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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RISQUE DE CHOC
ELECTRIQUE-NE PAS OUVRIR

CAUTION: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COVER (OR BACK).
NO USER-SERVICEABLE PARTS INSIDE.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The above warning is located on the top of the unit.

ATTENTION :
POUR RÉDUIRE LES RISQUES D'ÉLECTROCUTION, NE PAS RETIRER
LE CAPOT (OU LE DOS). NE CONTIENT PAS DE PIÈCES NÉCESSITANT
L'INTERVENTION DE L'UTILISATEUR. POUR TOUTE INTERVENTION,
FAIRE APPEL À DES PROFESSIONNELS QUALIFIÉS.

L’avertissement ci-dessus est situé sur le dessus de l’unité.

Explanation of Graphical Symbols
Explication des symboles
The lightning flash with arrowhead symbol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uninsulated
“dangerous voltage” within the product’s enclosure that may be of sufficient magnitude to constitute a risk of electric shock to persons.
L’éclair avec une flèche à l’intérieur d’un triangle équilatéral est destiné à attirer l’attention de l’utilisateur sur la présence d’une
« tension dangereuse» non isolée à l’intérieur de l’appareil, pouvant être suffisamment élevée pour constituer un risque d’électrocution.
The exclamation point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important operating and maintenance
(servicing) instructions in the literature accompanying the product.
Le point d’exclamation à l’intérieur d’un triangle équilatéral est destiné à attirer l’attention de l’utilisateur sur la présence d’instructions
importantes sur l’emploi ou la maintenance (réparation) de l’appareil dans la documentation fournie.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PRÉCAUTIONS CONCERNANT LA SÉCUR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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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these instructions.
Keep these instructions.
Heed all warnings.
Follow all instructions.
Do not use this apparatus near water.
Clean only with dry cloth.
Do not block any ventilation openings. Install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Do not install near any heat sources such as radiators, heat
registers, stoves, or other apparatus (including amplifiers) that
produce heat.
Do not defeat the safety purpose of the polarized or groundingtype plug. A polarized plug has two blades with one wider than the
other. A grounding type plug has two blades and a third grounding
prong. The wide blade or the third prong are provided for your
safety. If the provided plug does not fit into your outlet, consult an
electrician for replacement of the obsolete outlet.
Protect the power cord from being walked on or pinched
particularly at plugs, convenience receptacles, and the point where
they exit from the apparatus.
Only use attachments/accessories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Use only with the cart, stand, tripod, bracket, or
table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or sold with
the apparatus. When a cart is used, use caution
when moving the cart/apparatus combination to
avoid injury from tip-over.
Unplug this apparatus during lightning storms or
when un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Refer all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Servicing is
required when the apparatus has been damaged in any way, such
as power-supply cord or plug is damaged, liquid has been spilled
or objects have fallen into the apparatus, the apparatus has been
exposed to rain or moisture, does not operate normally, or has
been dropped.

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APPARATUS TO RAIN OR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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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re ces instructions.
Conserver ces instructions.
Tenir compte de tous les avertissements.
Suivre toutes les instructions.
Ne pas utiliser ce produit à proximité d’eau.
Nettoyer uniquement avec un chiffon propre et sec.
Ne pas bloquer les orifices de ventilation. Installer l’appareil
conformément aux instructions du fabricant.
Ne pas installer l’appareil à proximité d’une source de chaleur
comme un radiateur, une bouche de chaleur, un poêle ou tout autre
appareil (y compris un amplificateur) produisant de la chaleur.
Ne pas modifier le système de sécurité de la fiche polarisée ou de
la fiche de terre. Une fiche polarisée dispose de deux broches dont
une est plus large que l’autre. Une fiche de terre dispose de deux
broches et d’une troisième pour le raccordement à la terre. Cette
broche plus large ou cette troisième broche est destinée à assurer
la sécurité de l’utilisateur. Si la fiche équipant l’appareil n’est pas
compatible avec les prises de courant disponibles, faire remplacer
les prises par un électricien.
Acheminer les cordons d’alimentation de sorte qu’ils ne soient pas
piétinés ni coincés, en faisant tout spécialement attention aux
fiches, prises de courant et au point de sortie de l’appareil.
Utiliser exclusivement les fixations et accessoires spécifiés par le
fabricant.
Utiliser exclusivement le chariot, le stand, le
trépied, le support ou la table recommandés par
le fabricant ou vendus avec cet appareil. Si
l’appareil est posé sur un chariot, déplacer le
chariot avec précaution pour éviter tout risque
de chute et de blessure.
Débrancher l’appareil en cas d’orage ou lorsqu’il
doit rester hors service pendant une période prolongée.
Confier toute réparation à un personnel qualifié. Faire réparer
l’appareil s’il a subi tout dommage, par exemple si la fiche ou le
cordon d’alimentation est endommagé, si du liquide a coulé ou des
objets sont tombés à l’intérieur de l’appareil, si l’appareil a été
exposé à la pluie ou à de l’humidité, si l’appareil ne fonctionne pas
normalement ou est tombé.

AVERTISSEMENT
POUR RÉDUIRE LES RISQUES D’INCENDIE OU DE DÉCHARGE
ÉLECTRIQUE, N’EXPOSEZ PAS CET APPAREIL À LA PLUIE OU À
L’HUMID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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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PORTANT NOTICE:
DO NOT MODIFY THIS UNIT!

English

FCC INFORMATION (U.S.A.)
3.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This product, when installed as indicated
in the instructions contained in this
manual, meets FCC requirements.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Yamaha may void your authority, granted
by the FCC, to use the product.
2. IMPORTANT: When connecting this
product to accessories and/ or another
product use only high quality shielded
cables. Cable/s supplied with this product
MUST be used. Follow all installation
instructions. Failure to follow instructions
could void your FCC authorization to use
this product in the USA.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A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when the
equipment is operated in a commercial
environment.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 manual,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Operation of this
equipment in a residential area is likely to
cause harmful interference in which case
the user will be required to correct the
interference at his own expense.
(class A)

COMPLIANCE INFORMATION STATEMENT
(Supplierʼs declaration of conformity procedure)
Responsible Party: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Address: 6600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0
Telephone: 714-522-9011
Type of Equipment: L2 SWITCH
Model Name: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See user manual instructions if interference to radio reception is suspected.
(FCC SDoC)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3

안전 주의사항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
주의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를 찾기 쉬운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본 제품은 Dante용
최적의 기능이 탑재된 인텔리전트 L2
스위치입니다. 원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린이 등 본
사용설명서에 따라 제품을 취급할 수 없거나
취급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을 위해
책임자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
-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간 경우
- 제품 사용 중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 제품에 균열 또는 기타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는 경우
Yamaha 공식 AS센터에 제품 점검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전원 코드
• 전원 코드를 히터나 라디에이터 등의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코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코드를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밟거나 발에 걸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코드를 놓지 마십시오.
• 본 제품에 맞게 지정된 전압만 사용하십시오.
전압 조건은 제품 명판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제공된 전원 코드/플러그만을
사용하십시오.본 제품을 구입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제공된 전원 코드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물이나
먼지가 쌓인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완전히 꽂아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십시오.
• 본 제품을 AC 콘센트 가까이에 설치하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고장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전원 코드가 벽면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한 제품이 전원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을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놓으십시오.
• 뇌우 발생 시에는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보호 접지용 연결 장치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제대로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감전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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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의 내부 부품을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부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경고/화재 경고
•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물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쏟아질 우려가 있는
액체가 담긴 용기(예: 화병, 병 또는 유리컵)를
본 제품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근처에
연소성 물품이나 불꽃을 놓지 마십시오.

