg (without microphone and 
batteries)/Microphone: 150g

Body: 3.6kg (without microphone and 
batteries)/Microphone: 150g

Waterproof Hand Grip Type Megaphones

Hand Grip Type Megaphones

Model No.
ER-604W 
(10W max.) 
Compact Power 
Megaphone

Power Source R6P battery x 8 (12 V DC)
Dimensions 102 (W) × 258 (H) × 216 (D) mm
Weight 1.6 kg (without batteries)

Model No. ER-1000 Personal PA System 
Power Source R6P battery x 8 (12 V DC)
Dimensions 133 (W) × 96 (H) × 222 (D) mm (5.24” × 3.78” × 8.74”) (belt excluded)
Weight Main PA unit,

Headset microphone: 50 g, Extension belt: 40 g 

ST-16A
Optional Speaker 
Stand

W
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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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Grip Type Megaphone

Shoulder Type Megaphones and Accessories

Megaphone

MEGA TALK series

Hands free Megaphones

손잡이형 메가폰 ( 방습 )

메가 토크 시리즈

핸즈프리 메가폰

손잡이형 메가폰

손잡이형 메가폰

숄더형 메폰과 액세사리



NX-100 NX-100S

전원입력 AC 어댑터 또는 DC 24V AC 어댑터 only

RS-232C 포트 Yes No

입력시그널 LED No Yes

입력피크레벨 LED No Yes

팬텀파워공급장치 No Yes

             IPv6- 호환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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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등급의 NX-100 과 경제적인 가격의 네트워크 어댑터는 네트워크 (LAN 과 인터넷 ) 를 이용한 

실시간 고품질 오디오 시그널 전송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공통된 특성과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

고품질 오디오 시그널 , IP 네트워크를 통한 실시간 전송

오디오 시그널 품질 , 50 Hz~14 kHz 의 광역 주파수 대역에서 고충실도 (High Fidelity) 유지

다중 전송모드 사용가능 - LAN 과 전용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한 오디오 전송 가능

음성패킷손실복구 및 표본 주파수 보정 기능 탑재

사용범위가 확장된 동시 멀티 - 로케이션 방송 및 양방향 통신기능

8 채널 접점 입 / 출력 제공 . 

NX-100 의 RS-232C 포트 이용 , 원격지로 그리고 원격지로부터 시리얼 데이터 전송 가능

소프트웨어 - 구동 조작 혹은 입력터미널을 통한 조작

셋업 소프트웨어 또는 웹브라우져 이용한 간편한 셋업과 유지관리

NX-100S 만의 특성

IP 네트워크 이용 , 간편한 실시간 오디오 전송

동시 다중위치 방송 및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본사로부터 복수의 지사에 동시 방송할 때의 시스템 예

시스템 응용 예

철도 무인역 자동안내방송 집중관리

무인역에 자동 안내방송 본사에서 지정된 장소로 전송

디지털 방송기기

본사에서 지사로 , 본점에서 전 체인점으로 동시방송

Expample Expample

CD 플레이어 ,BGM 과 
미리 녹음된 내용

Model No. NX-100S NX-100
Power Source AC adapter AD-246 (optional ) 

or the equivalent
24V DC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or AC adapter AD-246 (optional ) or the equivalent

Current Consumption 7W (when AD-246 (optional) is used) 200mA (DC operation)
Audio Input 1 channel (transformer-isolated), 

–58dB* to 0dB*, 
balanced (MIC/LINE changeable 
volume adjustable with volume control), 
2k Ω ,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phantom power supply (24V, can be set with the switch)

1 channel (transformer-isolated), 
–58dB* to 0dB* 
balanced (MIC/LINE changeable 
volume adjustable with volume control), 
2k Ω ,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Audio Output 1 channel (transformer-isolated), balanced, 600 Ω , 
removable terminal block (3 pins)

Frequency Response 50 – 14,000Hz (when sampling frequency is 32kHz)
Distortion Under 0.3% (1kHz, when sampling frequency is 32kHz)
Control Input 8 channels, no-voltage make contact input, open voltage: 12V DC, 

short-circuit current: 10mA, removable terminal block (9 pins)
Control Output 8 channels, open collector output (polarised), withstand voltage: 30V DC, 

control current: 50mA max., removable terminal block (9 pins)
Network I/F 10BASE-T/100BASE-TX, Auto-Negotiation
Network Protocol TCP, UDP, ARP, ICMP, HTTP, RTP, IGMP
Audio packet 

Transmission System

Unicast (up to 4 simultaneous transmissions), 
Multicast (up to 64 simultaneous transmissions)

Operating Temperature 0°C to +40°C 0°C to +50°C (0°C to +40°C when 
AC adapter is in use)

