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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X4l  사용자 안내서 보충분: 논리적 기능성

SlX4l 수신기 개요
SlX4l 수신기에는 소프트웨어 에코 취소기들과 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고 송신기 배터리 수명을 원격 모니터링 하
기 위해, 논리 회로와 부속 터미널 블록 커넥터가 있습니다. 지원되는 모델은 MX690,  MX890 송신기입니다. 

송신기 블록 커넥터에 있는 세 가지 논리 핀은 송신기 음소거 상태 (Transmitter Mute Status), 송신기 배터리 상태 
(Transmitter Battery Status), 논리 접지 (logic ground)에 각각 해당됩니다. 

작동

두 가지 모드가 제공됩니다: 정상 (normal) 및 논리 (logic): 

정상
정상 (normal) 모드에서는, MX690, MX890  음소거 버튼이 눌러지면, 송신기 및 수신기 출력부에서 오디오가 음소
거됩니다. 

논리
논리 (logic) 모드에서는, MX690, MX890  음소거 버튼이 눌러져도 송신기가 여전히 수신기로 오디오를 보내며, 수
신기도 여전히 오디오 출력부를 통하여 오디오 신호를 보냅니다. 송신기 음소거 상태 (Mute Status) 핀은 외부장치에
게 송신기가 음소거 상태임을 알려주면서, TTl logic High  (+5V) 신호를 보냅니다.

모드 선택하기
SlX4l는 정상 모드로 출고됩니다. 기기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모드를 전환하려면, Selec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Power 버튼을 누릅니다. 논리 모드에서는, 전면 패널 lcd가 logic이라고 반짝입니다. 정상 모드에서는, 전면 패널
이 nor이라고 반짝일 것입니다. 터미널 블록 커넥터에 가까운 led는 논리 모드가 활성 상태일 때 불이 들어옵니다. 

송신기로의 iR 동기화가 수행되면, 수신기는 논리 모드 아니면 정상 모드로 송신기를 설정하여 수신기의 현재 상태
를 표시할 것입니다.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 항상 마지막 모드 상태를 기억할 것입니다. 

호환 모델
논리 모드와 호환이 되는 송신기는 MX690, MX890  등입니다. 

SlX4l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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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 연결 사양 

SlX4l의 논리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 음소거 상태 표시 (다른 이벤트들 표시하고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및 송신기 배터리 상태 표시. 아래의 핀 도면이나 설명들을 보시면 다양한 논리 기능들
과 그 응용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핀 1: 송신기 음소거 상태. 논리 모드에서는,  핀 1이 원격 장치에 연결될 수 있으며 송신기 상태가 active로 되면, 
논리 레벨이 low  (0V)입니다. 음소거 된 상태로 되면,  논리 레벨이 High  (+5V)입니다.  전형적인 응용방법
은 송신기 상태를 원격으로 표시하는 것과 Room control System (예를 들어, crestron 또는 aMX)와 함께 사
용될 때 외부 장비 (이퀄라이저, 시그널 프로세서, 라우드스피커 등)를 활성화 하는 것입니다. 송신기 음소거 
제어는 자동 믹서의 입력 채널을 음소거/음소거해제 합니다. 연결은 송신기 상태 핀을 자동 믹서의 포듐 마
이크 뮤트 인풋 터미널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수신기 논리 접지는 믹서 논리 접지에 연결합니다.

주: 수신기가 정상 모드에 있을 때마다, 핀 1은 송신기의 온/오프 상태를 표시합니다. 송신기의 전원이 
on으로 되면,  논리 아웃풋 레벨이 low  (0V)입니다. 송신기의 전원이 oFF로 되면,  논리 레벨이 
High  (+5V)입니다

핀 2: 논리 접지. 연결은 외부 논리 회로의 전원 공급장치 접지를 포함하여 모든 논리 접지 접속을 이 핀에다가 합
니다. 전환 잡음을 피하려면, 논리 접지를 오디오, 섀시, 또는 랙 접지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핀 3: 송신기 배터리 상태. 배터리 잔량이 많은 상태에서는 논리 레벨이 low (0V)로 나옵니다. 배터리 잔량이 낮아
지면 (남은 배터리 용량이 1시간 이하) 논리 레벨이 High (+5V)로 됩니다. 핀 3은 배터리 잔량이 적을 때에 원
격 led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Room control System (예를 들어, crestron 또는 aMX)
와 함께 사용될 때 원격 제어 패널에 송신기 배터리 상태가 낮음을 표시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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