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전원 코드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코드가
아닌 플러그 손잡이 부분을 잡으십시오.
코드를 당기면 전원 플러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연결
• 불안정한 장소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는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거나 사용자 혹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본 장치 및 소형
부품을 보관하십시오. 제품의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어린이가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통기구 앞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이
제품의 상부(SWR2310-10G 전용) 측면에
있는 통풍구를 사용하여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제품을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을 설치할 때/제품 설치 시 제품의 열을
제대로 분산시키려면
- 천으로 덮지 마십시오.
- 카펫이나 양탄자 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상단 또는 옆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앞면 또는 뒷면으로 설치하거나 거꾸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 좁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잘 환기되지 않는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WK-SWR 월 마운트 액세서리(별매)를
사용하는 경우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벽이나 천장에는 SWR2310-18GT, SWR231010G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EIA 표준 랙에 설치하는 경우
페이지 20의 “내용을 숙지한 다음 랙에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부분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식성 가스 또는 염기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한 후 본 제품을
옮기십시오.
• 제품 설치를 위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항상 자격이 있는 Yamaha 서비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고, 다음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제품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마운팅
하드웨어 및 설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지속적인 진동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십시오.
- 제품 설치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 주기적으로 제품을 검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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뭨펯

분해 금지

유지보수

백업 배터리

• 제품을 세척할 때에는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백업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폭발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백업 배터리를 교체해야 할 경우 Yamaha
대리점에 문의하여 자격이 있는 Yamaha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백업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취급상 주의
• 제품의 틈새(환기구, 포트, 패널 등)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지 마십시오.
• 제품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별도 판매되는 SFP 모듈(SFP-SWRG-SX,
SFP-SWRG-LX) 및/또는 SFP+ 모듈(SFPSWRT-SR, SFP-SWRT-LR)이 설치된 경우
광학 이미터를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별도 판매되는 SFP/SFP+ 모듈은 클래스 1
레이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불가시광선인 레이저 빔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이 눈에 들어오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Yamaha는 제품이나 손실 또는 파손된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개조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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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취급 및 유지 관리
• 손가락이나 금속 물체로 포트 내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스토브 주변 등 매우
뜨거운 장소, 매우 추운 장소나 먼지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패널이 변형되고, 내부 구성품이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작동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패널이 변경되거나 탈색될 수 있으므로 제품
위에 비닐, 플라스틱 또는 고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제품을 세척할 경우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이 변경되거나 탈색될 수
있으므로 페인트 시너, 솔벤트, 세척액 또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닦음천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급격한 주변 온도의 변화(예로, 제품의 위치가
바뀌거나 냉난방이 On/Oﬀ되는 경우)로 인해
제품에 응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결이
발생하는 동안 제품을 사용하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응결이 이미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응결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몇 시간 동안
그대로 방치합니다.
• 이 제품을 다루기 전에 옷과 신체에 발생하는
모든 정전기를 방전합니다. 전정기로 인해 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호스트
디바이스 또는 다른 접지된 물체의 노출된
금속 부위를 만지십시오.
• 자기장이 강한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품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과 동일한 전원 공급 라인에 소음 발생
디바이스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예방
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에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전원 코드 근처에 연결된 LAN 케이블을 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압이 유도되어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1000BASE-T 연결 시 강화된 카테고리
5(CAT5e) 또는 그보다 나은 LAN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 SFP 포트에 SFP 모듈(별도 판매인 SFPSWRG-SX이나 SFP-SWRG-LX 제외)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상기 구성품 이외의 SFP
모듈이 설치될 경우 기기 작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SFP+ 포트에 SFP+ 모듈(별도 판매인 SFPSWRT-SR이나 SFP-SWRT-LR 제외), SFP
모듈(SFP-SWRG-LX이나 SFP-SWRG-SX
제외) 또는 DAC(Direct Attach Cable)(DACSWRT-3M이나 DAC-SWRT-1M 제외)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상기 구성품 이외의 모듈
또는 케이블이 설치될 경우 기기 작동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미사용 중인 SFP/SFP+ 포트에 먼지 커버를
연결하십시오. 커버를 연결하지 않으면
이물질이 유입되어 오작동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지 커버의 손실을 방지하려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제품이 미끄러운 표면에서 사용될 경우 이
패키지 포함된 고무 피트를 제품에 연결하여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을 공용 Wi-Fi 및/또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강력한 암호
보호 기능을 가진 라우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연결하십시오.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데이터 저장
• 이 장치에는 데이터의 시간 정보를 유지하는
백업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백업
배터리가 방전되면 시간 정보가 초기화되어
로그에 잘못된 시간 정보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점 또는
Yamaha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백업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백업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이지만 배터리 사용 상태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한 후 시계를 설정하십시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뭨펯

발생 가능한 제품 오작동 및 손상, 데이터 손상 또는
기타 재산상 손상을 방지하려면 아래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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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정보

본 제품에 사용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본 제품에는 재활용 구성품이 들어있습니다.
본 제품을 폐기할 경우 해당 현지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이선싱 사용 약관을 알아보려면 다음
Yamaha Pro Audio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yamaha.com/proaudio/

본 매뉴얼 소개
• 본 매뉴얼에 포함된 예시와 화면은 교육용
자료로만 사용됩니다.
• Windows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Microsoft® Corporation USA의
등록상표입니다.
• 본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기업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사전 통보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경고: 광섬유 포트 안전
이 제품은 UL 인증 광 송수신기 모듈, 정격 3.3V,
레이저 클래스 1에 설치될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추가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maha Corporation에 문의하십시오.

A 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 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lass a korea)

본 문서의 규칙
본 문서에서 사용되는 회사명과 제품명의 약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Yamaha SWR2310-28GT, SWR2310-18GT 또는 SWR2310-10G L2 스위치: 본 제품
• 10BASE-T/100BASE-TX/1000BASE-T 케이블: LAN 케이블
• SFP-SWRT-SR 또는 SFP-SWRT-LR: SFP+ 모듈
• SFP-SWRG-SX 또는 SFP-SWRG-LX: SFP 모듈
• DAC-SWRT-3M 또는 DAC-SWRT-1M: DAC(Direct Attach Cable)

n 아이콘
SWR2310-28GT, SWR2310-18GT 또는 SWR2310-10G에 적용되는 정보는 다음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SWR2310-28GT

SWR2310-28GT에만 적용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SWR2310-18GT

SWR2310-18GT에만 적용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SWR2310-10G

SWR2310-10GT에만 적용되는 정보가 표시됩니다.