Operating Humidity Under 90% RH (no dew condensation should be produced)
Finish Steel plate, black, 30% gloss
Dimensions 210 (W) × 44.7 (H) × 188 (D)mm
Weight 1.2kg
Accessory Bracket mounting screw × 8, CD (PC Installation & 

Operation software programes, Instruction manuals) × 1, 
Power supply removable terminal plug (3 pins) × 1, 
Audio I/O removable terminal plug (3 pins) × 2, Control I/
O removable terminal plug (9 pins) × 2, RS-232C connector 
cover × 1 

Bracket mounting screw × 8, CD (PC Installation & 
Operation software programes, Instruction manuals) × 1, 
Audio I/O removable terminal plug (3 pins) × 2, Control I/O 
removable terminal plug (9 pins) × 2, Ferrite clamp × 1

Option Rack mounting bracket: MB-15B-BK (for one NX-100/NX-100S unit) 
MB-15B-J (for two NX-100/NX-100S units) 

AC adapter: AD-246

Note: When you need the AC adapter, be sure to consult your TOA dea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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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work Audio

NX-100/NX-100S
네트워크 오디오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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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사례 No.5

외부 입력기기는 물론 마스터 스테이션에서도 PA 기기로 또는 각 스테이션 스피커로 페이징을 행할 수 
있고 , 셋업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최대 192 개의 페이징존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스테이션이 N-8540DS 또는 n-8050DS 도어 스테이션의 접점출력을 통하여 도어락 컨트롤을 
실행할 수 있다 .

N-8000MI 는 텔리폰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어 , 각각의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는 음성신호 최대 2 개
까지 PBX( 텔리폰 교환기 ) 로부터 송 /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스테이션과 도어 스테이션 스피커로 N-8000MI 에 연결된 8 개의 모든 BGM 음원으로부터 음
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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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LAN

WAN

보령공장

부평공장

청라도(연구소)

창원공장

군산공장

NX-100 Amplifier

NX-100

NX-100

NX-100

VX-2000

VX-2000

VX-2000SF

VX-2000SF

VP-2064

VP-2064

VP-2064

VP-2122

VP-2122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PC-1869

VP-2122

VP-2122

VP-2122

Amplifier

NX-100 Amplifier

NX-100 Amplifier

부평공장은 지엠대우의 주력공장입니다 . 1962 년 자동차 조립공장 , 1971 년 엔

진공장을 준공한 부평공장은 국내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공장으로서 85 년 세계 7 번째로 디젤승용차 생산 86 년 월

드카 르망 생산에 이어 1993 년 아시아 업계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한국자동차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평공장은 젠트라 , 토스카 , 윈스톰을 생산하는 승용 1, 2 공장과 엔진 및 변속

기를 생산하는 엔진구동 공장 및 KD 수출을 위한 KD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 

 PA 시스템은 VX-2000 을 추축으로 설비되었고 , 각 공장 연동장비는 NX-

100( 네트워크아답터 ) 로 고정 IP 를 부여하면 어느 장소나 오디오 신호를 전송하

는 장비이다 . 메인 시스템과 각 공장 장비연동은 NX-100 으로 연동하며 , 지방

공장과도 연동이 가능하다 . 

GM DAEWOO 부평공장 

Network
Audio

IP Intercom

N-8000 Series 
IP Intercom System

N-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의 주요 특징 .

페이징

외부 시스템의 
원격 제어

전화 연결

BGM 방송

N-8500MS

IP 마스터 스테이션

N -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

공중전화 라인

N -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

N -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

N -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

N -8000MI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

N -8000EX / N -8010EX

IP 인터콤 교환기

N -8000EX / N -8010EX

IP 인터콤 교환기

N -8000EX / N -8010EX

IP 인터콤 교환기

PA 앰프

PA 앰프

스테이션

스피커

스피커

게이트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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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Line Connection Sixteen-station capacity

Stations connect to exchange via twisted pair cable
Speech links: 4 internal/8 external

Paging output Two ausio paging outputs
Two relay outputs

Dimentions 420 (W) × 44.3 (H) × 349 (D)mm (16.54" × 1.74" × 13.75")
Weight 4.2kg (9.26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N-8000EX 

N-8000AF 

N-8010EX 

N-8000MI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Audio  In/Out One MIC/LINE audio line input

One audio line output
Control  In/Out Eight contact inputs

Eight contact outputs
Time Sync Input One input

Built-in timer and chime
Dimentions 210 (W) × 44.3 (H) × 267 (D)mm (8.27" × 1.74" × 10.51")
Weight 1.7kg (3.75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Line Connection Sixteen-station capacity

Stations connect to exchange via twisted pair cable
Speech links: 1 internal/2 external

