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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개개개개 요요요요

본 장치는 특정주파수(2,175Hz 등)를 GuardTone으로 사용하는, 무선망의 원격지령시스템에 사

용되는 장치로 무전기와 직접 또는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원격지로 부터 채널제어 신호를

받아 무전기의 채널을 변경 할 수 있고, 리모트 4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본 장치를 직렬로

접속하면 리모트를 접속 갯수를 무제한 확장 할 수 있는 회선분배기(SK-LD0104N)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2222....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전용선

TxA,RxA,PTT

및 데이타

2Wire

2Wire

2Wire

2Wire

리모트 2 리모트 3 리모트 4 리모트 N

그림1 시스템 구성도

2Wire

●●●

J2 J3

J2 J3

J2

J1

J1

J1

리모트 1

4회선 확장

●●●

4회선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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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특특특특징징징징

1) 본 장치는 4대의 리모트를 원격으로 접속 할 수 있다.

2) 본 장치는 4종류의 가드톤 중 한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본 장치는 선로를 시험하기 위한 1KHz 사인파를 선로를 통해서 원격지로 보낼 수 있다.

4) 본 장치는 무전기의 변조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1KHz 사인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5) 본 장치는 원격지의 시스템과 인터폰 모드로 접속하여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

6) 본 장치는 원격지로 부터 채널제어신호를 받아 무전기의 채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원격지의 장비는 당사 장비에 한하여 가능함.)

7) 본 장치의 전면에는 송수신 되는 신호의 크기를 표시하는 레벨메타가 부착되어 있다.

8) 본 장치의 전면에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연결구가 있다.

9) 본 장치의 전면에는 무전기의 채널을 바꾸는 채널 키(증가,감소)가 2개 있다.

10) 본 장치의 전면에는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이 있다.

11) 본 장치의 전면에는 선로측의 신호를 조정하는 볼륨과, 후면에는 무전기를 직접 연결한 경우에

신호를 조정하는 볼륨과 무전기 접속 콘넥터 및 옵션선택스위치가 준비되어 있다.

12) 본 장치는 송신신호에 포함된 가드톤(Guard-Tone)을 제거하기 위한 노치필터를 디지털방식의

필터를 사용하여 경년변화와 환경변화에도 항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13) 본 장치는 송신시간제한(TOT) 기능이 있다. (TOT = 180초 고정)

14) 본 장치는 인터폰 모드 또는 LINE TEST 모드 사용 후, 일정시간(10분) 경과 후 자동으로 운용

모드로 복귀하는 기능이 있다.

15) 본 장치는 무전기를 원격으로 접속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드톤을 재발생하여 송신할 수 있다.

16) 본 장치는 리모트 중에서 채널1을 우선순위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다른 채널이 송신중이더라도 송신중인 채널을 차단하고 우선순위채널 #1이

송신된다.)

17) 본 장치는 확장콘넥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본 장치를 여러대 사용하면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 갯

수를 무제한 확장할 수 있다.

18) 본 장치는 2선식(2Wire), 톤 방식으로 설계하여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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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형 설명

4.1 전면

① 스피커 : 청취하는 음성신호가 나오는 구멍.

② TX 램프 :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거나 리모트에서 송신시 점등되고, 마이크 또는 리

모트에서 송신되는 음성신호가 무전기측으로 송신된다.

③ LINK램프 : 리모트와 채널제어 통신이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램프가 점등되고, 채널제어 통신

을 하지 않았거나 실패한 경우에는 소등된다.

④ 레벨메터 : 송신,수신되는 신호의 크기에 따라 레벨을 표시한다.

⑤ 증가 키 : 채널번호를 증가시킨다.

⑥ 감소 키 : 채널번호를 감소시킨다.

⑦ 기능 키 및 선택램프 : 기능 키를 눌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INT-PHONE 램프 : 【인터폰 램프】라고 함. 이 램프가 점등되면 무전기로 음성신호가 송

신되지 않고, 리모트측과 음성통신을 할 수 있다.

- LINE TEST : 【회선시험 램프】라고 함. 이 램프와 리모트송신 램프 및 TX램픠의 점등 상

태에 따라 마이크 PTT스위치를 누르면 리모트측 또는 무전기측으로 1KHz,

0dBm의 사인파가 보내진다. 이 신호로 회선을 시험하는데 사용한다.