메모
모든 모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에는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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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Yamaha SWR2310-28GT, SWR2310-18GT 또는 SWR2310-10G 인텔리전트 L2 스위치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Dante용 최적의 기능이 탑재된 인텔리전트 L2 스위치입니다. 본 소유자 매뉴얼은 설치
관리자와 시설 디자이너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설치 방법 및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매뉴얼을 철저히 숙지한 다음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본
매뉴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품목
포함된 다음 품목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유자 매뉴얼(본 문서)
• 전원 코드
• 전원 코드 클램프(포함된 전용 전원 코드에만 사용)
• 레그(고무 피트)(4개)
• 19인치 랙 마운트 하드웨어 및 나사(하드웨어: 2 개, 나사: 8 개) SWR2310-28GT / SWR2310-18GT
19인치 랙(1U 사이즈)에 본 제품을 설치할 경우 해당 구성품이 필요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인치 랙 설치” SWR2310-28GT / SWR2310-18GT (페이지 23)

기능
• 이 제품을 사용하면 권장 설정을 쉽게 지정하여 Dante 네트워크(QoS, EEE, IGMP Snooping
등)를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스택으로 연결된 여러 스위치를 단일 가상 스위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SWR2310-28GT에는 스택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일별 네트워크 유지 관리 및 작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Yamaha LAN 모니터(응용 프로그램)를 사용하여 이 제품과 모니터에 네트워크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디바이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또한 제품 성능 관리 및 손상 관리를 지원합니다. 모든 모델은 정기적으로 메모리, CPU
사용량과 각 포트의 대역폭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된 데이터를 Web GUI에서
확인하거나 SD 카드(별매)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제품만을 사용하여 아래 제품에 연결된 네트워크 연결 터미널의 활성/비활성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인증 서버와 연계되어 네트워크 내 터미널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네트워크에서 잘못된 터미널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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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별매 품목
• RK-SWR 랙 마운트 액세서리:
19인치 랙에 SWR2310-10G를 설치할 때 필요합니다.
• WK-SWR 월 마운트 액세서리:
높이가 2 m 이하의 벽이나 천장에 SWR2310-10G 또는 SWR2310-18GT를 설치할 경우
필요합니다.
• SFP-SWRG-SX 또는 SFP-SWRG-LX SFP 모듈:
1000BASE-SX 또는 1000BASE-LX를 통해 전송할 경우 필요합니다.
• SFP-SWRT-SR 또는 SFP-SWRT-LR SFP+ 모듈:
10GBASE-SR 또는 10GBASE-LR을 통해 전송할 경우 필요합니다.
• DAC-SWRT-3M 또는 DAC-SWRT-1M DAC(Direct Attach Cable):
이는 하나의 장치로 SFP+ 모듈과 동 케이블을 제공하는 DAC(Direct Attach Cable)입니다.
SFP+포트 사이를 직접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10기가비트 이더넷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단, 거리는 제한됨).

관련 소프트웨어 및 문서
• Yamaha LAN 모니터/Yamaha LAN 모니터 사용자 가이드
이는 해당 장치의 정보와, Dante 네트워크의 모든 Dante 디바이스와 해당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자
가이드가 포함된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되는 PC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 Yamaha 네트워크 디바이스 USB 직렬 드라이버/Yamaha 네트워크 디바이스 USB 직렬 드라이버
설치 가이드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해당 드라이버의 설치 가이드에 미니 USB CONSOLE 포트가 연결된
경우 이는 통신을 허용하는 Windows 드라이버입니다.
• 명령 참조
이는 명령줄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설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 기술 참조
이는 본 제품의 기능에 대한 세부 정보에 대해 기술합니다.

뭨펯

다음 웹 사이트에서 이 소프트웨어와 해당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yamahaproaudio.com/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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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컨트롤 및 커넥터
앞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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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OWER 표시등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면 불이 들어옵니다.
POWER 표시등
장치

상태
전원 꺼짐

깜박임(녹색)

전원 켜짐, 시작 중

불이 켜짐(녹색)

전원 켜짐, 정상

불이 켜짐(주황색)

전원 켜짐, 오류 발생

주의
비정상적인 온도가 제품 내부에서 감지되면 POWER 표시등에 주황색 불이 켜집니다. 이 장치가 설치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Yamaha
LAN 모니터 또는 Web GUI에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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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2 미니 USB CONSOLE 포트
이는 설정에 필요한 미니 USB 포트입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A 타입 커넥터와 USB 미니 B(5핀) 커넥터가 장착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메모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충전 전용 케이블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3 RJ-45 CONSOLE 포트
이는 설정에 필요한 RJ-45 포트입니다. RJ-45/DB-9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RS-232C
커넥터(COM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마이크로SD 표시등
마이크로SD 카드의 연결 및 사용량 상태가 표시됩니다.
마이크로SD 표시등

상태

장치

슬롯에 마이크로SD 카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녹색 깜박임

마이크로SD 카드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녹색 불이 켜짐

마이크로SD 카드를 넣습니다.

주의
녹색 표시등이 깜박이면 마이크로SD 카드를 탈거하지 마십시오.

5 마이크로SD 슬롯
이 슬롯에 마이크로SD 카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6 LAN 포트
이 포트는 T10BASE-T, 100BASE-TX 및 1000BASE-T를 지원합니다.

7 SFP+ 포트

SWR2310-28GT

/ SWR2310-18GT

이 포트는T10GBASE-SR, 10GBASE-LR, 1000BASE-SX 및 1000BASE-LX를 지원합니다.
SFP+ 모듈 또는 SFP 모듈(Yamaha에서 별도 판매)을 설치하십시오. SWR2310-28GT 또는
SWR2310-18GT의 경우 DAC(Direct Attach Cable)(DAC-SWRT-3M이나 DAC-SWRT-1M)를
설치합니다.
SFP+ 또는 SFP 모듈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부”의 “SFP 모듈 설치
중”(페이지 30)을(를) 참조하고, DAC(Direct Attach Cable)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C(Direct Attach Cable) 설치 중” SWR2310-28GT / SWR2310-18GT (페이지 32). 이
포트는 스택 연결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스택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택 연결 생성 중”
SWR2310-28GT (페이지 33).

8 스택 ID 표시등

SWR2310-28GT

이는 스택 연결 사용 시 스택 ID를 표시하는 7세그먼트 디스플레이입니다.
SWR2310-10G

이 포트는 1000BASE-SX 및 1000BASE-LX를 지원합니다. SFP 모듈(Yamaha에서 별도 판매)을
설치하십시오.
SFP 모듈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부”의 “SFP 모듈 설치 중”(페이지 30)을(를)
참조하십시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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뭨펯

9 SFP 포트

컨트롤 및 커넥터

하부 패널/후면 패널/측면 패널/상부 패널
n 하부 패널
SWR2310-28GT

0
SWR2310-18GT

0

14

B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컨트롤 및 커넥터
SWR2310-10G

B

0

A

0 레그 어태치먼트 가이드
편평한 장소에 장치가 설치된 경우 이는 포함된 레그가 연결될 위치를 표시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치”의 “레그 연결”(페이지 20)을(를) 참조하십시오.

