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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설명서

한국어
• 제품 설치 시 :

안전 주의사항

주의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이 설명서는 안전
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Yamaha는 부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손상, 또는 데이터 손실
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천으로 덮지 마십시오 .
- 상단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 측
면으로 설치하거나 거꾸로 설치하지 마십
시오 .
- 좁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잘 환기되지 않
는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환기가 부적절하면 과열되어 제품 손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 가능성 또는 기
기나 기타 재산에 대한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
는 아래에 열거된 기본적인 안전 주의사항에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 이들 안전 주의사항에
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으로 한
정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 징후 발견 시

경고
감전 , 회로 단락 , 손상 , 화재 또는 기타 위험
으로부터 심각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열거된 기본적인
안전 주의사항에 반드시 따라 주십시오 . 이들
안전 주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지
만 그것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화재 경고
• 제품 근처에 연소성 물품이나 불꽃을 놓지
마십시오 .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력 손실
• 전원을 켜고 끄기 전에는 음량을 최소로 낮
추십시오 .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 감전
또는 기기 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 오디오 시스템의 AC 전원을 켤 때는 청력 손
실 및 스피커 손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워 앰프를 항상 제일 마지막에 켜십시오 .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 때는 파워 앰프
를 제일 먼저 꺼야 합니다 .

위치 및 접속
• 제품 설치에 시공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항상
전문 설치자에게 문의하고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 제품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장착 하드웨
어 및 설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
- 일정한 진동에 노출되는 장소는 피하십시
오.
-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제품을 설치하십
시오 .
- 제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

• 부식성 가스나 염기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
에 제품에 두지 마십시오 .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다음 문제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즉시
PoE 인젝터 또는 PoE 네트워크 스위치의 전
원을 끄고 ,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 제품을 이동시키기 전에 연결된 모든 케이
블을 제거하십시오 .

-

LAN 케이블이 손상된 경우
이상한 냄새 또는 연기가 배출되는 경우
제품 내로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간 경우
제품 사용 중 음향이 갑작스럽게 상실된
경우
- 제품에 금이 갔거나 가시적인 손상이 나
타난 경우
그렇게 한 후에 공식 Yamaha 서비스 담당자
에게 검사나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등 케이블에 걸려
서 넘어질 수 있는 곳에 케이블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케이블에 걸리면 사람 또
는 본 제품이 넘어져서 인적 부상 또는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이 제품을 PoE 인젝터 또는 PoE 네트워크 스
위치와 연결할 때는 IEEE 802.3at 표준의 최대
전원 공급 전압 (57V) 을 지원하는 CAT5e 이
상의 LAN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사양에 따
르지 않는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 플랫 타입
또는 슬림 타입 케이블을 연결하면 화재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의 오작동/손상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
록 다음 사항을 따르십시오.

일반 사항
설명

천장 마이크

취급 및 유지보수

색상

블랙, 화이트

• 본 제품은 공용 Wi-Fi 및 / 또는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지 마십시오 . 패
스워드 보호 기능이 강력한 라우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본 제품을
연결해 주십시오 . 보안에 대한 최적의 사례에 관한 정보는 라우터 제
조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가로 560mm×세로 560mm×높이 90mm
( 돌출부 / 마이크 패널 : 높이 22mm 포함 )

무게

5.6kg( 그릴 포함 )

전원 요구 사항

PoE(IEEE802.3af), DC 48V

• TV, 라디오 또는 기타 전자제품 부근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품 , TV 또는 라디오에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먼지 , 진동이 많은 곳 , 극한 저온 혹은 고온의 장소에 본 제품을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 외관 변형 , 불안정한 작동 또는 내부 부품의 손상
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 기온 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품 내부 또는 표면이 응결되어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 응결되었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응결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전원을 켜지 않은 상태로 여러 시간 제품을 방
치해 주십시오 .
• 비닐 ,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된 물체는 제품에 올려 놓지 않도록 하십
시오 . 이로 인해 변형되거나 변색될 수 있습니다 .
• 제품을 닦을 때는 부드럽고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 변형 또는 변색
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페인트 시너 , 용제 , 세척액 또는 화학적으로
침윤된 걸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정보

침수 경고

제품에 부속된 기능 / 데이터에 관해서

•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 물 또는 습기가 많
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담겨있는 액체가
입구 등의 부위로 쏟아질 우려가 있는 용기 (
예 : 화병 , 병 또는 유리컵 ) 를 본 제품에 올
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
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있
습니다 .