⑧ 음량 : 청취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한다.(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커짐)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⑧음량①스피커

그림2 회선분배기(SK-LD0104N) 외형(전면)

⑨리모트
송신램프

⑤증가 키 ⑥감소 키④레벨메터②TX램프 ③LINK램프

⑩리모트
송신레벨
조정볼륨

⑪리모트
수신레벨
조정볼륨

⑬원격무전기
수신레벨
조정볼륨

⑭마이크
연결구

⑫원격무전기
송신레벨
조정볼륨

⑦기능 키 &
선택램프



12쪽중 4쪽

⑨ 리모트 송신램프 : 리모트에서 송신하면 해당 채널의 리모트 송신램프가 점등되고, 송신대기

중이면 소등된다.

리모트 송신램프 적용 리모트

L1 TX 리모트 #1

L2 TX 리모트 #2

L3 TX 리모트 #3

L4 TX 리모트 #4

⑩ 리모트 송신레벨 조정볼륨 : 리모트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가 선로를 경유할 때 손실이 발생

할 때 신호를 보상하는데 사용한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신호가 커지며, 최대

20dB까지 증폭된다.

⑪ 리모트 수신레벨 조정볼륨 : 리모트로 보내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는데 사용한다. 특별한 경

우가 아니면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상태 레벨은 0dBm이다.

⑫ 원격무전기 송신레벨조정볼륨 : 무전기가 원격으로 제어할 때 조정하는 볼륨으로, 특별한 경

우가 아니면 조정하지 않는다. 최소상태 송신레벨은 0dBm이다.

⑬ 원격무전기 수신레벨조정볼륨 :원격지의 기지국무전기로 부터 입력되는 신호가 선로를 경유

함으로써 발생한 신호손실을 보상하는데 사용한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신호

가 커지며, 최대 20dB까지 증폭된다.

⑭ 마이크 연결구 : 마이크를 연결하는 연결구이다. (아래 그림은 ICOM 의 마이크 핀번호임)

기본설정은 모토롤라 차량용 마이크로 설정되어 있으며, 내부에서 점퍼를 조

정하여 타회사의 마이크로 변경이 가능하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⑧ ..... ①

(장비 전면에서 본상태)

핀번호 설 명

⑧ 마이크 전원 (+10Vdc)

⑦ 사용안함

⑥ 사용안함

⑤ PTT (LOW ACTIVE)

④ GND

③ MIC INPUT

② 사용안함

①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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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후면

① 회선연결단자 : 리모트와 접속하는 회선을 연결하는 단자이다.(채널1~4)

② 무전기 연결구 : 무전기를 연결하는 콘넥터로서 연결방법 및 핀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핀번호 설 명 동작설명

1 PTT 출력 ACTIVE LOW (OPEN COLLECTOR TYPE)

2 TX AUDIO OUTPUT NORMAL 2Vpp (후면 J2의 MOD 볼륨으로 조정가능)

3 RX AUDIO INPUT 0 ~ 20dB (후면 J2의 RXA 볼륨으로 조정가능)

4 /SQ INPUT

ACTIVE LOW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GROUND와 연결해야 하며,

4-2-⑥항을 참조하여 ACTIVE HIGH로 변경할 수 있

다.)

5 TXD 무전기 채널변경 데이타 출력 (ICOM 무전기만 해당)

6 RXD 사용안함

7 DATA 0 로직레벨 (0 또는 5V 입출력)

용도 : 1. 채널제어

2. 원격감시

3. 특수기능 제어 및

감시기능 등

사전 협의하에 데이

타 제어방법 및 기능

조정 가능

8 DATA 1

9 DATA 2

10 DATA 3

11 DATA 4

12 DATA 5

13 사용안함

14 전원입력 단자 12Vdc ~ 18Vdc

15 GND GROUND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그림3 회선분배기(SK-LD0104N) 외형(후면)

①회선연결단자 ③무전기 변조도
조정볼륨

④무전기 수신

조정볼륨

⑤원격무전기
회선연결단자

②무전기연결구

⑦확장연결단자 ⑧전원입력단자 ⑨전원스위치⑥옵션선택스위치



12쪽중 6쪽

③ 무전기 변조도 조정볼륨 : 무전기 연결구에 연결된 무전기로 송신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

는 볼륨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신호가 커진다.

