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 SELECTOR SWITCH 사용 설명서
저희 회사의 MIC SELECTOR SWITCH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이 설명서를 잘 읽어주시고, 필요시 자주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용방법
1.고정방법 : 본 제품은 차량 및 고정국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차량에 설치시에는 당사에서 제공하는 벨크로(테이프:3M社 P/NO.-86309)를 이용하여 차량의 조작이 용이한
곳에 부착 합니다
※ 벨크로의 한면(거친 면)을 분배기의 바닦 면에 부착하고, 나머지 한 면(촘촘한 면)은 차량 내부에 부착
합니다
※ 차량에 부착시 부착면은 알코올 등을 이용하여 깨끗이 닦은 후 부착 하십시요.
(부착면에 기름 성분이 있으면 잘 붙지 않습니다)
2.무전기 운용 방법 (2대의 MIC로 1대의 무전기 운용)
분배기 앞면의 INPUT측에 무전기 사양에 맞는 MIC 2개(A/B)를 연결하고, OUTPUT 측에는 당사에서 제공한
1:1 코드를 연결한 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이크를 선택하여 운용하시면 됩니다
※분배기의 윗면에 있는 슬라이드스위치를 이용하여 A 또는 B 를 선택 – 이때 선택된 MIC 쪽에는 적색
또는 녹색 LED가 켜집니다)

취급 시 주의 할 사항
1.마이크 INPUT(OUTPUT)에는 반드시 무전기 사양에 맞는 마이크(MIC 코드)를 연결하여야 합니다.
만일, 무전기 사양과 다른 마이크를 사용 할 시에는 마이크 또는 무전기의 부품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
로 반드시 무전기 사양에 맞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핸즈프리(자바라) 마이크를 사용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무전기 사양에 맞는 별도의 변환 코드를 이
용하여, 본 분배기의 INPUT 측에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시고자 하는 무전기가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당사에서 제공되는 코드 이외의 코드를 접속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정상적인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또한 당사 제품 이외의 마이크 변환 코드를 사용하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거나 사용하고 있는 무선 기기 및 본 제품에 부품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사 적용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사 적용 제품 이외의 마이크 변환 코드를 사용 할 경우 본 제품은 보증 대상이 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무전기에서 마이크쪽으로는 DC 5~13.8V의 + 전압이 흐르고 있으므로 1:1 코드는 절대로 개조하지 마
시기 바랍니다.
3.당사에서는 개조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4.본 제품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사전 예고 없이 사양, 정격 및 디자인 등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5.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만일 운반 중의 사고에 따른
부품의 파손 및 오작동 등이 발생할 경우와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점 또는 당사에 연락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8.본 제품은 금속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등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니 안전한 곳에
장착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규격
- 모델명 : KDS-218M / KDS-218P / KDS-216M MIC SELECTOR SWITCH
- MIC INPUT : KDS-218M->8PIN MODULAR*2 / KDS-218P->8PIN PLUG*2 / KDS-216M->6PIN MODULAR*2
- MIC OUTPUT : 8PIN MODULAR (RJ-45)*1
- 외형 치수 : 71*90*26 (L * W * H) mm
- 제품 중량 : 250g (코드 제외)
- 부속품 : 1:1 마이크 코드(1 Meter) / 벨크로(테이프) / 설명서

안내 및 문의
- 제조원 : KDS 정보통신(서울시 구로구 구로본동 1258번지 구로중앙유통단지 마-2512호)
TEL (02) 6679-7411~2 FAX : (02)6679-7413 HP:017-328-5310

무전기 사양(제조사) 변경시 SET 방법
본 제품은(KDS-218M / KDS-216M의 경우) 출하시 무전기 제조사에 맞게 회로가 SET되어 있으나, 추후 다른
사양(제조사)의 무전기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JUMPER를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KDS-218P는 출하당시 무전기 제조사에 맞게 SET된 상태에서 다른 사양(제조사)의 무전기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당사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임의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MIC SELECTOR 내부

JUMPER SETTING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