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27
ADVANCED BASE STATION TYPE
CB TRANS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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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급제품의 안내
. ㈜ 메이콤의 기지국형 생활무전기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 메이콤 전 임직원 일동이 노력하여 보다 나은 제품의 개발을
통해 통신문화의 선두주자로서 더욱 더 정진하여 품질 좋은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입하신 무전기는 형식등록된 제품으로서 누구나 전파 사용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무전기 입니다.
단, 공장 출하 후 기기에 대해 임의의 조작이나 변경을 통한 민.형법상의 책임은 제조사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법개조를 금하며, 양질의 통신문화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입하신 제품의 포장물을 개봉하여 보시면 아래와 같은 기본 포장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공급하는 업체 및 판매 상황에 따라 일부 통보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포장물

형명

수량

BS-27 기지국용 무전기 본체

BS-27

1

DC 13.8V 전원 공급용 CABLE

BDC-27

1

BS-27 용 마이크

BSM-27

1

마이크 거치대용 브라켓

1

거치대 고정 볼트

2

볼트 고정용 와셔

2

이동방지 와셔

2

사용자 설명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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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전면부 동작 설명

1.

- 전원 ON/OFF 스위치

본 제품의 전원을 ON 시키는 스위치 입니다.
점등 시 스위치 내부의 램프가 ON 되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표시합니다.
액정 표시 판에는 “HELLOW”가 표시되면서 약 2 초 후에 액정이 표시됩니다.

2.

- 수신/송신 LED 표시기

수신 시 노랑 색 LED 가 점등 되고 있다가 마이크의 송신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빨강색
LED 가 점등 됩니다.
이 동작은 송수신에 따라 반복됩니다.

3.

- 안테나 1 LED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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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베이스 장비의 장점을 이용하기 위하여 두개의 안테나 단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무지향성 GP 안테나와 지향성 야기 안테나를 동시에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두개의
안테나를 번갈아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면부의 안테나 선택 스위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초기 조건은 안테나 1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의 안테나 잭의 하단부가 안테나 1 입니다. 안테나 1 이 선택된 경우 빨강색 LED 가
점등 됩니다.
주의사항 : 안테나의 설치를 1 로 한 상태에서 안테나 2 로 송신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종단
전력
증폭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더미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4.

- 안테나 2 LED 표시기

상기 안테나 1 LED 표시기와 동일한 사용방법이며 안테나 2 가 선택되면 안테나 2 LED
표시기가 빨강색으로 점등 됩니다.

5.

- 액정 표시기

국내최대의 대형 액정 표시기를 채택하여 무전기의 동작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6.

- 비상 채널 (9/19) 전용 스위치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40 개의 채널 중 9 번/19 번 채널은 위급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9 번 채널의 경우는 주로 방범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19 번
채널의 경우에는 구조용 채널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의 비상 채널에 대한
사용은 위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을 절제하여야 합니다.
“EMG” 버튼을 누르면 액정 표시판에 “EMG”가 깜빡 거리면서 9 번 채널로 이동 합니다.
다시한번 “EMG” 버튼을 누르면 “EMG”가 깜빡 거리면서 19 번 채널로 이동합니다.
EMG 상태가 되면 제품의 채널 변환 동작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 채널로 전환하려면 다시 “EMG” 버튼을 누릅니다.
EMG 스위치의 기능 동작은 “EMG 9” “EMG19” “일반채널”로 반복 동작합니다.

7.

- DIMMER/BRIGHT 조명 조절 기능

조명이 없는 곳에서 사용시의 액정 표시부에 대한 원활한 판독을 위해 특수 제작된 고휘도
조명 모듈을 사용하여 편리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초기조건은 제일 밝은 상태에서 OFF, 1 단계 조명, 2 단계 조명 순으로 전환됩니다.

8.