④ 무전기 수신조정볼륨 : 무전기 연결구에 연결된 무전기로 부터 수신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

하는 볼륨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신호가 커진다.

⑤ 원격무전기 회선연결단자 : 원격지의 무전기를 가드톤으로 제어할 수 있는 회선을 연결하는

단자이다.

⑥ 옵션선택스위치 : 본 장치의 특수한 기능을 설정하는데 사용하며,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스위치를 ON 방향으로 놓으면

해당 기능이 선택됨.

핀번호
(ON)

설 명 (스위치를 ON 방향으로 내렸을 때 기능이 선택됨)

1

◆ 우선송신기능 (PRIORITY)

이 기능을 선택하면, 채널1번에 연결된 리모트의 신호가 최우선으로 송

신된다. 즉 다른 채널이 송신 중이더라도 채널1번에서 송신을 하게 되면

다른 채널은 송신이 중단되고 채널1번이 송신된다.

양방향 원격중계모드로 사용할 때는 후면 RADIO(J2)의 SQ INPUT신호

가 최우선으로 실행된다.

2

◆ 원격기지국장비 연결모드 기능 (REMOTE RADIO)

이 기능을 선택하면 원격무전기 회선연결단자를 통해서 신호가 송신된다.

이때 송신되는 신호는 가드톤과 음성신호가 함께 송신되어 원격지의 기

지국무전기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3

◆ OPT2 (양방향 원격중계모드)

이 기능을 선택하면, 4WIRE로 구성하여 가드톤을 사용하는 원격지의 장

비와 접속하여 양방향 원격중계기를 구성할 수 있다. (5.4항 참조)

4 ◆ 사용안함

5 ◆ 사용안함

6

◆ Busy(또는 스켈치) 신호 레벨 선택 기능

이 기능을 선택하지 않으면 ACTIVE LOW, 선택하면 Busy 신호를

ACTIVE HIGH로 바뀐다.

7

◆ 펑션톤(Function-Tone) 1950Hz 송신 기능

이 기능을 선택하면 원격기지국장비 연결모드(2번 스위치 선택)시에

1950Hz의 펑션톤이 송출된다.

8

◆ Line으로 Guard-Tone 송신을 선택하는 기능

이 기능을 선택하면 무전기측에서 신호 수신시 Line으로 Guard-Tone을

보낸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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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확장연결단자 : 이 연결단자는 또 다른 회선분배기를 연결하여 접속할 수 있는 리모트의 수

량을 증가할 때 사용하며, 핀 배열은 다음과 같다.

핀번호 설 명 동작설명

1 PTT 입력 ACTIVE LOW (평상시 5V)

2 TX AUDIO INPUT 0 ~ 2Vpp (무전기로 송신될 신호 입력단자)

3 RX AUDIO OUTPUT NORMAL 2Vpp (리모트로 보내는 신호 출력단자)

4 /BUSY OUTPUT

ACTIVE LOW (평상시 5V)

무전기측에서 신호가 수신되거나 리모트에서 송신할

경우에 LOW로 신호가 출력된다.

5~8 - 사용안함

9 GND GROUND

⑧ 전원입력 : 리모트송신기(SK-RTG99N)가 동작시키기 위한 직류전원 +12V를 공급하는 연결

구이다.

⑨ 전원스위치 : 본 장치에 공급되는 직류전원을 ON/OFF 하는 스위치이다.

4.3 내부 기판

① JP1 : 무전기로 송신하는 신호의 크기를 선택하는 것으로 0dBm 과 -30dBm 두개가 있다.

0 dBm을 선택 : 무전기로 송신하는 신호의 크기를 0~2Vpp까지 조정할 수 있다.

-30dBm 선택 : 무전기로 송신하는 신호의 크기를 0~90mVpp까지 조정할 수 있다.

② JP2 : WATCH-DOG 기능 (기본설정으로 사용자 설정할 수 없음.)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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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조조조조정정정정방방방방법법법법

5.1 무전기를 직접 접속했을 때 조정방법

① 본 장치와 무전기간의 배선이 완료되면 본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② 본 장치 전면 및 후면의 모든 볼륨이 최소(시계 반대방향)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볼륨은 최소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다.

【 리모트측 수신 조정 】

③ 본 장치에서 원격지의 리모트로 내려가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

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와 선로시험 할 해당 리모트 채널의 램프(예:L1 TX)가

점등 되도록 한다.