A 랙 마운트 어태치먼트 구멍

SWR2310-10G

이 구멍을 사용하여 RK-SWR 랙 마운트 액세서리를 연결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인치 랙 설치” SWR2310-10G (페이지 20)

B 월 마운트 어태치먼트 구멍

SWR2310-18GT

/ SWR2310-10G

이 구멍을 사용하여 WK-SWR 월 마운트 액세서리를 연결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벽 또는 천장에 설치” SWR2310-18GT / SWR2310-10G
(페이지 24).

훊픦칺

뭨펯

자석 시트지는 지원되지 않으며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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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후면 패널
SWR2310-28GT

핊엶쩖

C

D
SWR2310-18GT

C

핊엶쩖

D
SWR2310-10G

핊엶쩖

C

D
C 전원 코드 클램프 어태치먼트 구멍
여기에 포함된 전원 코드 클램프(C형)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부”의 “전원 공급”(페이지 33)을(를) 참조하십시오.

D 전원 콘센트(3핀 커넥터, C14 타입)
여기에 포함된 전원 공급 코드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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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n 측면 패널
SWR2310-28GT

E

G

SWR2310-18GT

E

G

SWR2310-10G

G
n 상부 패널
SWR2310-28GT

."$훊콚
핊엶쩖

뭨펯

F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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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SWR2310-18GT

."$훊콚
핊엶쩖

F
SWR2310-10G

."$훊콚
핊엶쩖

F

G
E 랙 마운트 어태치먼트 구멍

SWR2310-28GT

/ SWR2310-18GT

19인치 랙(1U)에 본 제품을 설치할 경우 사용됩니다.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인치 랙
설치” SWR2310-28GT / SWR2310-18GT (페이지 23)

F 제품 라벨
여기에는 이 장치의 모델명, 일련 번호 및 MAC 주소 등이 나열됩니다.

G 냉각용 통풍구
이 제품에 있는 구멍은 외부 공기 흡입을 위한 냉각용 통풍구입니다.

경고
냉각용 통풍구를 차단하거나 통풍구 근처에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화재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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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표시등
LAN 포트 및 SFP/SFP+ 포트용 표시등에 모드별 각 포트의 상태가 표시됩니다.
LAN 포트(상단열)
좌측
표시등

SFP/SFP+ 포트(상단열)

우측
표시등
좌측
표시등

LAN 포트(하단열)

SFP/SFP+ 포트(하단열)

좌측
표시등
좌측
표시등

우측
표시등

우측
표시등

우측
표시등

표시등에 LAN 포트 또는 SFP/SFP+ 포트의 링크 상태와 연결 속도가 표시됩니다.

LAN 포트
좌측 표시등

링크 상태

우측 표시등

연결 속도

장치

링크가 손실됨. (사용 불가)

장치

연결되지 않음.
또는 10BASE-T에 의해
연결됨.

불이 켜짐(녹색)

링크가 설정됨. (사용 가능)

불이 켜짐(주황색)

100BASE-TX에
의해 연결됨.

깜박임(녹색)

데이터가 이동 중.

불이 켜짐(녹색)

1000BASE-T에 의해
연결됨.

SFP/SFP+ 포트
좌측 표시등

링크 상태
링크가 손실됨. (사용 불가)

불이 켜짐(녹색)

링크가 설정됨. (사용 가능)

깜박임(녹색)

데이터가 이동 중.

우측 표시등

연결 속도

장치

연결되지 않음.

불이 켜짐(녹색)

1000BASE-SX/LX 또는
10GBASE-SR/LR에 의해
연결됨.
DAC-SWRT-3M 또는
DAC-SWRT-1M을 사용할
경우 10Gbps 속도로
연결됩니다.

뭨펯

장치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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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 연결

레그 연결
다음 예시와 같이 레그 어태치먼트 가이드 위치에 포함된 레그를 연결하고 데스크 등 편평한 장소에
장치를 올려놓습니다.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레그
레그
레그 어태치먼트 가이드

랙에 설치
내용을 숙지한 다음 랙에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 이 장치의 주변 작동 온도 범위가 0~50 °C가 되도록 보증합니다. 이 장치를 다른 장치와 함께
EIA 표준 또는 JIS 표준 랙에 설치할 경우 다른 장치에서 배출된 열로 인해 장치의 성능이
저하되어 랙 내부 온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치의 내부 온도 상승을 방지하려면 아래의
요구 사항에 따라 랙에 장치를 장착하십시오.
• 증폭기(XMV 시리즈 제외)와 같은 열 발생 장치와 함께 랙에 해당 장치를 장착할 경우 해당
장치와 1U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 패널을 설치하거나 패널을 열어 둔
상태에서 이 간격 사이에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랙의 후면 패널을 열고 랙을 벽과 천장으로부터 최소 10cm(약 4인치) 정도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경우 충분한 환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랙의 후면 패널을 열 수 없을 경우 팬 키트와
같은 상용 강제 환기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팬 키트를 설치할 경우 후면 패널이 방열용도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랙 및/또는 팬 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유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랙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랙에서 이 장치를 탈거해야 합니다.
장치가 랙에 설치되는 도중 이동하는 경우 진동이나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랙 마운트 액세서리 또는 랙
마운트 하드웨어가 변형되거나 손상되어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n 19인치 랙 설치 SWR2310-10G
RK-SWR 랙 마운트 액세서리(Yamaha에서 별도 판매)를 사용하여 SWR2310-10G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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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설치
설치
이 섹션에서는 랙 마운트 패널의 중앙 블록에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좌측 또는
우측 블록에 장치를 연결할 경우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훊픦칺
공급된 피트가 장치에 이미 연결된 경우 해당 피트를 탈거하십시오.