Dimentions 420 (W) × 44.3 (H) × 349 (D)mm (16.54" × 1.74" × 13.75")
Weight 4.2kg (9.26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Audio  In/Out Audio Inputs for BGM, External Tone or Paging

Two audio line inputs (0 dBV) with two trigger inputs
Two audio line outputs (0 dBV) with two relay outputs

Control  In/Out Contact Bridge
Sixteen contact inputs
Sixteen relay outputs

PBX I/F Telephone Interface (E&M type), two channels
Dimentions 420 (W) × 44.3 (H) × 239.5 (D)mm (16.54" × 1.74" × 9.43")
Weight 2.8kg (6.17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N-8000 은 패킷음성기술 *1 을 이용하는 IP 네트워크 - 호환 인터콤 시스템입니다 .

로컬 네트워크 (LAN), 광대역통신망 (WAN*2) 또는 광섬유통신망 (optical fiber network) 을 연결하여 구내 또는 광역 

정보통신의 최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N-8000 은 스테이션 간의 양방향 통화와 페이징은 물론 정규방송 및 BGM 방송까지도 가능한 통신시스템 입니다 .

에코 - 캔셀링 기술을 이용하여 통화중 하울링과 에코를 막을 수 있으며 , 스테이션간 핸즈 - 프리 양방향 통신도 가능합

니다 .

뿐만 아니라 멀티 - 인터페이스 기기에 접속하면 작동거리에 아무런 제약없이 폭넓게 시스템을 활용하여 , 기존 구내 인

터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출입관리를 위한 도어 원격조작 또는 감시 카메라까지 연동할 수 있습니다 .

*1 패킷음성기술 (Packet Audio Technology): 실시간 고품질 음성 및 음악 전송이 가능한 IP 네트워크 이용 기술
*2 인터넷 연결의 경우 , 글로벌 고정 IP 주소 할당이 필요합니다 .

N-8000AL 

N-8000DI 

N-8000CO 

N-8000RS 

N-8010RS 

N-8400R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Connection 
Capability

Up to 16 substations connectable using two pairs of
twisted pair cables

Dimentions 420 (W) × 44.3 (H) × 325.5 (D)mm (16.54" × 1.74" × 
12.81")

Weight 4kg (8.82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Connection 
Capability

Up to 16 substations connectable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Speech links: 2

Dimentions 420 (W) × 44.3 (H) × 325.5 (D)mm
Weight 3.8kg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Connection 
Capability

Up to 16 substations connectable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Speech links: 2

Dimentions 420 (W) × 44.3 (H) × 349 (D)mm (16.54" × 1.74" × 13.75")
Weight 4.2kg (9.26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Line Connection Analog central office line circuit allowing the stations to 

make and
receive calls to and from the telephone line, DTMF signal

Dimentions 210 (W) × 44.3 (H) × 267 (D)mm (8.27" × 1.74" × 10.51")
Weight 1.7kg (3.75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Control In/Out 32 contact inputs

32 contact outputs
Dimentions 420 (W) × 44.3 (H) × 267 (D)mm
Weight 2.8kg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Power Source AC  Mains, 50/60 Hz
Network I/F 10/100 Base-TX Ethernet network connection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Line Connection Single telephone line allowing an analog telephone to be 

connected, DTMF
Dimentions 210 (W) × 44.3 (H) × 267 (D)mm (8.27" × 1.74" × 10.51")
Weight 1.7kg (3.75 lb)
Finish Pre-co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IP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텔리폰 인터페이스 유닛

다이렉트 셀렉트 유닛

C/O 인터페이스 유닛

서브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유닛

서브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유닛

서브 스테이션 
인터페이스 유닛

IP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멀티 인터페이스 유닛

오디오 인터페이스 유닛

* 내부 : 4 스피치 링크
* 외부 : 8 스피치 링크
* 최대 16 대의 N-8000 시리즈 스테이션 연결가능
* PA 페이징용 2 개의 출력이 특징
* 스테이션간 핸즈프리 대화 가능
* 네트워킹 인터페이스를 장착하고 있어 , 가외의 네트워크교환기를 이용하면 네트워
크를 통하여 최대 80 대의 교환기 연결
* EIA 표준랙 (1-unit 크기 ) 또는 부속 브라켓 이용 벽에 마운트 가능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접점입 / 출력 컨트롤 기능으로 전자적 락 시스템 또는 CCTV 감시 시스템과 연동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스피치 링크 : 1 개의 외부 링크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스피치 링크 : 1 개의 외부 링크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내부 : 1 스피치 링크
  * 외부 : 2 스피치 링크