④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면 원격지의 리모트로 1KHz, 0dBm(600Ω기준)의 사인파를 보

내서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수신레벨을 조정하도록 한다.

⑤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측정시, 감쇄가 있으면 리모트 장비에서 수신신호를 보상한다.

이이이이때때때때 특특특특별별별별한한한한 경경경경우우우우가가가가 아아아아닌닌닌닌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 본본본본 장장장장치치치치 전전전전면면면면의의의의 RRRRXXXXAAAA 볼볼볼볼륨륨륨륨은은은은 조조조조정정정정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다다다다.... ((((최최최최소소소소일일일일때때때때

0000ddddBBBBmmmm으으으으로로로로 셋셋셋셋팅팅팅팅 되되되되어어어어 있있있있음음음음....))))

【 리모트측 송신 조정 】

⑥ 원격지로 리모트로 부터 오는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와 선로시험 할 해당 리모트 채널의 램프(예:L1 TX)가 점등

되도록 한다.

⑦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본 장치로 1KHz, 0dBm(600Ω기준)의 사인파를 보내고, 본 장치의 전

면에 표시되는 레벨메타를 보면서 0dBm까지 표시되도록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TXA 볼륨

을 조정한다.

【 무전기측 송신(변조도) 조정 】

⑨ 무전기로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하고, 본 장치 후면의 옵션선택스위치 3. MOD SET 스

위치가 선택이 안 되도록 한다.

⑩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면, 무전기로 1KHz의 사인파가 보내진다, 이때 무전기의 송신

변조도 상태를 보면서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본 장치 후면의 RADIO (J2)의 무전기 변조도

조정볼륨(MOD)을 조정한다.

【 무전기측 수신 조정 】

⑪ 무전기로 음성이 수신되는 상태에서 본 장치 전면의 레벨메타가 0dBm까지 표시되도록 본

장치 후면의 RADIO (J2)의 RXA 볼륨을 조정하여 최적의 수신 상태가 되도록 한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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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무전기를 톤 방식으로 원격접속 했을 때 조정방법

① 본 장치와 리모트 및 무전기간의 회선접속이 완료되면 본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② 본 장치 전면 및 후면의 모든 볼륨이 최소(시계 반대방향) 상태인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볼륨은 최소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다.

【 리모트측 수신 조정 】

③ 본 장치에서 원격지의 리모트로 내려가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

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와 선로시험 할 해당 리모트 채널의 램프(예:L1 TX)가

점등 되도록 한다.

④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면 원격지의 리모트로 1KHz, 0dBm(600Ω기준)의 사인파를 보

내서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수신레벨을 조정하도록 한다.

⑤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측정시, 감쇄가 있으면 리모트 장비에서 수신신호를 보상한다.

이이이이때때때때 특특특특별별별별한한한한 경경경경우우우우가가가가 아아아아닌닌닌닌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 본본본본 장장장장치치치치 전전전전면면면면의의의의 RRRRXXXXAAAA 볼볼볼볼륨륨륨륨은은은은 조조조조정정정정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는는는는다다다다.... ((((최최최최소소소소일일일일때때때때

0000ddddBBBBmmmm으으으으로로로로 셋셋셋셋팅팅팅팅 되되되되어어어어 있있있있음음음음....))))

【 리모트측 송신 조정 】

⑥ 원격지로 리모트로 부터 오는 신호의 크기를 측정하고 보상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와 선로시험 할 해당 리모트 채널의 램프(예:L1 TX)가 점등

되도록 한다.

⑦ 원격지의 리모트에서 본 장치로 1KHz, 0dBm(600Ω기준)의 사인파를 보내고, 본 장치의 전

면에 표시되는 레벨메타를 보면서 0dBm까지 표시되도록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TXA 볼륨

을 조정한다.

【 무전기측 송신 조정 】

⑨ 무전기로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본 장치 전면에 있는 기능 키를 눌러

[LINE TEST]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하고, 본 장치 후면의 옵션선택스위치 3. MOD SET 스

위치가 선택이 되도록 한다.

⑩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면, 무전기측 회선으로로 1KHz의 사인파가 보내지고, 무전기측

에서는 수신하는 신호의 크기가 최적의 상태가 되도록 무전기측 장비의 신호레벨을 조정한다.