1. 장치에 랙 마운트 패널 연결
랙 마운트 액세서리와 함께 공급된 2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장치의 하부 패널에 랙 마운트 패널을
연결하십시오.
랙 마운트 패널

나사

경고
10
9

RK-SWR 랙 마운트 액세서리(별매)에 이 장치를
연결할 경우 랙 마운트 액세서리와 함께 포함된
지정 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충격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뭨펯

Phillips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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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설치

2. 19인치 랙에 랙 마운트 패널을 설치합니다.
19인치 랙(EIA 표준 4 개, JIS 표준 2 개)과 함께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19인치 랙에 이 장치를
고정하십시오. 나사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19인치 랙

[EIA 표준 랙의 경우]
19인치 랙과 함께
공급된 나사

[JIS 표준 랙의 경우]
19인치 랙과 함께
공급된 나사

9

10

SWR2310-10G
랙 마운트 패널

아래 그림과 같이 SWR2310-10G 장치 2개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9

10

9

10

SWR2310-10G

주의
이 장치의 상부 패널에 있는 냉각용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19인치 랙에 설치할 경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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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에 설치

n 19인치 랙 설치

SWR2310-28GT / SWR2310-18GT

SWR2310-28GT 및 SWR2310-18GT는 19인치 랙 마운트 1U 크기에 정확히 맞습니다. 19인치 랙에
해당 장치를 설치할 경우 포함된 나사 (8 개).를 사용하여 포함된 랙 마운트 하드웨어(2 개)를
연결하십시오. SWR2310-28GT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Phillips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나사를 단단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경고
포함된 랙 마운트 하드웨어 및 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충격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훊픦칺
• 랙 캐비닛에 도어가 있는 경우 이 장치를 설치한 후 통신 케이블이나 전원 코드를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이 장치의 측면 패널에 있는 냉각용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19인치 랙에 설치할 경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메모
랙(EIA 표준 4개, JIS 표준 2개)과 함께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19인치 랙에 이 장치를 고정하십시오.

다음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이 장치에 랙 마운트 하드웨어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방법 A: 랙 나사면이 이 장치의 전면 패널과
동일한 면에 놓이도록 랙 마운트
하드웨어를 연결하십시오.

방법 B: 방법 A(매입형)에 비해 장치를
4 cm 더 깊게 설치하십시오.

뭨펯

19인치 랙 캐비닛에 도어가 있는 경우
이 연결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장치의
전면 패널에 삽입된 케이블이 랙의
도어에 닿지 않도록 홈이 있는 위치에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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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또는 천장에 설치

벽 또는 천장에 설치

SWR2310-18GT / SWR2310-10G

WK-SWR 월 마운트 액세서리(별매)를 사용하여 장치를 설치합니다.
천장에 이 장치를 연결할 경우 장치의 상부와 하부를 반전합니다.
1단계에 있는 구멍에 꼭 맞고, 벽 또는 천장의 자재와 두께에 적절한 나사 6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치를 7단계까지 철저하게 수행합니다.
주로 SWR2310-10G를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3
5
7

2

9

4

11

6

1

13

8

3

15

10

5

17

12

7

2

14
4

16

9
6

18
8
10

SWR2310-18GT

SWR2310-10G

주의
• 2m를 초과하는 벽 또는 천장에 이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장치를 연결하거나 탈거할 경우 콘센트에서 장치의 전원 플러그를 분리해야 합니다.
분리하지 못하면 전기 충격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격이 있는 설치 관리자가 설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설치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
•
•

하드웨어 및 이 장치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진동이 지속되는 장소는 피하십시오.
지정된 설치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훊픦칺
• 마운팅 액세서리에는 SWR2310-18GT/SWR2310-10G가 연결되는 접합면과 벽 또는 천장에
연결되는 접합면이 있습니다.
이 두 접합면이 혼동되면 SWR2310-18GT/SWR2310-10G에 마운팅 액세서리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접합면을 구별하려면 1단계와 3단계의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 마운팅 액세서리에 비해 장치의 위치는 SWR2310-18GT와 SWR2310-10G 사이에서 90도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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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이나 천장에 마운팅 액세서리를 붙여놓고 설치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SWR2310-18GT/SWR2310-10G
어태치먼트 접합면(스탬프
처리되지 않음)

벽 설치 접합면
(스탬프 처리됨)

20

2-R2.5

A

벽에 표시

ø10
5

A

B

B

C

C

WK-SWR

2- ø 5.5

D

D

D

D

C

C

B

B

A

2.

A

1단계에서 표시한 위치에 상용 나사 4개를
연결하십시오.
이때 나사 머리와 벽 또는 천장 접합면의 간격을 약 2mm
정도 유지하면 나사에 마운팅 액세서리를 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우측 예시 참조).
약 2mm

경고
벽 또는 천장의 자재에 적절한 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3. 마운팅 액세서리에 맞게 장치를 조정하십시오(아래 예시 참조).
훊픦칺
공급된 피트가 장치에 이미 연결된 경우 해당 피트를 탈거하십시오.

B
D
D

B

18
17

10
9

SWR2310-10G

뭨펯

SWR2310-18GT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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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또는 천장에 설치

4. 마운팅 액세서리와 함께 포함된 나사 4개를 사용하여 SWR2310-18G/SWR231010G에 연결하십시오.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경고

A

• 포함된 지정 나사만 사용하십시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 충격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이나 손가락으로 마운팅 액세서리의

가장자리를 건드릴 때 유의하십시오.

A

B

B

C

C

부주의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D

D

훊픦칺
사용할 나사 구멍은 마운팅 액세서리에서 “D”(SWR2310-18GT) 또는 “B”(SWR2310-10G)로
스탬프 처리됩니다.
사용할 나사는 금속 섀시에 사용되는 작은 검은색 M3 × 4 나사입니다.

5.

2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연결한 상용 나사에 조립된 마운팅 액세서리를 체결하고 옆으로
밀어 넣습니다.
B

B

경고
장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훊픦칺
장치를 옆으로 설치할 경우 상용 나사에 마운팅 액세서리를 체결하고 좌측 또는 우측 중 하나로
밀어 넣습니다.

B

B

고정용 나사 구멍

고정용 나사 구멍
B

B

6. 마운팅 액세서리를 고정하면서 2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연결한 상용 나사를 조이십시오.
7. 마운팅 액세서리의 고정 나사 구멍에 상용 나사 2개(위치 2곳)를 설치하십시오.
경고
벽 또는 천장의 자재에 적절한 나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치에 오류가 발생하면 부상이나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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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다음 방식과 같이 이 장치의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Web GUI를 사용하여 설정 진행
• CONSOLE 포트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설정 진행
• Telnet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설정 진행
• SSH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설정 진행
본 문서에서는 “Web GUI를 사용하여 설정 진행”(페이지 27) 및 “CONSOLE 포트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설정 진행”(페이지 28)에 대해 설명합니다.
표준 사용자와 관리 사용자 중 하나로 이 장치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는 관리 사용자로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명령 참조는 Yamaha 웹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http://www.yamaha.com/proaudio/

Web GUI를 사용하여 설정 진행
Web GUI를 사용하여 이 장치에 로그인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Yamaha LAN 모니터를 사용하여 Web GUI에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에 Yamaha LAN
모니터를 설치하십시오.
로그인하기 전에 동일한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지원되는 웹 브라우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maha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yamaha.com/proaudio/

n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이 장치에 로그인

1. Yamaha LAN 모니터를 작동하십시오.
2. 설정할 디바이스를 선택한 다음 “디바이스 세부 정보” 보기에서 Web GUI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액세스가 완료되면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미리 설정할 경우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한 다음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뭨펯