- 교신 MODE 선택

본 제품은 4 개의 ALL MODE 를 지원합니다.
원하는 통신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FM/AM/USB/LSB 중 택일)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MODE 는 주파수 변조방식 FM 을 사용합니다.
USB/LSB 의 경우에는 변조하고저하는 신호의 크기에 따라 송신출력레벨이 비례하여
송출됩니다.
기타 FM/AM/USB/LSB 에 대한 각종 정보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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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MIC/RF 레벨 조절 볼륨

--MIC 게인 볼륨
당사 제품은 고감도의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지향성 마이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에서 마이크의 위치가 1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이야기하면 명료도가 좋은 조건으로 음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의
감도를 외부에서 조절하는 기능으로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린 상태가 제일 민감한 상태
입니다.
송출하시는 음성 상태를 상대방의 무선국에 문의하셔서 가장 적당한 레벨로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F 게인 볼륨
AM 교신 시 근접거리에서 교신 시, 수신기 특성상, 수신되는 음질의 찌그러짐이 발생하거나,
강한 전자파 장애 발생 지역에서 주변 노이즈에 의해 스켈치 레벨이 조정되지 않거나.
여름철 DX 신호에 의한 간섭을 많이 받을 때 수신 신호의 증폭레벨을 별도로 조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수신 게인 볼륨입니다. 평상시에는 오른쪽으로 최대로 돌려 사용할
때가 가장 좋은 감도를 유지하며, 최소 위치에서는 최대 감도보다 약 40dB 정도의 감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위치에서 사용합니다.

10.

- CLR (CLARIFIER)

-- CLARIFIER
이 기능은 SSB MODE (USB/LSB)에서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SSB (SIGNLE SIDE BAND), 단측파 통신에서는 송신 주파수가 음성 변조 신호에
의해 주파수가 변화(일반적으로 편이라고 함) 됩니다.
수신부 측에서는 이 때 송신 주파수에 맞도록 수신주파수를 조정할 필요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CLR 볼륨을 돌려 가장 적당한 수신 음질로 조절하여 교신을 합니다.
--CALIBRATION
VSWR (Voltage Standing Wave Ratio)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사용되며 송신 시에만 사용합니다.
VSWR 값은 송신출력을 송출할 경우 선로를 통해 반사되는 입력의 상대 비율이 1 인 경우
100%의 송출이 가능하다는 이론적인 치수이며 실제로는 2 이하 (88.89%)의 값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안테나 및 선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설치된 환경에 대한 VSWR 값을 측정키 위한 기능으로 당사 제품에는 이 기능이
내장되어 별도의 SWR METER 가 필요 없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동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하시고저 하는 안테나를 제품과 연결, 설치하신 후 마이크 PTT 를 누른 상태에서
전면판넬의 “SWR” 스위치를 누르시면 RF POWER METER 의 디지털 눈금 계기판이 CAL 로
변화 됩니다. 이때 CAL 을 눌러 눈금 바가 최대가 되게 볼륨을 오른쪽으로 돌려 맞춥니다.
다시 “SWR” 스위치를 누르시면 SWR 바가 나타납니다.
이 눈금이 많이 나타날수록 안테나와 제품간의 선로 상태가 나쁜 것 입니다.
이 부분을 눈금 2 개 정도로 조정될 떄가 가장 좋은 조건 입니다.
예를 들어 안테나 단자가 OPEN 될 경우 SWR 메타의 지시치는 전부 들어옵니다.

11.

- VOL (VOLUME)

수신되는 오디오의 레벨을 가감 시키는 볼륨입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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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SQ (SQULECH) 스켈치 볼륨

임의의 수신레벨을 조정하는 볼륨입니다. 즉 약한 신호는 듣고 싶지 않을 경우, 볼륨을
오른쪽으로 돌리면 볼륨의 위치에 해당하는 신호 이상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볼륨을 왼쪽으로 최소 지점에 놓으면 “쏴”하는 FM
노이즈가 들리는 데, 이때 스켈치 볼륨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잡음이 멈추는 지점까지
조정해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 송신하는 경우, 위와
같이 조정해 놓은 경우는 수신 음이 순간순간 끊겼다가 들립니다. 이때 이 신호를 듣고 싶은
경우 스켈치 볼륨을 왼쪽으로 돌리면 잡음이 섞인 상태에서 청취할 수 있으나 오른쪽으로
돌리면 신호가 들리지 않습니다.
무전기의 수신되는 신호의 청취 여부를 사용자가 외부 단자를 통해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신호가 있는 경우에 액정 표시판에 “BUSY”가 표시됩니다.

12.

- RF POWER (송신 출력 조정 볼륨)

이 기능은 각 MODE 별 송신출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볼륨입니다.
오른쪽 최대가 송신출력 최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위치에서 사용합니다.

13.