이이이이때때때때 특특특특별별별별한한한한 경경경경우우우우가가가가 아아아아닌닌닌닌 경경경경우우우우에에에에,,,, 본본본본 장장장장치치치치 전전전전면면면면의의의의 RRRRAAAADDDDIIIIOOOO LLLLIIIINNNNEEEE의의의의 TTTTXXXXAAAA 볼볼볼볼륨륨륨륨은은은은 조조조조정정정정하하하하지지지지 않않않않

는는는는다다다다.... ((((최최최최소소소소일일일일때때때때 0000ddddBBBBmmmm으으으으로로로로 셋셋셋셋팅팅팅팅 되되되되어어어어 있있있있음음음음....))))

【 무전기측 수신 조정 】

⑪ 무전기측 회선으로 부터 음성이 수신되는 상태에서 본 장치 전면의 레벨메타가 0dBm까지

표시되도록 본 장치 전면의 RADIO LINE의 RXA 볼륨을 조정하여 최적의 수신 상태가 되도

록 한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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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양방향 원격중계모드로 접속 했을 때, 동작 및 조정방법

양방향 원격중계기 방식으로 사용하려면 장비 후면의 옵션선택스위치 3번(OPT2)을 선택하여야

하며,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상기와 같은 구성으로 접속하면, 본 장치는 리모트송신기로부터 가드톤(2175Hz)의 신호를 검출

하여 중계장치가 송신할 수 있도록 PTT신호를 출력하고, 음성신호에 포함된 가드톤을 노치필터

를 사용하여 제거한 후 순수한 음성신호만 중계장치로 전달하여 음성송신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중계장치로부터 /SQ(SQUELCH)신호를 입력 받아 가드톤을 생성하고, 중계장치로부터 수

신되는 RXA신호와 합성하여 J2-LINE으로 송신하면, 리모트데코더에서 가드톤과 음성신호를 검

출하여 지령장치로 출력하여 상호 통신이 되도록 하며, 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본 장치와 리모트 및 무전기간의 회선접속이 완료되면, 본 장치에 전원을 공급한다.

② 본 장치 전면 및 후면의 모든 볼륨이 최소(시계 반대방향) 상태인가를 확인 그렇지 않은 볼

륨은 최소 상태가 되도록 조정한다.

【 리모트측 수신 경로 조정 (지령장치 → 중계장치) 】

③ 본 장치에서 원격지의 리모트데코더로 보내는 신호의 크기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중계장

치에서 음성수신시,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레벨메타에 0dBm까지 표시되도록 본 장치 후면

의 RXA 볼륨을 조정한다.

④ 본 장치 전면에 있는 RADIO LINE의 TXA 볼륨은 최소상태에서 0dBm이 송신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상태를 유지한다. 선로손실에 대한 보상은 리모트데코더

측에서 해야한다.

【 리모트측 송신 경로 조정 (지령장치 ← 중계장치) 】

⑤ 원격지의 리모트송신기에서 송신시, 본 장치 전면의 레벨메타가 0dBm까지 표시되도록 전면

에서 해당 회선의 TXA볼륨을 조정한다.

⑥ 중계장치 또는 TRS용 BIM카드를 통해서 청취하는 무전기의 수신상태가 최상의 음질상태가

되도록 본 장치의 후면에서 MOD볼륨을 조정한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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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운운운운영영영영방방방방법법법법

6.1 채널번호 변경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채널 키(▲,▼)를 눌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면, 1초 후에 원격지의 리모

트와 채널제어 통신을 실시하고,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LINK램프】가 점등된다.

만약,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LINK램프】는 소등된다.

6.2 원격지 리모트의 채널번호 확인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채널 키(▲,▼)를 동시에 누른 다음 떼면 원격지 리모트의 채널상태를 확

인하여 무전기의 채널을 제어한다.

6.3 인터폰 모드 전환 방법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FUNCTION 키를 눌러 【INT-PHONE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인터폰 모드가 되면 마이크의 PTT를 눌러 음성을 송신하면, 무전기측으로 음성신호가 송신되지

않고, 리모트 측으로만 음성신호가 송신된다.

또한, 리모트 측에서 송신을 하여도 본 장치는 무전기 측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고, 본 장치에

내장된 스피커로만 음성신호가 출력된다.