초기 설정 시 사용자 이름과 암호가 지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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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포트를 사용하여 명령줄에서 설정 진행
CONSOLE 포트 사용에 필요한 케이블,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및 설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n 콘솔 케이블 준비
• USB 케이블 또는 RJ-45/DB-9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장치의 CONSOLE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 USB A 타입 커넥터와 USB 미니 B(5핀) 커넥터가 장착되고 데이터 통신을 지원하는 USB
케이블을 미니 USB CONSOLE 포트가 연결된 USB 케이블로 사용하십시오.충전 전용
케이블은 사용될 수 없습니다.

n USB 직렬 드라이버 설치 중
• 미니 USB CONSOLE 포트를 사용하려면 우선 컴퓨터에 USB 직렬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USB 직렬 드라이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maha 네트워크 디바이스 USB 직렬
드라이버 설치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Yamaha 웹 사이트에서 Yamaha 네트워크 디바이스 USB 직렬 드라이버 설치 가이드와 설치
관리자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yamaha.com/proaudio/

n 컴퓨터 준비
컴퓨터의 직렬(COM) 포트를 제어하는 터미널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터미널 소프트웨어의 매개 변수를 설정하십시오.
매개 변수

값

데이터 전송 속도

9,600bps

문자 비트 길이

8

패리티 점검

해당 없음

정지 비트 수

1

흐름 제어

Xon/Xoff

RJ-45 CONSOLE 포트와 미니 USB CONSOLE 포트 모두에 컴퓨터가 연결된 경우 미니 USB
CONSOLE 포트를 사용하는 터미널 소프트웨어로만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출력 메시지는 두 CONSOLE 포트의 출력 메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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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ONSOLE 포트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로그인 실행

1.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이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USB 케이블 또는 RJ-45/DB-9 콘솔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장치의 CONSOLE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훊픦칺
• LAN 포트와 RJ-45 CONSOLE 포트는 모두 동일한 8핀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잘못 연결할 경우
하드웨어에 손상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니 USB CONSOLE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 USB 허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한 대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Yamaha 스위치가 연결되면 연결부에 할당된 COM 포트 수가 실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장치의 설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장치의 전원 공급 장치를 점검하십시오.
이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원 공급”(페이지 33)에서와 같이 전원을 켜야 합니다. 이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어 명령줄이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컴퓨터의 콘솔 화면에 시작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전원이 이미 켜져 있으면 시작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SWR2310 Rev.2.04.01 (Mon Sep 4 16:28:06 2018)
Copyright (c) 2020 Yamaha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3.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시스템은 사용자 이름이 입력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사용자 이름이 이미 지정된 경우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장치가 공장에서 배송되면 사용자 이름이 지정되지 않아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Username:

4.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시스템은 암호가 입력될 때까지 대기합니다.
암호가 이미 지정된 경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장치가 공장에서 배송되면 암호가 지정되지 않아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Password:

5.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암호 인증이 완료되면 명령 프롬프트가 나타나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뭨펯

SWR2310>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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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

연결부
n 네트워크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에 연결 중
훊픦칺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이 제품을 공용 Wi-Fi 및/또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제품은 강력한 암호 보호 기능을 가진 라우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연결하십시오. 보안 모범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컴퓨터

LAN 케이블을 사용하여 이 장치의 LAN 포트에 네트워크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를
연결하십시오. 연결 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SFP/SFP+ 포트에 해당 SFP 모듈 또는 SFP+
모듈을 설치하십시오.
설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P 모듈 설치 중”(페이지 30) 을(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LAN 포트와 RJ-45 CONSOLE 포트는 모두 동일한 8핀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잘못 연결할 경우
하드웨어에 손상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n SFP 모듈 설치 중
• SFP 포트( SWR2310-10G ):
SFP 모듈(SFP-SWRG-SX,SFP-SWRG-LX)
• SFP+ 포트( SWR2310-28GT / SWR2310-18GT ):
SFP+ 모듈(SFP-SWRT-SR, SFP-SWRT-LR),
SFP 모듈(SFP-SWRG-SX, SFP-SWRG-LX)
지원되는 SFP 모듈 및 SFP+ 모듈은 이하 SFP 모듈입니다.

1. 이 장치의 SFP/SFP+ 포트에 부착된 먼지 커버를

SFP/SFP+ 포트

탈거하고 SFP 모듈을 끼워 넣습니다.

메모
이 장치는 핫 스와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도 SFP 모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SFP 모듈

2. SFP 모듈에서 보호 캡을 탈거하십시오.
주의

보호 캡

SFP 모듈이 설치된 경우 광학 이미터 내부를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SFP 모듈(Yamaha에서 별도 판매)은 클래스 1 레이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불가시광선인 레이저 빔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이 눈에 들어오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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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모듈에 적합한 광섬유 케이블을 커넥터에
연결하십시오.

커넥터

광섬유 케이블

n SFP 모듈 탈거 중
이 장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한 다음 SFP 모듈의 레버를 잡고 앞쪽으로 천천히 당기면
SFP/SFP+ 포트에서 모듈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SFP 모듈 및 SFP+ 모듈은 이하 SFP 모듈입니다.

1. 광섬유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커넥터

광섬유 케이블

2. 포트의 위 행에 SFP 모듈이 연결되어 있으면 SFP
모듈의 레버를 아래로 당기십시오.
포트의 아래 행에 연결되어 있으면 레버를 위로 당기십시오.

레버

주의
SFP 모듈이 설치된 경우 광학 이미터 내부를 들여다 보지 마십시오.
SFP 모듈(Yamaha에서 별도 판매)은 클래스 1 레이저 디바이스입니다. 디바이스에서
불가시광선인 레이저 빔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빔이 눈에 들어오면 시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3. 레버를 잡고 SFP 모듈을 당겨 빼내십시오.
메모

뭨펯

이 장치는 핫 스와핑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도 SFP
모듈을 탈거할 수 있습니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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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DAC(Direct Attach Cable) 설치 중

SWR2310-28GT / SWR2310-18GT

SWR2310-28GT 또는 SWR2310-18GT의 SFP+A 포트에 DAC(Direct Attach Cable)(DAC-SWRT3M, DAC-SWRT-1M)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DAC(Direct Attach Cable)의 SFP+ 모듈 섹션에서 보호 캡을, 이 장치의 SFP+
포트에서 먼지 커버를 탈거하십시오.

2. DAC(Direct Attach Cable)의 SFP+ 모듈 섹션을 잡은 상태에서 SFP+ 포트에 끼워
넣고 잠금 장치를 체결하십시오.
보호 캡
SF

SFP+ 모듈

SF

P+

P+

탈거 탭
핮믖

SFP+ 포트

핮믖헪

n DAC(Direct Attach Cable) 탈거 중

SWR2310-28GT / SWR2310-18GT

1. 한 손을 사용하여 SFP+모듈을 안쪽으로 당기면서 다른 한 손으로 탈거 탭을 몸 쪽으로
당겨 잠금 장치를 해제하십시오.