- HI-CUT

FM 에서는 백색 노이즈라고 하여 고유의 잡음이 발생됩니다.
이 잡음은 가청주파수 범위 내에서 높은 주파수로서 청취 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고음 성분을 제거하거나 수신되는 음질 자체의 높음 쪽의 가청 주파수를 제거 할 때
사용됩니다. 동작 방법은 “HI-CUT”를 누르시면 액정 표시 판에 HI-CUT 라고 표시되면서
채널 표시부분이 “0”으로 바뀝니다. 이때 전면부 그림의 25 번이나 26 을 이용하여 UP 혹은
DOWN 을 하면 숫자가 15 까지 변화 됩니다. 이때 수신되는 음의 변화에서 알맞은 음질로
선택하시면 5 초후에 자동으로 OFF 되면서 설정된 HI-CUT 레벨로 수신상태가 동작 됩니다.

14.

- - S.SKIP

사용되는 40 개의 채널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 지 알고 싶을 때 편리한 기능입니다.
각 채널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기능입니다. 동작방법은 “S.SKIP”을 누르시면 채널이 액정
표시 판에 “SCAN”이 표시되면서, 자동적으로 변화되면서 탐색을 시작합니다. 이대 채널을
상측으로 탐색 할 경우는 25 번이나 26 번을 이용하여 상,하로 탐색 방향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탐색도중 신호가 들어오면 (이때 신회 레벨을 수신하는 크기는 스켈치 볼륨이나 ASC 레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액정 표시 판에 “BUSY”기 들어오면서 약 3 초간 신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S.SKIP 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탐색 기능은 정지됩니다. 만약 이 신호가 청취할 필요가
없는 신호라면 S.SKIP 을 삑 소리가 날때 까지 눌러 놓으시면 액정 표시 판 오른쪽 상단에
“HEART” 모양의 표시가 되면서 잠시 후 탐색을 계속 합니다. 채널이 다시 이 신호가 있던
채널로 돌아오면 설사 신호가 있다해도 “HEART”표시가 나타나면서 정지하지 않고 탐색이
계속됩니다.
이 기능을 SCAN SKIP 기능이라고 합니다.
채널 탐색 실행을 해제 하려면 S.SKIP 이나 PTT 를 누르면 해제 됩니다.

15.

- ANL (AUTOMATIC NOISE LIMITTER)

노이즈 자동 잡음 제거 회로 입니다. AM 통신 방식에서만 동작됩니다.
잡음신호 입력시 노이즈의 양을 자동으로 감소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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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방법은 ANL 을 누르시면 액정 표시 판에 “ANL”이라고 표시되면서 자동 실행됩니다.

16.

- ASC (AUTOMATIC SQUELCH CONTROL)

12 항의 스켈치는 수신되는 레벨의 크기를 조절한다면 이 기능은 입력되는 레벨과 그 수신
신호의 성분속에 포함되어 있는 음성신호의 레벨을 비교하여 자동적으로 수신여부를
비교하여 오디오를 ON/OFF 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무전기를 스켈치
볼륨을 이용하여 잡음이 나지 않는 상태로 설정하고 자동차 안에서 사용할 경우 안테나에
유기되는
신호상태의 변화가 생기면 (과속, 옆 차로의 대형차의 주행, 송전선 근처등에 의해 발생)
수신되는 음이 “치-칙” “치-칙”하면서 심한 노이즈가 출력됩니다.
이 기능을 동작시켜 놓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작 방법은 “ASC”를 누르면 액정 표시 판에 “ASC”라고 표시되면서 노이즈가 멈추면서
신호대기 상태로 설정됩니다.
이때 스켈치 볼륨의 위치와는 관계 없이 동작합니다.

17.

- LOCK

당사의 BS-27 은 많은 동작 키를 갖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키 오 동작을 막기 위하여 키 잠금 장치를 통해 특정 키 이외에는 키 잠금을 수행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LOCK 키를 누르시면 액정 표시 판에 “LOCK”이라고 표시됩니다.
이때 다른 키를 동작시키려면 “삐리릭”하는 에러 음이 송출됩니다.
LOCK 기능이 동작할 경우에 꼭 필요한 다음의 키는 동작 합니다.
ANL / ASC / ANT / BEEP / NB 등은 동작합니다. 즉 수신상태의 음질과 레벨 조정은
가능합니다.

18.