- 케이블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두지 마
십시오 .
- 어떤 방식으로든 케이블을 가공하지 마십
시오 .
- 케이블을 정해진 위치에 고정하기 위해
스테이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 케이블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 케이블은 뜨거운 것 가까이에 두지 마십
시오 .
• 우발적으로 떨어져서 부상을 초래할 수 있
으므로 제품을 불안정한 곳이나 진동이 과
다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

작동 시
보관

7.2W
온도

0°C~40°C

습도

30%~90%( 응결 없음 )

온도

-20°C~60°C

습도

20%~90%( 응결 없음 )

표시등

방진

• 천장 마운트 (*격자 천장 패널을 대체할 수
없음 )
• 와이어 마운트
• VESA 마운트
방진에 대해 IP5X( 단자 커버가 있는 상태)

플래넘 등급

UL2043(단자 커버가 있는 상태 )

마운트

네트워크
Dante/PoE 포트

미국 및 캐나다
기타 국가

• 본 제품은 Dante Ultimo 를 사용합니다 .
특정 소프트웨어에 관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udinate 웹사이트(영문)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audinate.com/software-licensing

부속품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
록 상표입니다 .
• 소프트웨어는 사전 예고 없이 수정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발행일 현재 최신 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
다 . 최신 설명서를 얻으시려면 Yamaha 웹사이트에 액세스한 후 설명
서 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

폐기에 관해서
• 본 제품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구성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제
품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 주십시오 .

https://uc.yamaha.com/support/
https://download.yamaha.com/

(모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
•
•
•
•
•
•
•
•
•
•

설치 설명서 ( 본 설명서 ) (1)
그릴 (1)
그릴 장착 나사 (M3×8mm) (5*)
나사 커버 (4)
케이블 타이 (1)
단자 커버 (1)
안전 와이어 (1)
U 자형 브래킷 (1)
U 자형 브래킷용 장착 나사 (M4×20mm) (5*)
C- 링 (1)
C- 링용 장착 나사 (2)
절단 템플릿 (1)
임시 장착 브래킷 (2)

* 예비용 1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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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에 우묵한 곳을 만드는 방법은 뒷 페이지의 절차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
• 설치하기 전에 기기와 안전 와이어를 설치할 위치가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십시오.
• 다음 작업 시 안전 와이어를 사용하고, 떨어지거나 기기 또는 주변 구조물이 떨어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모델 번호

주의사항 :
• 전원을 공급하려면 기기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LAN 케이블을 IEEE802.3af 를 준수하는 PoE 인젝터 또는 PoE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하십시오 .

일련 번호

• 최대 100m 길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기 간섭을 방지하려면 STP( 차폐 연선 )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천장 장착을 위해 VESA 장착 브래킷을 사용하
는 경우
VESA100 호환 장착 브래킷과 장착 나사를 준비합니다.
VESA 마운팅 브래킷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다음은 그 예입니다.
단자 커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뒷면의

1, 2-1, 8, 10 단계를

건너 뜁니다. 그러나 방진 및 플레넘 등급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1.

(bottom_ko_01)

 와이어로 걸 때
걸기에 충분한 부하 용량이 있는 와이어와 아이볼트(M6×13mm 이
하)를 준비합니다.

주:
현지 규정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아이볼트를 사용하십시오 .

주의사항 :
아이볼트의 강도는 설치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 수직에서 0°~45° 범
위 내에서 아이볼트를 설치합니다 .

단자 커버에 구멍을 뚫어 도관을 통과시킵니다 .

0°

도관의 방향에 따라 단자 커버에 케이블 구멍을 만듭니다 . 케이
블 구멍은 단자 커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45°

니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커버를
치거나 들어 올려 구멍을 만들려고 하면 단자 커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

2.

아래 표시된 나사 구멍을 사용하여 VESA 장착 브래킷
을 기기에 부착합니다 .

단자 커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뒷면의

1, 2-1, 8, 10 단계를

건너 뜁니다. 그러나 방진 및 플레넘 등급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1.