6.4 선로시험 모드 전환 방법

본 장치의 전면에 있는 FUNCTION 키를 눌러 【LINE TEST 램프】및 시험하고자 하는 채널의

램프가 점등 되도록 한다. 이때 마이크의 PTT스위치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1KHz의 사인파가 송

신되고, 해당 채널로 부터 수신된 신호의 크기에 따라 레벨메타에 표시한다.

점등된 램프 시험 회선

L1 TX 램프 점등 채널 #1 시험모드

L2 TX 램프 점등 채널 #2 시험모드

L3 TX 램프 점등 채널 #3 시험모드

L4 TX 램프 점등 채널 #4 시험모드

TX 램프 점등

무전기측 회선시험 또는 무전기 변조도 조정 모드

-후면의 【2. REMOTE RADIO】가 선택된 상태이면 무전기측

회선을 시험하게 되고, 선택이 안된 상태이면, 무전기 변조도

조정 모드가 된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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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규규규규 격격격격

번호 항 목 규 격

1 사용 CPU 32비트 원칩 마이크로프로세서

2 메모리 ROM : 128KByte RAM : 6KByte

3 A/D채널수 및 해상도 8채널, 10 Bit

4 D/A채널수 및 해상도 2채널, 8 Bit

5 시리얼 포트수 2 포트

6 회선접속방식 2Wire Tone 방식

7 선로 임피던스 공칭 600Ω±20% (@1KHz)

8 선로 출력레벨 0 ±6 dBm 고정(@600Ω, 1KHz 기준)

9 선로 최소입력레벨 -25 ±3 dBm(@600Ω,1KHz 기준)

10 회선 출력 신호대 잡음비 -50dB 이상

11 채널제어 방식 MSK 모뎀 (300 또는 1200bps)

12 채널제어 수 01 ~64채널 (ICOM 모델 : 01~99채널)

13 가드톤(Guard Tone) 2100Hz, 2175Hz, 2880Hz, 2970Hz

14 시험모드

유선 인터폰 모드

1KHz 선로시험 톤 발생 모드

1KHz 변조도 조정 톤 발생 모드

15 TOT 기능 180초 고정

16 인터폰,시험모드 시간 10분 (마이크의 PTT조작이 없으면, 10분 후 자동복귀)

17 외부 데이타 포트 6 포트 (로직레벨)

18 입력전원 DC12~18Vdc

19 크기 286(W) x 68(H) x 171(D) (M/M)

20 사용환경 온도 0℃ ~ 50℃, 상대습도 20% ~ 90%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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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부록록록록....

<<<<<<<<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설설설설정정정정 >>>>>>>>

본 장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않는 특수기능이 숨겨져 있으며, 운용중 임의의 조작으로 의도하지 않게

설정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몇 단계의 절차로 설정모드로 진입한다.

1. 특수기능 설정모드로 진입하기

① 본 장치의 후면에 있는 전원스위치를 끈다(OOOOFFFFFFFF)

② 전면에 있는 로로로로칼칼칼칼마마마마이이이이크크크크의의의의 PPPPTTTTTTTT스스스스위위위위치치치치와와와와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키키키키를를를를 누누누누른른른른 상상상상태태태태에에에에서서서서 후면의 전원스위치를 켜

고(OOOONNNN), 1초이상 유지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2. 특수기능의 종류와 기능설명

특수기능 기능 설명

양방향모드

(데코더+엔코더)

리모트접속(J1)의 L1,L2,L3,L4 각포트의 입출력 속성을 설정

-일반적인 운용 : 전포트가 PTT톤의 데코더로만 작동

-양방향모드 : 임의의 포트를 데코더+엔코더(PTT톤발생)기능이

되도록 설정가능

주의)본 기능은 본장치 후면의 OPTION SW(S1)의 8번이 "ON"

(하향)되어있을때만 작용하며, 8번이 "OFF"되어 있으면 설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운용상태인 데코더로만 작동한다.

리모트간 모니터 차단

리모트가 협소한 공간에 2대이상 설치될 경우 상호간섭이 발생

하여 하울링(정궤환 발진)이 생긴다.

-일반적인 운용시 : 임의의 리모트가 송신시 다른 리모트에서는

송신하는 음성을 모니터한다.

(리모트간 상호간섭이 없는 설치환경)

-모니터 차단 : 해당포트의 모니터 차단 기능이 활성화되면 다른

리모트에서 송신음성을 모니터하지 않는다.