* TOA 의 패킷인터콤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멀티 - 인터페이스 유닛
* 패킷 오디오 기술을 채용
* 멀티 - 인터페이스 유닛을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 멀티 - 인터페이스와 IP 인
터콤 교환기 또는 기타 멀티 - 인터페이스 유닛간에 설치하여 이상적인 사내 또는 광
역 정보통신용 시스템으로 사용
* 접점입 / 출력 컨트롤을 이용하여 접점 브릿지 기능 실현
* EXES-2000 인터콤 시스템 또는 EXES-6000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Tie-line 
기능
* 전체 80 대의 멀티 - 인터페이스 유닛과 IP 인터콤 교환기 네트워크 연결
* EIA 표준랙 (1-unit 크기 ) 또는 부속 브라켓 이용 벽에 마운트 가능

*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교환기 , IP 스테이션 및 다양한 인터페이
스 유닛 분배
* 기존 로컬네트워크 (LAN) 또는 광역망 (WAN) 에 접속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접점입 / 출력 컨트롤 기능으로 전자적 락 시스템 또는 CCTV 감시 시스템과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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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Intercom Exchanges

Multi Interface Unit

Audio Interface Unit

TOA N-8000 패킷 인터콤 시스템이 
정보통신의 새 장을 엽니다 . Telephone Interface Unit

C/O Interface Unit

Sub-StationInterface Units

Direct Selec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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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ource 48V DC (supplied from the network intercom exchange)
Speech Method Handset or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Connection Two-wire connection to N-8000EX or N-8010EX Exchange
Display Alphanumeric LCD display (32 character)
Function keys Eight user-programmable speed dial keys
Headset terminal Speaker: 3mW, 32 ohms/Microphone: –49dB*, ø3.5mm mini 

jack
External speaker 
terminal

 0.6W, 8 ohms, screwless connector (2P)

Option Optional wall-mount bracket, model YC-280
Dimensions 148 (W) × 208 (H) × 70.5 (D)mm (excluding a curly cord 

section)
Weight 737 g
Finish Body, Handest: ABS resin, gray

N-8000MS 
Multifunctional 
Master Station

N-8010MS 
Standard 
Master Station

N-8011MS 
Standard Hands-Free 
Master Station

N-8020MS 
Industrial-Use 
Master Station

N-8031MS 
Flush-Mount 
Hands-Free 
Master Station

Power Source 48V DC (supplied from the network intercom exchange)
Speech Method Handset or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Connection Two-wire connection to N-8000EX or N-8010EX Exchange
Option Optional wall-mount bracket, model YC-280
Dimensions 148 (W) × 208 (H) × 70.5 (D)mm (5.83” × 8.19” × 2.78”)

(excluding a curly cord section)
Weight 700 g 
Finish Body, Handest: ABS resin, gray

Power Source 48V DC (supplied from the network intercom exchange)
Speech Method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Connection Two-wire connection to N-8000EX or N-8010EX Exchange

Headset terminal
External speaker terminal (0.6 W / 8 ohms)

Option Optional wall-mount bracket, model YC-290
Dimensions 92 (W) × 195 (H) × 56.1 (D)mm (3.62" × 7.68" × 2.21")
Weight 400g 
Finish Body: ABS resin, gray

Power Source 48V DC (supplied from the network intercom exchange)
Construction Heavy duty dustproof and waterproof construction (IP54 

rating)
Connection Two-wire connection to N-8000EX or N-8010EX Exchange
Speech Method Handset or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Output External speaker terminal (0.6 W / 8 ohms)

Control output
Option Optional wall-mount bracket, model YC-280
Dimensions 170 (W) × 220 (H) × 97.8 (D)mm (6.69" × 8.66" × 3.85")

(excluding a curly cord section)
Weight 1kg
Finish Body, Handest: ABS resin, gray

Power Source 48V DC (supplied from the network intercom exchange)
Connection Two-wire connection to N-8000EX or N-8010EX Exchange
Speech Method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External dial inputs Non-voltage control input
Output Optional Handset, model RS-191

Optional flush-mount back-box, model YC-241
Optional surface-mount back-box, model YC-251
Also available as PCB assy., model N-8031SB

Dimensions 115 (W) × 254 (H) × 54.6 (D)mm (4.53" × 10.0" × 2.15")
Weight 850g 
Finish Panel: Stainless steel (SUS304), hairline

N-8510MS 
IP Standard 
Master Station

N-8640MS 
IP Door Station

N-8600MS 
IP Standard 
Master Station

Speech Method Handset or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Network I/F Connects directly to network (10/100Base TX)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Power Source Power-over-Ethernet compatible or optional power supply, 

model 
AD-1210P

Connection Two RJ-45 network connectors (one for network, one for PC)
Option Contact input terminal