단자 커버에 구멍을 뚫어 도관을 통과시킵니다 .
도관의 방향에 따라 단자 커버에 케이블 구멍을 만듭니다 . 케이
블 구멍은 단자 커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니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커버를
치거나 들어 올려 구멍을 만들려고 하면 단자 커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

3.

2.

아래 표시된 나사 구멍을 사용하여 아이볼트를 기기에
설치합니다 .

3.

천장에 매달린 와이어에 기기를 장착하여 설치하고 , 기
기가 수평인지 확인합니다 .

VESA 장착 브래킷을 천장에 장착합니다 .

나머지 절차의 경우
속합니다.

2-6~2-10 단계와 뒷면의 4단계를 계

나머지 절차의 경우
속합니다.

2-6~2-10 단계와 뒷면의 4단계를 계

Dante, Remote Control, Web GUI, PoE
케이블 요구 사항 : CAT5e 이상 , STP

• 본 기기의 기능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M-CG 참고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두 설명서는 모두 Yamaha 웹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

• 본 제품에 사용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인허가 조건에 관해서는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
https://download.yamaha.com/

• 본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그림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설치

• 전면 ( 음소거/ 음소거 해제 및 상태)
• 네트워크 포트

• 본 기기를 RM-CR 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M-CR 참
고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본 설명서에 관해서

• 본 제품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
십시오 . 본 제품은 어린이 등이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최대 소비 전력

참고설명서

• 본 제품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
이 없습니다 . 어떤 방식으로든 내부 부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

• 절대로 젖은 손으로 케이블을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

• LAN 케이블은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 이들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화재 , 감
전 또는 제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양

• 전면을 그릴이 부착된 채로 아래로 향하게 놓지 마십시오 . 그릴이 변
형될 수 있습니다 .

열지 마십시오

위치 및 접속

주의사항

5.

 천장에 우묵한 곳을 만들 때
경고 :

U 자형 브래킷을 천장의 구멍에 삽입한 다음 U 자형 브래
킷용 장착 나사를 사용하여 C- 링에 고정합니다 .
기기의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 U 자형 브래킷의 양쪽 끝이 천장
레일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설치하기 전에 기기와 안전 와이어를 설치할 위치가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십시오.
• 포함된 브래킷을 사용하여 장치를 천장에 장착하십시오. 설치하기 전에 설치 위치가 충분히 튼튼한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포
함 된 U자형 브래킷을 사용하여 구조 재료에 하중을 전달하는 등 천장 패널이 내하중보다 높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 패널에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패널을 보강하여 부품 손상, 그리고 기기 또는 부품 낙하를 방지하십시오.

8.

LAN 케이블을 터미널 커버에 통과시킵니다 .

9.

LAN 케이블을 Dante/PoE 포트에 연결합니다 .
Dante/PoE 포트

U자형 브래킷

주의사항 :
• 전원을 공급하려면 기기가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LAN 케이블을 IEEE802.3af 를 준수하는 PoE 인젝터 또는 PoE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하십시오 .
• 최대 100m 길이의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전자기 간섭을 방지하려면 STP( 차폐 연선 )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 그릴과 장착 브래킷을 포함한 무게는 약 6.8kg 입니다 .

2.

1 천장에 구멍 만들기
1.

절단 템플릿을 천장에 위치시킨 다음 절단 위치를 표시
합니다 .

U자형 브래킷용
장착 나사

기기의 임시 장착 브래킷 나사를 푼 후 해당 나사를 사용
하여 기기에 임시 장착 브래킷을 장착합니다 .
임시 장착 브래킷

로고의 위치에 따라 위치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
두꺼운 선은 잘라낼 부분을 나타냅니다 .

주:

나사

구멍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절단 템플릿에 따라 절단할 5 개 구
멍의 중심점을 표시합니다 . 먼저 R35mm 구멍을 뚫습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방향을 잡을 때 절단 템플릿의 상단과 하단에
천장 레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LAN 케이블

6.

천장 위의 구조물에 안전 와이어를 장착합니다 .

7.

안전 와이어를 안전 와이어 링에 연결하고 케이블 타이
로 안전 와이어와 안전 와이어 링을 고정합니다 .
기기가 안전 와이어에 매달린 상태에서
를 수행합니다 .