- DTMF (DUAL TONE MULTI FREQUENCY)

FM 에서만 사용합니다. 전화 키 다이알과 동일한 주파수 합성 방식으로 스켈치를
ON/OFF 하는 기능으로 특정인 및 그룹 교신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DTMF.R 기능
수신대기 상태에서 이 키를 누르면 설정된 DTMF 코드번호가 점멸 되면서 현재의 DTMF
수신 코드를 알려 줍니다. 액정 표시 판의 상측 부분에 DTMF.R 상태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이때 DTMF 설정 코드와 같은 번호가 입력되어야만 수신음을 청취 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과 같이 자신의 번호에 일치하는 신호가 수신되어야만
수신 음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 DTMF.R 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DTMF & 기능
설정하여 놓은 수신 DTMF 코드와 같은 신호가 입력되면, 미리 설정된 송신 DTMF 코드를
자동으로 송신하여 주는 기능입니다. 즉 상대방에게 너의 DTMF 코드를 잘 받아 보았다는
자동 송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고 나면 DTMF &은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DTMF.T 기능
송신 중에 DTMF 키를 누르면 미리 설정된 DTMF 송신 코드를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화기의 단축키와 마찬가지로 송신시의 단축 DTMF 송출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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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왼쪽 키 패드의 DT.W 를 이용하여 수신/송신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31 항에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19.

- SWR

이 키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액정 표시 판의 왼쪽을 보시면 맨 위부터 S –1 로 시작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수신 대기 시 수신신호의 레벨을 표시하여 상대국소의 신호세기를 표시합니다
SWR 키는 송신상태에서만 동작합니다. 송신 키를 누른 상태에서 SWR 키를 누를 때 마다
PWR – CAL – SWR – MOD -PWR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PWR: 무전기의 송신출력 레벨 미터 입니다.
CAL: SWR 값을 측정하기 전의 CALIBARATION 을 위한 미터 입니다.
SWR: SWR 지시 레벨 미터 입니다
MOD: 송출되는 음성레벨의 크기를 표시하는 미터 입니다.
SWR 값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10 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0.

- R.BEEP

이 키는 짧게 누르면 키 동작 음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액정 표시 판에 “BEEP” 나타나면 모든 키를 누를 때마다 “삑”하는 키 눌림 소리가 납니다.
한번 더 BEEP 키를 누르면 키 비프 음은 동작되지 않습니다.
이 키는 길게 누르면 송신 시에 송신키가 OFF 되는 지점에서 비프 음을 상대방에게
송출합니다. 일반적으로 ROGER BEEP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님의 무전기의 송출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액정 표시 판에 FM 밑에 R.BEEP 라고 표시됩니다

21.

- N.B (NOISE BLANKER)

이 기능은 주로 FM 에서 사용되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불연속적인 전파의 잡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적인 잡음 성분만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주로 도심지역에서 많이 발생됩니다. 전력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나 오토바이 및
차량의 모터 브러쉬 잡음, 형광등에서 유출되는 변압 트랜스 등에 의한 잡음 이런 종류의
잡음을 통틀어 도시잡음이라고 합니다.
키의 동작 방법은 “NB” 키를 누르면 액정 표시 판에 NB 가 표시됩니다.
이때부터 N.B 는 동작되게 됩니다.

22.

- M.M (MEMORY WRITE)

이 기능은 10 개에 대한 메모리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10 채널을 메모리 01 에 입력할 때, 채널스위치를 돌려 10 에 맞추십니다. M.M 키를
눌러 액정 표시 판에 “M”이 표시됩니다.
왼쪽의 숫자 키 패드를 “01”을 누르면 “M”밑에 1 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면서 저장이 완료
됩니다. (반드시 1 은 01 로 눌러야 합니다)
최대 메모리는 10 개 까지 가능하며 “M.M”을 누른 후 S.SKIP 을 누르면 메모리 된 채널만
SCAN 할 수 있습니다.

23.

- ANT 선택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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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4 항과 관련되어 입출력 안테나 단자의 선택 키 입니다.
ANT1/ANT2 가 번갈아 동작되게 됩니다. 이때 제품의 내부에서 릴레이 전환스위치가 같이
동작됩니다

24.

- SHF (SHIFT 채널)

수신대기 상태에서 한대의 무전기로 두개의 채널을 탐색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채널 9 에서 “SHF” 키를 누릅니다. 액정 표시 판에 “DW”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채널을 이동하여 탐색할 채널을 선택 (예를 들어 15 채널) 합니다.
잠시 후 9 와 15 가 번갈아 가며 수신 신호가 있는 지 검색을 시작합니다.
이 기능은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교신할 때 (일반적으로 라운드 교신이라 함)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5.