Optional wall-mount bracket, model YC-280
Dimensions 148 (W) × 208 (H) × 70.5 (D)mm (excluding a curly cord 

section)
Weight 740 g 
Finish Body, Handest: ABS resin, gray

Speech Method Handset or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Network I/F Connects directly to network (10/100Base TX)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Power Source Power-over-Ethernet compatible or optional power supply, 

model
AD-1215P

Connection Two RJ-45 network connectors (one for network, one for PC)
Display Alphanumeric LCD display (32 character)
Function Keys Eight user-programmable speed dial keys
Headset terminal Speaker: 3mW, 32 ohms, Microphone: –49dB
External speaker 
terminal

 (0.5 W / 8 ohms)

Option  wall-mount bracket, model YC-280
Dimensions 148 (W) × 208 (H) × 70.5 (D)mm (excluding a curly cord 

section)
Weight 710g 
Finish Body, Handest: ABS resin, gray

Speech Method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Network I/F Connects directly to network (10/100Base TX)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Power Source Power-over-Ethernet compatible or optional power supply, 

model 
AD-1215P

Dust/Water 
Protection

IP65 rated

Applicable Box Optional flush-mount back-box, model YC-150
Optional surface-mount back-box, model YS-13A

Dimensions 115 (W) × 162 (H) × 58.5 (D)mm 
Weight 780g 
Finish Panel: Stainless steel (SUS304), hairline/Call button: Metal

N-8540DS 
IP Door Station

Speech Method Hands-free duplex communication
Network I/F Connects directly to network (10/100Base TX)

Occupies one network node (192 max.)
Power Source Power-over-Ethernet compatible or optional power supply, 

model AD-1210P
Dust/Water 
Protection

IP54 rated

Applicable Box Optional flush-mount back-box, model YC-150
Optional surface-mount back-box, model YS-13A

Dimensions 115 (W) × 162 (H) × 55.1 (D)mm 
Weight 700g
Finish Panel: Stainless steel (SUS304), hairline/Call button: Metal

RS-191
Option Handset

*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연결용
* 고음질의 핸즈프리 또는 핸드셋 통화
* 다기능 마스터 스테이션으로서 LCD 디스플레이
* 원 - 터치 다이얼링이 가능한  오토 - 다이얼러 기
능 , 헤드셋 터미널 및 외부 스피커 터미널
* YC-280 월 마운팅 브라켓 이용 , 월 마운트 가능

* 와이드 밴드를 통한 스테이션간 명료한 통화
* Echo Cancellation 기능으로 핸즈프리 duplex 
conversation 가능 ( 양당사자의 핸드셋 사용없이 통
화 )
* 기존 로컬망 (LAN) 또는 광역망 접속 가능 (WAN)
하고 작동거리 제한없이 광통신망 접속용이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와 인터넷 브라우저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PoE (Power over Ethernet) switching hub 에 연결하여 AC 어댑터 사용 불필요

* 와이드 밴드를 통한 스테이션간 명료한 통화
* Echo Cancellation 기능으로 핸즈프리 duplex 
conversation 가능 ( 양당사자의 핸드셋 사용없이 통
화 )
* 기존 로컬망 (LAN) 또는 광역망 접속 가능 (WAN)
하고 작동거리 제한없이 광통신망 접속용이
* 전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PC 로 중앙제어
* PC 웹 브라우저 상에서 시스템 유지관리 ( 운영로그와 라인관리 검사 )
* PoE (Power over Ethernet) 기능을 갖춘 switching hub 에 연결하여 AC 어댑터 
사용 불필요

*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연결용
* 고음질의 핸즈프리 또는 핸드셋 통화
* 다기능 마스터 스테이션으로서 LCD 디스플레이
* 원 - 터치 다이얼링이 가능한  오토 - 다이얼러 기
능 , 헤드셋 터미널 및 외부 스피커 터미널
* YC-280 월 마운팅 브라켓 이용 , 월 마운트 가능

* 패킷오디오 기술 채용 IP 도어스테이션
* N-8540DS 를 IP 네트워크에 연결 , IP 인터콤 교
환기에 연결된 N-8540DS 와 인터콤 스테이션간에 
또는 N-8540DS 와 다기능 마스터 스테이션간 고음
질의 핸즈프리 통화가능
* 네트워크 이용 , 멀티 인터페이스 유닛과 결합 사용
가능
* IP54 방수 및 방진 표준 충족
* 작동온도범위 :-10° C to 50° C

*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연결용 마스터 스테이션
* 고음질의 핸즈프리 또는 핸드셋 통화
* 옵션 YC-280 월 마운팅 브라켓 이용 , 월 마운트 
가능

