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L:SWS-9000

설명서

UHF TRUE DIVERSITY wireless microphone   

시스템 구성

1. 수신기.................................... X 1

2. 수신기 안테나........................ X 2

3. 핸드 또는 벨트팩 마이크....... X 1

4. 오디오 케이블........................ X 1

5. 전원 어댑터............................ X 1

6. 1.5VAA 배터리...................... X 4

7. 사용자 설명서........................ X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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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무선마이크 제품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무선 마이크로폰 시스템은 디지털 파일럿 제어 회로의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각 마이크는 10개의 그룹을 미리 설정되어 있으며, 각 그룹은 6개의 채널을 포함합니다.

마이크는 수신기와 동기화 잠금 기능을 갖추고 있을 때, 수신기는 이 동기화 마이크로

오디오 신호를 수신 할 수 있어, 간섭 없이 합께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60세트의 마이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강한 간섭 방지 기능을 갖춘 이 마이크로폰 시스템은 멀티 룸 혹은 대형

무대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1. 제품소개

2. 주요사양

CONTENT

주파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925-937MHz band 사용

첨단 디지털 파일럿 기술을 채택, 미리 설정된 10개 그룹 주파수 그리고 각각 6개 주파수

를 사용하여 간섭 없이 60세트 이상의 시스템 가능

PLL 시스템 프리셋 60

LCD 디스플레이는 RF레벨, AF레벨, 채널과 주파수 등을 사용자가 보기 편하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수신기로부터 송신기 출력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W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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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를 켰을 때, 1초간 모든 글자들이 켜지면서 수신기가 정상작동이 됩니다.

수신시가 동작하면 시스템이 잠깁니다. 잠김 상태를 해제하려면, SET버튼을 1초 동안
누르면 잠김 상태가 풀리면서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RF : 주파수 신호, 강한 신호 일수록, 많은 블록을 보여줍니다.
AF : 오디오 신호, 강한 신호 일수록, 많은 블록을 보여줍니다.

ANT : 안테나 상태

GR : 그룹표시 상태

CH : 채널표시 상태

LOCK : 수신기의 잠김 상태를 표시

SCAN : 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KEY : 디지털 파일럿 컨트롤

TX : 송신부의 주파수 출력

BATT : 배터리 아이콘 / 송신기의 배터리 잔량 상태표시

4. 수신기 주파수 화면3. 수신기

2. 화면 조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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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설정 송신기 RF출력 설정

채널설정

자동주파수 설정

다른 그룹을 설정하려면, GR 표시가 깜빡일 때, UP 또는 DOWN 버튼을 누르세요.
(10개의 그룹이 있음) 설정을 위해 SET 버튼을 TX 표시가 깜빡일 때까지 눌러주세요. 이후 UP 또는 DOWN

버튼을 누르면 조작에 따라 송신 전원이 설정됩니다.

(송신기와의 동기화가 되기 이전에 설정에서 나가려면 SET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
그리고 송신기 전원은 수신기 설정에 의해 변경됩니다.)

이 제품은 마지막에 설정이 자동으로 저장되므로, 매번 재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용 중에 간섭이 생긴다면 주파수를 변경하여 주세요.

다른 채널을 설정하려면, CH 표시가 깜빡일 때 UP 또는 DOWN 버튼을 누르세요.
(6개의  채널이 있음)

자동주파수 설정을 하려면, SCAN 표시가 깜빡일 때 UP 또는 DOWN 버튼을 누르세요.
(주파수가 활성화 되었는지 확인)

SW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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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핸드마이크 조작법

1. 그릴

2. lcd 화면 : 마이크로폰 계기판

3. on/off 스위치

4. 배터리 투입구

5. IR 동기화 지점 : 수신기의 IR 스캔을 위한 동기화 부분

6. 배터리 커버 (또는 마이크로폰 덮개)

작동주파수

- OFF표시가 나올 때 까지 ON/OFF 버튼을 길게 누르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배터리 커버를 제거한 후, 1.5v AA 건전지 2개를 극성에 맞게 적확히 넣으세요.
(알카라인 건전지 권장)

3초간 길게 ON/OFF 버튼을 눌렀을 때 LCD 화면이 켜지지 않으면, 극성에 맞게 배터리가
끼워졌는지 또는 배터리의 양이 충분한지 확인하세요. 만약 배터리 계기판 (LCD 디스플레이)
에 화면이 잠깐 나오다가 꺼진다면 새로운 배터리로 교체하세요.