- 채널 로타리 스위치

채널을 변경할 경우 사용됩니다. 시계방향으로는 상측 채널로 이동하고 반시계 방향으로는
하측 채널로 이동합니다.

26.

- 채널 UP / DOWN

채널 이동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동할 경우 사용합니다.
화살표가 위로 된 스위치는 채널 상측 이동, 반대의 경우는 하측으로 이동합니다.

27.

- STEP

이 기능은 수신 주파수를 1KHZ 씩 가변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SSB 통신방식에서 상대방 송신 음에 대한 가변이 필요로 합니다.
10 항의 CLR 볼륨은 아날로그 방식인 반면, 이 기능은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STEP”키를 눌러 액정 표시 판에 주파수의 마지막 자리 위에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채널 변환 스위치를 누르면 1KHZ 씩 증가 혹은 감소됩니다. 이때 수신되는 SSB 신호를 가장
적절한 상태로 맞추어 사용합니다.

28.

- PAGE

이 기능은 휴대폰처럼 상대방이 걸려온 전화 번호가 표시되는 방식과 비슷한 기능
동작입니다. FM 에서만 동작 됩니다.
수신대기 상태에서 “PAGE”를 누르면 액정 표시 판에 설정된 DTMF CODE 가 약 2 초간
점멸 된 후 PAGE 와 DTMF .R 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12345”를 사용하는 기지국이 10 개가 주변에서 무선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잠시 외출이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을 경우 위와 같은 MODE 로 설정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10 개의 누군가가 같은 DTMF 코드로 송출하였다면 사용자의 무전기는
자동으로 같은 CODE 의 DTMF 를 수신하였다고 자동으로 DTMF & 기능을 송출합니다.
그러면 상대국은 송신상태에서 왼쪽의 다이알 KEY PAD 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숫자
“23456”을 누르면 사용자의 무전기에 23456 이 자동적으로 메모리 됩니다. (최대 10 개)
사용자가 다른 업무를 종료 한 후 PAGE 의 DISPLAY 가 깜빡거리는 것을 보고 누가 송출한
것인 지를 알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주로 그룹 운영에 사용됩니다.
설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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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AGE 기능 설정 방법
PAGE 를 짧게 누르면 “PAGE” 수신대기 상태 입니다.
액정 표시 판은 “PAGE”와 “DTMF.R”이 DISPLAY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어떤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2) PAGE 수신 메모리 확인 방법
PAGE 를 2 초 이상 길게 누르면 “PAGE”가 깜빡거립니다.
이때 왼쪽의 숫자 키 패드를 누르면 사용자가 PAGE 대기 상태에서 받았던 상대방의
메모리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_ _ _ _ _ 가 나타나면 수신된 사항이 없는 것을 의미 합니다.

29.

- D.CH (DIRECT CHANNEL ENTRY)

이 기능은 사용을 원하는 채널로 키 패드를 이용하여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부가 기능입니다.
키 패드 왼쪽 하단부의 “D.CH”을 누르신 후 원하는 채널을 0 을 포함하여 누르시면 바로
이동 됩니다.

30.

- MEMORY BUTTONS (10 개의 메모리)

자주 사용하는 채널 10 개를 메모리 할 수 있습니다.
M1 – M10 까지 메모리 된 채널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시다가 변경을 원할 경우 22 항의 메모리 방법을 이용하여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종전의 메모리 번지의 사항을 지우고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장 출하 시 메모리는 10 개의 임의 주파수로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31.

-DT.W (DTMF 코드 설정 방법)

이 기능은 DTMF 코드를 설정합니다.
설정된 기능은 DTMF 의 송/수신에 적용됩니다. 반드시 이 기능이 설정되어야만 DTMF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TMF.R 수신 코드 설정
“DT.W” 키를 누르시면 액정 표시 판에 “_ _ _ _ _ “과 DTMF.R 이 깜빡 거립니다.
이때 원하는 숫자를 앞의 자리부터 하나씩 입력합니다. 입력이 종료 된 후 한번 더 “DT.W”를
누르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T.DTMF 송신 코드 설정
“DT.W” 키를 2 초 이상 누르시면 액정 표시 판에 “_ _ _ _ _”과 T.DTMF 이 깜빡 거립니다.
이때 원하는 숫자를 앞의 자리부터 하나씩 입력합니다. 입력이 종료 된 후 한번 더 “DT.W”를
누르면 입력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32.