*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연결용 마스터 스테이션
* 고음질의 핸즈프리 또는 핸드셋 통화
* 공간 - 절약형 설계로 , 표준 마스터 스테이션과 동
일한 기능 보유
* 옵션 YC-290 월 마운팅 브라켓 이용 , 월 마운트 가능

* 네트워크 인터콤 교환기 연결용 마스터 스테이션
* 고음질의 핸즈프리 또는 핸드셋 통화
* 방진 및 방수 구조
* 주변온도가 
* 10° C to +50° C 인 장소에서 사용가능 
* 산업용 스테이션으로 외부 스피커 연결 가능하고 접점출력으로부터 dial-in 인디
케이터용 컨트롤 시그널 적출 가능
* 옵션 YC-280 월 마운팅 브라켓 이용 , 월 마운트 가능

* 평면 또는 표면 마운트 마스터 스테이
션로서 , TOA 인터콤 교환기와 결합 사
용
* 고음질의 핸즈프리 통화 
* 외부 다이얼 입력 터미널에 풋스위치
(foot switch) 또는 기타 외부 스위치를 
연결 , 원터치 다이얼링 조작 가능
* 옵션 RS-191 을 결합하여 , 핸드셋 
통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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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Stations IP Master Stations

Door Stations

116(W) × 220 (H) × 70 (D)mm 
330g

마스터 스테이션 IP 마스터 스테이션

도어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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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형인 실내용 리모트 서브스테이션
( 등록된 마스터 스테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통화도 가능 )

실내 파손방지 (Vandal Resistant) 리모트 서브스테이션 
* 등록된 마스터 스테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통화도 가능
* 2-core shield cable 사용

* 등록된 마스터 스테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통화도 가능
* 인디케이터 램프와 컨트롤출력채널 탑재
* 2-core shield cable 사용

N-8400RS 4- 선 서브스테이션 인터페이스 유닛 연결용 서브스테이션

* 콜 버튼을 눌러 사전프로그램밍된 마스터스테이션을 콜하여 통화가능

옥내 파손방지형 (Vandal Resistant) IP 인터콤 서브스테이션

옥외 파손방지형 (Vandal Resistant) IP 인터콤 서브스테이션

옥외 파손방지 (Vandal Resistant) 리모트 서브스테이션 
* 등록된 마스터 스테이션을 불러올 수 있고 통화도 가능
* 2-core shield cable 사용

IP 인터콤 스위치 판넬

IP 인터콤 스위치 보드

IP 인터콤 스위치 판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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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15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airline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120 (W) × 120 (H) × 48.5 (D)mm 
410g 

RS-16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 -core
shielded cable
120 (W) × 120 (H) × 57.5 (D)mm 
540g

RS-17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Weather resistant conformal printed circuit board 
coating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120 (W) × 120 (H) × 57.5 (D)mm
540g 

RS-18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Red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Control output - open collector type for external
relay control
Weather resistant conformal printed circuit board 
coating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120 (W) × 120 (H) × 58.5 (D)mm 
570g 

RS-140 Switch Panel
Call button and privacy button
Talk back conversation
Prevents from in-coming call by pushing a privacy switch
Handset conversation available by using with RS-141
Hands-free conversation with master station by 
connecting  a high impedance speaker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70 (W) × 115(H) × 28.6 (D)mm 
80g

RS-45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airline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Built-in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onnects to N-8400RS using two pairs of twisted
pair cables
120 (W) × 120 (H) × 41.5 (D)mm 
510g

RS-46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Built-in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onnects to N-8400RS using two pairs of twisted
pair cables
120 (W) × 120 (H) × 49.5 (D)mm 
540g

RS-47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Dustproof and waterproof construction (IP54 rating)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Weather resistant conformal printed circuit board 
coating
Built-in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onnects to N-8400RS using two pairs of twisted
pair cables
120 (W) × 120 (H) × 49.5 (D)mm
550g 

RS-142 IP Intercom Switch Board
For 2 momentary switches
Handset conversation available by using with RS-141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30g

RS-143 IP Intercom Switch Panel
Call button
Handset conversation available by using with RS-141
Hands-free conversation with master station by 
connecting a high impedance speaker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70 (W) × 115(H) × 28.6 (D)mm 
80g

Substations and Optional Accessory

RS-481 Option Handset
Indoor handset used with RS-480 Substation
116(W) × 220 (H) × 71 (D)mm 
365g

RS-141 Option Handset
Indoor handset used with RS-140 Switch Panel
116(W) × 220 (H) × 71 (D)mm 
350g