신호연결 (SYNC) 시 배터리 커버를 제거해야 하며, IR동기화 지점에 송수신기를 맞추어 ACT
(Automatic Channel Targeting) 기능으로 수신기의 설정채널과 동기화됩니다 

마이크로폰은 수신기와 같은 주파수에서만 작동합니다.

제품을 껐을 때, 메모리는 다음 사용을 위해 저장됩니다.

1. 마이크의 그릴을 잡고 사용하지 마세요.

핸드마이크 사용 팁

2. 안테나 부분을 잡고 사용하는 것을 피하세요.
배터리 잔량 상태

TX : 송신부의 주파수 출력

MUTE : MUTE 기능 전환 표시

채널 : 6개의 채널표시 상태

그룹 : 10개의 그룹표시 상태

SW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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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안테나를 수신기와 수직이 되도록 하세요.
오디오케이블 연결 : 
  Output : unbalance out 이용시 사용
  balance output : balance output 소켓 (11)에 연결하세요. (맞은편 장비:mic in
                        또는 aux in)
수신기의 전원버튼(1)을 눌러 장비를 켜고, lcd에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세요
기능을 설정하고 싶을 때는 수신기 전면에 있는 기능키 (5)를 눌러서 설정하세요
수신기와 마이크 신호 연결법 (SYNK) : 아래의 그림과 같이 IR버튼을 3초간 누르면,
수신기가 15초 동안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팁 : 신호연결시에는 잠금-해제 시간인 30초 안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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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개의 핸드마이크를 너무 가까이 잡고 사용하지 마세요.

4. 마이크를 입에 너무 가까이 대고 사용하면 제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사용하실 때에는 15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세요.

6. 밸트팩 송신기 7. 수신기 조작법

1. 마이크로폰
2. 인풋 소켓
3. ON OFF / MUTE
4. 안테나
5. LCD 디스플레이
6. IR 윈도우

1. 헤드셋 2. 일렉트로틱 기타 3. 핀마이크

7. 볼륨 +
8. 볼륨 -
9. 건전지 싱크표시 : 2 X 1.5V AA 건전지, 극성표시
10. 건전지 커버 

4. 일렉트로틱 기타 연결법

SW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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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양

종합 성능
FREQUENCY RANGE  : 925MHz ~ 937MHz
FREQUENCY Stabilization  : ＜±30ppm
Dynamic Range   : ＞90db
Frequency Response  : 40HZ-15KHZ ±3db
Audio Output Level  : Balance 400mV, UnBalance 400mV 

수신기 성능
Receiving Method   :  TrueDiversity
SENSITIVITY   : -93dBm
S/N RATIO   : 105 dB(A)
THD    : <0.5% @ 1KHz
사용전원    : 12V DC/1000mA
크기(mm)    : 212(W)X44(H)X160(D)
중량 (Kg)    : 1.2

핸드 마이크 성능
RF Output Power   : 10mW
Modulation Type    : FM
CHANNEL   : 60CH
SPURIOUS EMISSION  : ＞60db
사용전원    : 3V (AA 1.5V 2EA)
크기(mm)      : 245(L)X60(Ø)
중량 (Kg)    : 400g(밧데리제거시)
Continuous Using   : 8hours

밸트팩 마이크 성능
RF Output Power   : 10mW
Modulation Type    : FM
CHANNEL   : 60CH
SPURIOUS EMISSION  : ＞40db
사용전원    : 3V (AA 1.5V 2EA)
크기(mm)      : 65(W)X86(H)X23(D)
중량 (Kg)    : 200g(밧데리제거시)
Continuous Using   : 8hours

SWS-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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