2. 잠금 장치가 해제되면 탈거 탭을 당겨 천천히 SFP+ 모듈 섹션을 빼내십시오.
탈거 탭
탈거 탭
SF

P+

주의
• DAC(Direct Attach Cable)의 케이블을 분리할 때 손으로 잡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탈거 탭만을 당겨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우선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케이블을 강제로 분리하면
DAC(Direct Attach Cable)가 손상되거나 이 장치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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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스택 연결 생성 중

SWR2310-28GT

SWR2310-28GT의 SFP+A 포트에 DAC(Direct Attach Cable) 또는 SFP+ 모듈(SFP-SWRT-SR이나
SFP-SWRT-LR)을 연결하십시오. SFP+ 모듈을 사용할 경우 SFP+ 모듈에 적합한 광섬유 케이블을
추가로 제공해야 합니다.
DAC(Direct Attach Cable) 설치 또는 탈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C(Direct Attach Cable) 설치
중” SWR2310-28GT / SWR2310-18GT (페이지 32) 및 “DAC(Direct Attach Cable) 탈거 중”
SWR2310-28GT / SWR2310-18GT (페이지 32).
SFP+ 모듈 설치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FP 모듈 설치 중”(페이지 30) 을(를) 참조하십시오.
스택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WR2310 시리즈 “기술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n 전원 공급

1. 포함된 전원 코드 클램프를 연결하십시오.
실수로 인한 전원 코드 분리를 방지하려면 장치의 전원 코드 클램프
구멍(우측 예시에 있는 “장치 구멍”)에 포함된 전원 코드
클램프(우측 예시에 있는 “포함된 클램프”)를 끼워 넣고 전원
코드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 포함된 전원 코드 클램프는 포함된 전원 공급 코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기타 전원 코드에 클램프를 사용할 경우 코드가 손상을 입거나
제대로 고정될 수 없습니다.

장치 구멍에 포함된 클램프를
끼워 넣으십시오.

2. 전원 입력단에 포함된 전원 코드를 연결하고 클램프로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1

클램프를 위로
당기십시오.

2

전원 코드를 연결하십시오.

3

클램프를 아래로 눌러
전원 코드를 단단히
고정하십시오.

3. 전기 출력단에 전원 코드를 연결하십시오.
POWER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이고, 시작이 종료되면 녹색 불이 켜집니다.

주의
POWER 표시등에 주황색 불이 켜지면 장치 내부 온도는 비정상 상태입니다. 이 장치가 설치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4. 포트 표시등을 점검하십시오.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뭨펯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연결된 포트의 좌측 표시등(LINK/ACT)에 녹색 불이 켜지거나 녹색으로
깜박이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포트의 좌측 표시등(LINK/ACT)에 녹색 불이 켜지거나 녹색으로 깜박이지 않을 경우]
포트에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연결된 네트워크 디바이스 또는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트 표시등”(페이지 19)을(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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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장치를 초기 설정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 Web GUI를 사용하여 초기 설정 복원(페이지 34)
• 냉시동 명령을 사용하여 초기 설정 복원(페이지 35)
• 시작할 때 [I](대문자 I) 키를 입력하여 초기 설정 복원(페이지 35)

훊픦칺
초기 설정을 복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주목하십시오.
• 실행 후 즉시 모든 통신이 중지됩니다.
• 이를 실행할 경우 설정 또한 초기 설정 상태로 복원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초기화를 진행하기 전에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외부 메모리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WR2310 시리즈 “기술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n Web GUI를 사용하여 초기 설정 복원
Web GUI에서 설정하여 이 장치를 초기 설정 상태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Yamaha LAN 모니터에서 Web GUI로 로그인하십시오.

1. “관리” 탭 – “유지 관리” – “재시작 또는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재시작 또는 초기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초기화” 섹션에서 “계속”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초기화” 화면이 나타납니다.

3. 관리 암호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실행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4. 콘텐츠를 확인한 다음 “실행”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 장치는 초기 설정 상태로 복원합니다. 또한, “초기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장치가 다시
시작합니다.

5. 이 장치 다시 시작을 마치면 Yamaha LAN 모니터에서 다시 한 번 Web GUI에
액세스하십시오.

주
다시 시작하는 동안 Web GUI가 열린 컴퓨터는 장치와 통신할 수 없지만(컴퓨터 네트워크 어댑터의 상태
표시가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음”), 다시 시작이 완료되면 통신 상태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 장치의 POWER 표시등이 깜박이지 않으면 Web GUI가 열린 컴퓨터의 통신이 복원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디바이스 세부 정부" 보기에서 Web GUI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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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냉시동 명령을 사용하여 초기 설정 복원
CONSOLE 포트, Telnet 또는 SSH 클라이언트를 통해 명령줄 설정을 사용하여 장치를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CONSOLE 포트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로그인 실행”(페이지 29)에서와 같이 로그인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 활성화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지금 권한이 있는 EXEC 모드에 있습니다.
SWR2310>enable
SWR2310#

2. 냉시동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관리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암호가 이미 지정된 경우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장치가 공장에서 배송되면 암호가 지정되지 않아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SWR2310#cold start
Password:

3. <Enter> 키를 누르십시오.
이 장치는 초기 설정 상태로 복원하여 다시 시작합니다.

n 시작할 때 [I](대문자 I) 키를 입력하여 초기 설정 복원
장치가 시작할 때 대문자 “I”를 입력하여 장치를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원
코드를 분리하고 다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또한 다시 로드 명령을
사용하여 이 장치를 다시 시작할 때와 동일합니다.

훊픦칺
“CONSOLE 포트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로그인 실행”(페이지 29)에서와 같이 로그인하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1. 이 장치의 전원 코드를 분리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2. 다시 시작한 후 콘솔 화면에 BootROM Ver(아래 참조)가 나타나고 1초 이내에 대문자
“I”를 입력하십시오.
SWR2310 BootROM Ver.1.00

메모
콘솔 화면에 BootROM Ver가 나타나기 전에, 바로 대문자 “I”를 입력할 수 있도록 [Caps Lock] 키를
누르거나 [Shift] 키를 길게 누를 수 있습니다.

3. 화면에서 초기화 실행 여부를 요청할 경우 <y> 키를 눌러 초기화를 실행하십시오.
Initialize or not ?(y/n)

초기화가 실행됩니다.