- MIC (핸드 마이크)

BS-27 과 같이 공급되는 마이크는 당사의 기능에 맞게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임의의
개조 및 변경 시에는 당사로 문의 바랍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별도의 탁상용 마이크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급적 변경 시에는 기술적인 상담 후에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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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잭에 같이 공급된 마이크를 삽입한 후 너트로 움직임이 없도록 꽉 조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신 시에는 측면의 송신 스위치를 눌러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시에는 스위치를 누르시면 수신 할 수 없습니다.
송신 시 전면부의 송수신 LED 가 적색으로 바뀌는 지 확인 하십시오.

33.

- PHONE JACK

헤드폰 사용을 위한 스테레오 잭 입니다.
당사의 기본 헤드폰의 저항은 16 오옴, 스테레오플러그를 사용할 것을 귄장합니다.

C. 액정 표시 부의 기능

1. DIGITAL METER : 송신출력 (PWR), SWR CAL (CAL), SWR, 송신음성 레벨 (MOD)가
동작할 때 동작됩니다.
2. R.BEEP (ROGER BEEP) : 로저 비프음 설정 시 표시됩니다.
3. FM : FM 통신 방식 선택 시 표시 됩니다.
4. AM : AM 통신 방식 선택 시 표시 됩니다.
5. USB : SSB 상측파 대 선택 시 표시 됩니다.
6. LSB : SSB 하측파 대 선택 시 표시 됩니다.
7. PAGE : PAGE 선택 시 표시 됩니다.
8. SCAN : 자동 채넬 탐색 기능 동작 시 표시 됩니다.
9. ASC : 자동 스켈치 제어 기능이 동작 시 표시 됩니다.
10. ANL : 자동 잡음 제한 기능이 동작 시 표시 됩니다.
11. T.DTMF.R : DTMF 송신/ 수신 및 설정 시 표시 됩니다.
12. HI-CUT : HI-CUT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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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LOCK : LOCK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14. “HEART” : SCAN SKIP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15. CHANNEL : CHANNEL 이동 혹은 변경 시 표시 됩니다.
16. M : 메모리 설정 및 리콜 시 표시 됩니다.
17. BEEP : BEEP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18. NB : NB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19. 주파수 : 각 채널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표시 됩니다.
20. BUSY : 신호가 입력될 때나 스켈치가 OFF 될 경우 표시 됩니다.
21. EMG : 비상채널 9/19 동작 시 표시 됩니다.
22. TX : 송신 시 표시 됩니다.
23. SHF : DUAL WATCH 기능 설정 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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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후면부 동작 방법 설명

1. 5 TONE 을 이용한 선택 호출 액세서리 장치용 D-SUB TYPE 입출력 단자
(단, 이 입출력 단자에 대한 제품 공급은 불가합니다)
2. 외부 시그널 메타 출력 단자.
3. ANT 1 연결용 SO-239 타입 잭
4. ANT 2 연결용 SO-239 타입 잭
5. PACKET RADIO 연결용 외부 입출력 단자
( 단, 이 입출력 단자에 대한 제품 공급은 불가 합니다.)
6. 외부 스피커 출력 단자 (3.5 파이 모노 플러그 및 8 오옴 스피커 사용 권장)
7. 13.8V 외부 DC 전원 전압 입력 단자
8. AC 230V 전원 입력 차단 스위치 (차단 시 DC 전원만 사용 가능)
9. AC 230V 전원 연결 구
10 전원 보호용 FUSE 박스 (230V 0.5A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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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마이크의 기능 및 동작 설명

1. ▼ - 채널 하향 버튼
2. ▲ - 채널 상향 버튼
3. P1 ? ASC 선택 버튼
4. P2 - SCAN 동작 버튼
15

5. P3 ? DIM/BRT 동작 버튼
6. F - 기능 선택 버튼
7. 마이크
8. PTT - 송신 버튼

F. 제품의 부가기능에 대한 설명
1. 초기화 기능
공장 출하시의 조건으로 RESET 하는 기능입니다.
동작은 HI-CUT 키를 누른 상태에서 POWER 를 ON 합니다.

2. 액정 디스플레이의 검사
제품의 액정 상태를 검사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LOCK 키를 누른 상태에서 POWER 를 ON 합니다.