RS-480 Substation
Provides half-duplex communication
Dustproof and waterproof construction (IP54 rating)
Heavy-duty brushed stainless steel faceplate
Red vandal resistant call button
Control output - open collector type for external relay control
Weather resistant conformal printed circuit board coating
Built-in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onnects to N-8400RS using two pairs of twisted pair cables
120 (W) × 120 (H) × 58.5 (D)mm
570g 

RS-144 IP Intercom Switch Panel
Emergency button and normal button
Handset conversation available by using with RS-141
Hands-free conversation with master station by 
connecting a high impedance speaker
Connects to N-8000RS/8010RS using two-core
shielded cable
70 (W) × 115 (H) × 28.6 (D)mm 
80g

YC-850 Wall Mount Bracket
Designed to mount N-8000RS, N-8010RS, N-8400RS, 
N-8000DI, N-8000AF, N-8000AL and N-8000CO 
interface units on a wal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451 (W) × 220 (H) × 10(D)mm

YC-280 Wall Mount Bracket
Designed to mount N-8000MS, N-8010MS, N-8020MS, 
N-8500MS and N-8510MS on a wall.
Surface-treated steel plate, black, 30% gloss
451 (W) × 220 (H) × 10(D)mm

YC-290 Wall Mount Bracket
Designed to mount N-8011MS on a wall
Surface-treated steel plate, gray, paint
64(W) × 131.5(H) × 31.8(D)mm

YC-251 Surface-Mount Back Box
Designed to mount N-8031MS 
Flush-mount Hands-free Master Station
on a wall.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124 (W) × 258.5(H) × 50.5(D)mm

YC-241 Flush-Mount Back Box
Designed to surface-mount N-8031MS Flush-mount 
Hands-free Master Station on a wall.
Colored chrome painting
276(W) × 119(H) × 67(D)mm

YC-150 Flush-Mount Back Box
Designed to flush-mount N-8050DS and N-8540DS 
Door Stations on a wall.
Zinc-plating
184 (W) × 119(H) × 57(D)mm

YC-801 Flush-Mount Box
Designed to flush-mount RS-140 Switch Panel on a 
wall.
Colored chrome painting
72(W) × 119(H) × 57(D)mm

YS-13A Surface-Mount Back Box
Designed to surface-mount N-8050DS and N-8540DS 
Door Stations on a wall.
Zinc-plating
163.5 (W) × 114.5(H) × 55 (D)mm

YC-802 Wall Mount Box
Designed to mount RS-140 Switch Panel on a wall.
Surface-treated steel plate, white
75(W) × 124(H) × 50.5(D)mm

YC-302 2-Gang Electrical Box
The YC-302 is a 2-Gang electrical box (with cover) of 
wall flush mount type.
SPHT, MFZn4 (glazed chromate)
Outlet box: 102 (W) × 102 (H) × 44(D)mm/
Cover: 106 (W) × 106 (H) × 13 (D)mm

AD-1215P AC Adapter
The AD-1215P is an AC adapter to operate the IP 
Station on AC.

Others

서브스테이션 / 옵션 액세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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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이미지 ( 공항 )

첫번째 숫자 : 이물질로부터의 보호 두번째 숫자: 물의 유입으로부터의 보호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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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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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X

보호되지 않음 보호되지 않음
Ф 50mm 또는 그 이상의 고형 

이믈질로부터의 보호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의 보호

Ф 12.5mm 또는 그 이상의 고형 

이물질로부터의 보호

인클로져가 최대 15° 기울어진 

경우 수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로부터의 보호

Ф 2.5mm 또는 그 이상의 고형 

이물질로부터의 보호

물보라로부터의 보호

Ф 1.0mm 또는 그 이상의 고형 

이물질로부터의 보호

물튀김으로부터의 보호

방진 물분사로부터의 보호

내진 강력한 물분사로부터의 보호

시험되지 않음 임시 물잠김 결과로 야기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지속적인 물잠김 결과로 야기된 

영향으로부터의 보호

시험되지 않음

 

IP 등급표

IP 표준이란?

본 표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규격 529에 따른 전기설비 인클로져가 갖고있는 
보호정도를 분류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본 분류 시스템에 의해 처리된 보호유형은 다음과 같다:

a) 전기가 통하고 있는 부품과의 접촉 또는 그 곳으로의 접근 및 인클로져 내 구동중인 
부품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인적보호와 이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보호
b) 해(害)가되는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인클로져 내 설비보호

IP
I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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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베

2  다까라즈까

기타 일본국내 50군데 영업소

HEAD QUARTERS TOA Corporation Seoul Office

Takarazuka R & D center

TOA ELECTRONICS TAIWAN　CORPORATION

TOA (HONG KONG) LIMITED

TOA (CHINA) LIMITED.

TOA (CHINA) LIMITED.

TOA (CHINA) LIMITED.