(리모트간 상호간섭이 생기는 설치환경)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점등

이전 설정상태에 따라 점등 또는 소등

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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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기능 기능 설명

무전기 채널제어

방식 설정

리모트측에서 본 장치를 경유하여 원격지의 무전기 채널을 제어

하는 경우 제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단계

-MAK모뎀방식(신기전자 프로토콜만 가능)

-FUNCTION TONE방식

FUNCTION TONE사용시

제어모드 설정

무전기 채널제어방식이 FUNCTION TONE일때 제어모드를 설정

-기본(2175Hz) : 채널변경 안됨

-VEGA방식 : VEGA의 주파수 테이블로 작동

-KORAIL방식 : 한국철도 주파수테이블로 작동

FUNCTION TONE사용시

자동 채널복귀 설정

무전기 채널제어방식이 FUNCTION TONE일때 자동으로 기본채

널(채널1)으로 복구하는 기능 설정 및 복구시간 설정

-채널복귀 안됨

-채널복귀됨+복귀시간(5초간격으로 최대45초까지 설정

3. 특수기능의 설정방법

① 특수기능 설정모드로 진입하면 처음 상태는 리모트회선L1의 양방향모드와 모니터차단을 설정한다.

② 나머지 리모트회선 L2,L3,L4의 조정은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스위치로 이동하여 조정한다.

③ 위에서 L4까지 설정이 완료되면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스위치를 눌러 다음 설정으로 진행한다.

위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므로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스위치를 눌러 다음 설정으로 진행한다.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DATA램프 점등 DATA램프 소등 채널"▼"

으로조정모니터됨 모니터 차단

TX램프 점등 TX램프 소등 채널"▲"

으로조정양방향 모드 일반모드

L1..L4 모두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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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선분배기 채널제어 방식 설정 (V7.2부터 적용)

설정이 완료되면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스위치를 눌러 다음 설정으로 진행한다.

⑤ 기지국 FUNCTION TONE 사용시 제어모드 설정 (V7.2부터 적용)

설정이 완료되면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스위치를 눌러 다음 설정으로 진행한다.

⑥ FUNCTION TONE사용시 자동채널 복귀 설정 (V7.2부터 적용)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L1과 L2가 점멸

레벨 표시램프
레벨 표시램프 상태 조정

O--------- 모뎀방식
CHANNEL

"▲"또는"▼"
-O-------- 펑션톤 1 (VEGA )

--O------- 평션톤 2 (KORAIL)

L2과 L3가 점멸

레벨 표시램프 상태 조정

O--------- 평션톤으로 채널변경 안됨

CHANNEL

"▲"또는"▼

"

-O-------- 평션톤 1 (VEGA )

--O------- 평션톤 2 (KORAIL)

---O------ 평션톤 3 (KORAIL)

레벨 표시램프

레벨 표시램프 동작상태 비 고

O--------- 채널복귀 안됨

CHANNEL

"▲"또는"▼"

-O-------- 송수신 종료 5초 후 1번 채널로 자동복귀

--O------- " 10초 후 " "

---O------ " 15초 후 " "

----O----- " 20초 후 " "

-----O---- " 25초 후 " "

------O--- " 30초 후 " "

-------O-- " 35초 후 " "

--------O- " 40초 후 " "

---------O " 45초 후 " "

L3과 L4가 점멸

레벨 표시램프

☞ 평션톤 2 (KORAIL)은 V7.6부터 적용됨

☞ 평션톤 3 (KORAIL)은 V7.8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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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무전기 채널제어를 위한 무전기 기종 설정 (V7.3부터 적용)

회선분배기(SK-LD0104N) 사용설명서 신기전자(주)

L1, L2, L3가 점멸

레벨 표시램프

레벨메타 표시 무전기 모델명
무전기

프로그램 버젼
비 고

O--------- IC-F110/F210/GM Series V1.5

CHANNEL

"▲"또는"▼"

-O-------- IC-F110/F210/삼영 SRT-1100SC V1.7

--O------- IC-F5023/F6023/GM Series V2.3

---O------ IC-F5023/F6023/IC-FR3000 Series -

----O----- IC-F5023/F6023/VERTEX Radio -

-----O---- IC-F5023/F6023 V3.2

------O--- KORAIL ICOM

-------O-- KORAIL OLD Version Ra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