뭨펯

Ready to Initialize
...............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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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하드웨어 사양
품목

SWR2310-28GT

크기
(W x D x H 단위: mm)
돌출부 및 피트 미포함

440 mm(W) x
300 mm(D) x
44.0 mm(H)

중량(포함된 품목 없음)

3.9 kg

전원 공급 전압 및 주파수
최대 전원 소비

CONSOLE
포트

330 mm(W) x
200 mm(D) x
43.5 mm(H)
2.1 kg

1.7 kg

AC100 – 240V, 50/60Hz
25.2 W

19.0 W

11.7 W

커넥터

RJ-45, USB 미니 B(5핀)

데이터 전송
속도

9,600 bit/s

표준

IEEE802.3 (10BASE-T/100BASE-TX/1000BASE-T)
24

16

8

통신 모드

자동 협상

커넥터

RJ-45

극성

자동 감지: 직선/교차 또는 직선 상태에 고정됨

SFP+ 포트
포트 수

IEEE802.3z (1000BASE-SX/ 1000BASE-LX),
IEEE802.3ae (10GBASE-SR/ 10GBASE-LR)
4

2

–
–

표준

–

IEEE802.3z
(1000BASE-SX/
1000BASE-LX)

포트 수

–

2

SFP 포트

36

220 mm(W) x
250 mm(D) x
40.5 mm(H)

RS-232C, USB 2.0

표준

마이크로SD
슬롯

SWR2310-10G

표준

포트 수
LAN 포트

SWR2310-18GT

표준

마이크로SD/마이크로SDHC(마이크로SDXC는 지원되지 않음)

파일
시스템

FAT/FAT32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부록
품목

SWR2310-28GT

표시등

POWER,
마이크로SD, 스택 ID,
LAN 포트(LINK/ACT,
SPEED),
SFP+ 포트(LINK/ACT,
SPEED)

MAC 주소
작동 환경
조건

스토리지 환경
조건

SWR2310-18GT
POWER, 마이크로SD,
LAN 포트(LINK/ACT,
SPEED), SFP+
포트(LINK/ACT,
SPEED)

POWER, 마이크로SD,
LAN 포트(LINK/ACT,
SPEED),
SFP 포트(LINK/ACT,
SPEED)

장치 상부 패널의 제품 라벨에 표시됨

주변 온도

0~50 °C

주변 습도

15~80%(비응결 조건)

주변 온도

-20~60 °C

주변 습도

10~90%(비응결 조건)

여기에 포함된 품목

SWR2310-10G

소유자 매뉴얼(본 문서),
전원 코드(3프롱), 전원 코드 클램프, 레그
19인치 랙 마운트 하드웨어 및 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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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에서는 게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현재 사양에 대해 설명합니다. Yamaha 웹 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yamaha.com/proa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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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다이어그램

300

2.3

SWR2310-28GT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단위: mm

3.2

1

44
47.2

440

200

2.3

SWR2310-18GT

330
3

5

7

9

11

13

15

17

2

4

6

8

10

12

14

16

18

3.2

43.5
46.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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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3

SWR2310-10G

220
3

5

7

9

2

4

6

8

10

40.5
43.5

1

3

단위: mm

RJ-45/DB-9 콘솔 케이블 핀 구성
Console (RS-232C)
킮

RJ-45

RTS
DTR
TxD
GND
GND
RxD
DSR*
CTS*

1
2
3
4
5
6
7
8

D-SUB 9
9
8
6
2
5
3
7
4
1

* DSR 및 CTS 신호는 SWR2310 시리즈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전원 규격 등은 기기 상단에 있는 명판이나 명판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 번호를 아래 공란에 기입하고 본 사용설명서를 구매 기록으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모델 번호

(top_ko_01)

SWR2310-28GT SWR2310-18GT SWR2310-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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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부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본 라이선스 계약은 귀하와 Yamaha Corporation(이하 “Yamaha”) 간의 합법적인 계약으로, 이 계약 하에
Yamaha는 Yamaha 네트워크 제품(이하 “제품”)의 펌웨어 및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문서 및 전자
파일(이하 “본 소프트웨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Yamaha는 제품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용도로만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이 계약은 Yamaha에서 귀하에게 제공하는 본 소프트웨어와, 1조 1항에 따라 귀하가 소유한 제품 또는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복사본에 적용됩니다.
1.
라이선스 부여:
1-1. Yamaha는 귀하에게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제품이나 기타 디바이스에서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는 귀하가 소유한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하되 그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1-2. 이를 제3자에게 할당, 서브라이선싱, 판매, 임대, 전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지정 또는
지정되지 않은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웹 사이트나 개인용 컴퓨터로 업로드할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소프트웨어를 복사 및 복제하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번역하거나
변환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수정하고, 분해하고 분할하거나
역엔지니어링할 수 없으며 이를 수행할 어떠한 제3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3. 귀하는 본 소프트웨어에 있는 Yamaha의 저작권 공고를 변경하고 제거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1-4. 명시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Yamaha에서는 귀하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Yamaha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나 저작권을 전달하거나 부여하지 않습니다.
2.
소유권 및 저작권:
저작권 법에 따라 Yamaha는 본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Yamaha가 이 계약에
따라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양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승인합니다.
3.
수출 제한:
해당 국가의 모든 수출 규제 법규를 준수하고, 해당 규제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직간접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4.
지원 및 업데이트:
Yamaha, Yamaha의 자회사 및 계열사, 대리점과 딜러는 본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 또는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에게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 버그 픽스 또는 지원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5.
보증 포기:
5-1. 본 소프트웨어는 어떤 종류의 명시되거나 함축된 보증 없이 상업상의 보증을 포함하며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며 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현재의 상태로 제공됩니다.
5-2. Yamaha, Yamaha의 자회사 및 계열사, 대리점과 딜러는 부가조항들을 포함한 본 계약으로 인하여,
또는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윤감소, 수익감소, 데이터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의 손실 혹은 손상,
또는 어떠한 우발적, 결과적, 응보적, 징계적이거나 기타 특별한 손상들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비록 그러한 손상들의 가망성을 사전에 통보 받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우발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제한 또는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 상기의
제한이나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우발적이거나 결과적인 손해 제한
또는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 상기의 제한이나 배제는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5-3. Yamaha, Yamaha의 자회사 및 계열사, 대리점과 딜러는 제3자가 본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자사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클레임 또는 소송에 대해서 배상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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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 약관:
6-1. 본 계약은 사용 약관에 동의하자 마자 발효되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거나 6조 2항 또는 6조 3항에
따라 해지될 때까지 계속 발효됩니다.
6-2. 제품에 설치된 본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3. 본 계약의 사용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4. 6조 3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즉시 본 소프트웨어를 삭제해야 합니다.
6-5. 본 계약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2에서 섹션 6은 해지 또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7.
가분성:
본 계약 법원 또는 결정권 있는 사법 관할구역의 재판소로부터 불법으로 판결 또는 선고되는 경우, 해당
법원 또는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은 사라지지만 본 계약의 나머지 모든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8.
U.S. GOVERNMENT RESTRICTED RIGHTS NOTICE:
The Software is a “commercial item,” as that term is defined at 48 C.F.R. 2.101 (Oct 1995),
consisting of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as such terms are used in 48 C.F.R. 12.212 (Sept 1995). Consistent with 48
C.F.R. 12.212 and 48 C.F.R. 227.7202-1 through 227.72024 (June 1995), all U.S. Government
End Users shall acquire the Software with only those rights set forth herein.
9.
확인:
본 계약은 여기 기술한 목적에 대해 귀하와 Yamaha 사이의 완전한 합의를 의미하며, 쌍방 간에 어떤
본질에 관하여 모든 제안 사항이나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및 기타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하고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계약은 Yamaha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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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준거법:
본 계약은 법률 충돌 원칙과 관계 없이 일본 법률에 의해 감독을 받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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