TOA (CHINA) LIMITED.

4  대만

5  홍콩

6  샹하이

7  베이징

8  심천

9  성도

EAST ASIA

3  서울 10  싱가폴

11  말레이시아

12  태국

13  인도네시아

TOA ELECTRONICS PTE LTD

TOA ELECTRONICS (M) SDN. BHD.

TOA Electronics (Thailand) Co., Ltd.

PT. TOA-GALVA Prima Karya

SOUTH EAST ASIA & OSEANIA

A  일본

B  일본

C  일본

D  대만

E  중국

F  인도네시아

G  인도네시아

H  배트남

ACOUS Corporation (Shiga)

ACOUS Corporation (Ayabe)

TAKEX Corporation (Saga) 

Dynatron Industrial Co.,Ltd (New Taipei) 

DYNATECH CORPORATION (Shen Zhen) 

PT. TOA GALVA INDUSTRIES (TAPOS Depok) 

PT. TOA GALINDRA ELECTRONICS (Jawa Barat) 

TOA VIETNAM CO.,LTD.(Hanoi) 

PRODUCTIONS 

14  독일

15  프랑스

16  폴란드

17  러시아

TOA Electronics Europe G.m.b.H.

TOA Electronics EuropeG.m.b.H.

TOA Electronics Europe

G.m.b.H. Sp.z o.o. Oddzial w Polsce

TOA Electronics Europe G.m.b.H. 

Russia Branch

TOA Electronics Europe G.m.b.H.

Dubai Representative Office

TOA ELECTRONICS SOUTHERN AFRICA

(PROPRIETARY) LIMITED

TOA CORPORATION (UK)

LIMITED

21  샌프란시스코

22  뉴욕

23  뉴욕

24  캐나다

TOA ELECTRONICS, INC.

TOA ELECTRONICS, INC.

TOA Communication Systems, Inc.

TOA CANADA CORPORATION

18  듀바이

19  남아프리카

20  영국

EUROPE AND AFRICA NORTH AMERICASEOUL OFFICE

TOA 글로벌네트워크

JAPAN

International Installation Profile
TOA world wide

1
2
ABC

D
E

FG

H

3

4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23

사그라다 파밀리아(Sagrada Familia), 

스페인

포르쉐아레나(Porsche Arena), 독일

도쿄국제공항, 일본

캅스 콜로세움(Copps Coliseum), 

캐나다

세인트 도미니크-잭슨 메모리얼 병원
(St. Dominic-Jackson Memorial Hospital), 

미국

에세이사국제공항(Ezeiza 

International Airport), 아르헨티나

페줄라 리조트 호텔
(Pezula Resort Hotel), 남아프리카

차이나 파빌리온(China Pavilion), 

중국

테헤란 재난 대비 및 관리 센터
(Teheran Disaster Mitigation 

and Management Center), 이란

이 병원에서는 N-8000IP 네트워크 인터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X-1000 매트릭스 컨트롤러 시스템의 유연성이 
공항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F & H 시리즈 
스피커 시스템이 선명하고 편안한 느낌의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HX-5 스피커를 포함된 TOA의 사운드 시스템은 
미국 하키 리그의 해밀턴 불독스 팬을 
자극합니다.

SANS 60849/EN 60849 표준을 준수한 고품질의 
포괄적인 피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슬림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SR-H2S와 2방향 
광폭 확산 스피커 F-1000 이 설치되었습니다.

7,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다목적 홀에서는 
선 명 함 과  음 향  압 력 을  위 한  방 향 ,  배 치 를  
최적화하기 위해 음향 시뮬레이션이 포함된 TOA 
라 인   어 레 이  스 피 커  시 스 템 을  사 용 하 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부터 ‘구미나 동아시아로의 현관문’
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하네다공항 국제선 여객 
터미널에 TOA의 ‘비상용 방송 설비’와 ‘여객 안내 
방송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베이징 국립 경기장
(The Bird’s Nest), 중국

네트워크 기반 오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SX-2000과  콤팩트 라인 어레이 스피커 HX-5가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 설치되었습니다.

TOA 적외선 무선 회의 시스템인 TS-900 
시리즈는 이 센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TOA의 인티그레이티드 음성 알람 시스템인 
SX-2000과 VX-2000 다수가 50개 이상의 주요 
파빌리온에 설치되었습니다.

CHINA
U.S.A

해외 납입 사례와 TOA그룹
옥내 전용 기기는 물론 전세계 각국에서 기후 조건이 다른 옥외에서의 
조건에서도 오래 동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제품은 선진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기관 이나 기업에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건축물은 그 주요 납입 사례입니다.

1 7 9 20 18 16 17 23 21 11 4 5 12 19 G F H A C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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