3. 마이크 기능 변경
본 제품에 공급되는 마이크에는 P1,P2,P3 의 기능 키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리를 위하여 이 기능은 사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하 시에는 P1 는 ASC, P2 는 SCAN, P3 는 DIM/BRT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기능 키에 대한 변경을 원할 경우는 아래와 같이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 PAGE 키를 누른 상태에서 POWER 를 ON 합니다.
2) 액정 표시 판에 “P1”이 나타납니다.
3) 이때 P1 에 저장할 기능 키를 선택하십시오
4) 다음 P2 가 나타납니다. P3 를 동일한 방법으로 선택하십시오
5) 다시 P1 이 나타납니다. 이때 마이크의 PTT 스위치를 누르십시오.
6) 약 3 초간 기다립니다.
7) 마이크에 이제 선택된 기능들이 P1 부터 P3 까지 동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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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장비의 일반적 규격
1. GENERAL
FREQUENCY COVERAGE .................................................... 26.965 TO 27.405 MHz
FREQUENCY GENERATION ............................. BY MEANS OF PLL SYNTHESIZER
FREQUENCY STABILITY ....................................................................... +/0
.
0
0
1
%
OPERATING TEMPERATURE ........................................................ -10℃ TO +55℃
POWER SOURCE REQUIREMENTS ................................ AC 230V/60Hz or DC 16V
ANTENNA IMPEDANCE ............................................................. 50 ohm
U
n
b
a
l
a
n
c
e
d
MIC IMPEDANCE ...................................................................................... 2000
O
H
M

2. RECEIVER SECTION
CIRCUIT TYP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UAL
C O N V E R S I O N
S UPERHETERODYNE
IF FREQUENCY ........................................... 1'st IF : 10.695MHz , 2'nd IF : 455KHz
SENSITIVITY ............................ FM: 0.5uV FOR 20dB SINAD, With CCITT FILTER
AM: 0.7uV FOR 10dB NQ
SSB:0.15uV FOR 10dB NQ
SPURIOUS & IMAGE REJECTION .............................................................. 60dB
M
i
n
.
INTER MODULATION DISTORTION .......................................................... 54dB Min.
S
/
N
RATIO ..........................................................................................................
4
0
d
B
AUDIO OUTPUT @10%THD ............................................................................ 2.0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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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NSMITTER SECTION
POWER OUTPUT ........................................................................... SSB(A3J):
W
a
t
t
s
AM(A3E): 3Watts
FM(F3E): 3Watts
MODULATION ........................................................................ FM :2KHZ, AM :
8
5
%
HARMONIC OUTPUT .............................. More than 40Dbbelow peak power output
S
/
N
RATIO ..........................................................................................................
4
0
d
B
3

H. 제품의 A/S 에 대한 문의
■ A/S 요청 요령 ■
A/S를 요청하실 때에는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구입 일자, 구입 특약점과 고장 증상
등을 알려주시면 더욱 더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고장내용

보수내용

보수처

■ A/S 문의 ■
● A/S요청서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의
서비스센터나 소비자 상담실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18

확

인

소비자 상담실전화 : (031)470-7779
● 영수증도 보증서의 효력을 지닙니다.
● 수리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제품 단종 후 3년입니다.

■ 제품 보증서 ■
저희 메이콤 제품을 구입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제품은 우수한 기술진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생산,
출하되었습니다.
만약 사용 중 이상이 발생하면 사용자께서 임으로 기기를 분리하지 마시고,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증기한은 구입 일로 1년이며 수리 의뢰시, 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증서의 미교부, 분실 등으로 판매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한을 계산합니다. 보증서에서는 판매점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품명
구입일

모델명
년

월

일

제조번호

보증기간
주소
고객
성명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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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대리점
상호

보증 형태

무상 보증

TEL.

보증 성격
1. 보증기간내의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는
무상수리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품질보증 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고장.
2.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3.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고장.
4. 당사 특약점, 서비스 지정점 또는 당사 직원 이외의 사람이
유상 보증
수리하여 제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
5. 사용전원의 이상에 의한 고장.
(품질보증기간 불문)
6. 접속기기의 불량에 의한 고장.
(품질보증기간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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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280-5 메이콤 빌딩
Tel : 031-470-7700
Fax : 031-472-3700
http://www.emaycom.com
e-mail : maycom@emay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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