10.

기기의 단자 커버 나사를 푼 후 해당 나사를 사용하여 단
자 커버를 기기에 부착합니다 .
나사

3 단계까지 다음 단계

안전 와이어
안전 와이
어링
나사

3.

C- 링을 천장의 구멍에 삽입하고 홈을 맞춥니다 .
천장

단자 커버

케이블 타이

C-링

3 천장에 장착

경고 :

2.

표시를 따라 천장에 구멍을 뚫습니다 .
주의 :

구멍

구멍을 뚫을 때 눈에 이물질이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
도록 주의하십시오.

4.

2 브래킷 장착
단자 커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 8, 10 단계를 건너 뜁니다. 그

러나 방진 및 플레넘 등급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1.

기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부착된 안전 와이어가 충분히 길지 않은 경우, 적절한
길이와 강도의 와이어를 준비할 때 기기의 무게와 설
치 위치를 고려하십시오. 와이어가 너무 길면 기기가
떨어질 때 와이어에 운동 에너지가 부가되어 와이어
가 끊어져 기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임시 장착 브래킷을 천장 구멍의 홈에 맞춘 다음 기기를
천장을 통해 천천히 삽입합니다 .
천장과 기기 사이에 케이블이나 안전 와이어가 끼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

C- 링용 장착 나사를 사용하여 C- 링을 천장에 고정합니
다.
천장

단자 커버에 구멍을 뚫어 도관을 통과시킵니다 .
도관의 방향에 따라 단자 커버에 케이블 구멍을 만듭니다 . 케이
블 구멍은 단자 커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니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커버를
치거나 들어 올려 구멍을 만들려고 하면 단자 커버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
C-링용 장착 나사

단자 커버

2.

장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방향을 조정합니다 .

4 그릴 장착

C- 링에 임시 장착 브래킷을 놓으면 작업을 위해 기기에서 손을
뗄 수 있습니다 .

1.

부속품

그릴을 본 기기에 장착합니다 .
그릴에 있는 16 개의 고리를 바깥쪽으로 가볍게 열어서 장착합
니다 .

케이블 타이 (1)
C-링 (1)
천장 마이크 (1)
단자 커버 (1)

3.

C-링용 장착 나사 (2)

고리

기기를 위로 들고 십자 드라이버로 4 개의 장착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조입니다 .
첫 번째 회전은 클램프를 엽니다 . 나사를 돌릴 때마다 클램프가
내려가고 C- 링이 천장에 고정됩니다 .

그릴 (1)

클램프를 열기 어려운 경우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 바퀴
돌려 클램프를 쉽게 열 수 있도록 합니다 .
장착 나사를 돌리면 기기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기기가
잘못 정렬된 경우 나사를 완전히 조이기 전에 위치를 수정하십
시오 .

안전 와이어 (1)

그릴

2.

절단 템플릿 (1)

장착 나사를 사용하여 그릴을 네 위치에 고정합니다 .

그릴 장착 나사(M3×8 mm) (5)
U자형 브래킷 (1)

나사 커버 (4)

임시 장착 브래킷 (2)

U자형 브래킷용 장착 나사(M4×20 mm) (5)

그릴용 장착 나사
장착 나사

3.

4개의 나사 커버를 측면에서 밀어서 제자리에 맞춥니다.

치수도
□ 560

22

클램프

90
68

□ 400
□ 100

4×M4×0.75
깊이 최대 10

나사 커버
□ 280

분리하려면 절차를 반대로 수행합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
십시오.

경고 :
• 장착 나사 또는 클램프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장착
나사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 장착 나사 이외의 나사는 돌리지 마십시오. 그럴 경
우 기기가 떨어지거나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4×M6×1.0
깊이 최대 13

• 그릴을 분리할 때 고리를 바깥쪽으로 가볍게 엽니다 .
• 4 개의 장착 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풉니다 . 나사를 풀면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클램프가 올라가서 닫힙니다 . 나사 머리
가 표면에서 튀어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 나사를 너무 많이 풀면
클램프가 떨어져 , 기기를 구멍에서 분리할 때 낙하하여 부상을 입
을 수 있습니다 .

111
13

장착 나사

388
470

30°
30

642

578

479

11

5
57.2

100–135

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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