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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DIGITAL RACK
MIXER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에는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품을 작동해보시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S. 070-509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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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는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바랍니다. 

-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코드를 전원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 외함의 환기구로 금속물질이 들어가 

   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에

-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마십시오.

-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위험의 원 

   인이 됩니다. 

-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전원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

   에는 전원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지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

   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설치 할 때는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

   시오.

-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

   시오.

- 난방기구 주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

   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등을 놓지 마

   십시오.

-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제품외함

   의 환기구를 절대로 막지 마시고 벽면으로 부

   터 20cm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취급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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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력 16채널, 출력 16채널 디지털 믹서 입니다.

2. 입력에는 COMBO JACK 사용하여 MIC 및 LINE 입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출력에는 견고한 캐논잭을

사용 하였습니다.

3.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고성능 DSP 칩을 사용 하여 원음에 가까운 고음질의 음악 청취가 가능하도록 설계 하였습니다.

4. 사용자와 장비간의 원할한 인터페이스를 위하여 전면에 8인치 터치 스크린 및 엔코더를 내장하여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터치 스크린은 멀티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여 입력 출력 페이더를 동시에 최대 4개까지 동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터치 스크린으로만 동작 하다 보면 아무래도 미세 조정등은 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 하는데, 이 때에는 전면에

있는 엔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좀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 합니다.

5. DANTE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디지털 입력 및 출력이 최대 16채널까지 가능합니다.

-> 후면에 네트워크 연결 가능 잭이 4개가 있으며 다른 DANTE 시스템과 캐스캐이드  연결이 가능 하며, 연결 방법에

따라서 1개 선로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스페어 네크워크 선로로 자동 전화 되도록 되어 있어 선로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자동 전환 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방송 중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DNATE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1ms 이내의 딜레이가 거의 없는 지연 시간이 가능 합니다.

G-16의 입력기능
1. 팬텀 파워 +48V 를 내장 하였습니다.

2. 입력 게인 -36 ~ +12dB 까지 조정이 가능 합니다.

3. PAN, 폴라리티, PAD(-20dB) 를 내장 하였습니다.

4. PEQ(파라미터 이퀄라이져) 7-BAND 를 내장 하였고 각각의 PEQ에는 별도의 ON/OFF 스위치 및 주파수,  Q,

게인 조정이 가능 합니다. PEQ 의 주파수는 20~20K 까지 조정이 가능하고, Q 값은 0.1에서 최대 10 까지 조정이

가능 하며, 게인은 -15~+15dB 까지 조정이 가능 합니다.

5. HPF, LPF 필터를 내장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음질을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6. 모든 입력 채널에는 MUTE 및 입력 페이더, 레벨 미터가 있어 신호의 유무가 확인하기가 용이 합니다.

7. 출력 선택 가능한 버스 선택 스위치가 있으며, 버스 셀렉터에 있는 화면을 누르게 되면 버스마다 각각의 볼륨이

있어 각 버스 레벨를 조정이 가능 합니다.

8. PRE/POST 를 내장 하고 있어 사용자의 원하는 조정이 가능 합니다. 

구성품 

2. 랙 볼트 및 와셔 각 4EA 1. 사용설명서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G-16의 출력기능
1. 출력 모든 채널에 출력 MUTE, 출력 페이더 볼륨, 레벨 미터를 내장 하고 있습니다.

2. 7-BAND의 파라이터 이퀄라이져를 내장 하고 있으며, HPF, LPF 를 내장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입력과

다른 부분은 HPF, LPF 필터에 게인 조정이 가능 합니다. 게인 조정은 -6, -12, -18, -24 dB 총 4단계로 조정이

가능 합니다.

3. 컴프레셔 및 리미터를 내장 하여 장비 보호가 가능 합니다.

4. 출력에 리버브를 내장 하고 있어 별도의 효과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모든 출력 채널에는 10ms 의 딜레이 및 폴라리티를 내장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적적히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각부분의 명칭 및 기능 설명
 

전면부

- 후면의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시에 점등되는 LED 입니다.
- 각각의 채널 마다 LED 가 있어 어떠한 채널이 연결 되어는지 확인 하기가 용이 합니다.

1 네트워크 LED 동작

- 장비의 이상 동작 발생 시 핀셋 등의 뽀족한 장비를 이용하여 누르면 됩니다.

2 리셋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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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본 기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에 사용하는 USB 단자 입니다.
  ※ 주의 : 당사의 전문가가 아닐 경우에는 연결 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3 USB 연결 단자

- 본 기기의 터치 판넬의 화면에서 조정을 원하는 부분을 터치 한 후에 UP/DOWN 스위치를 이용하여 가변 할 수 있습니다.
  (GAIN, PAN, REVERB GAIN, 주파수, Q, PEQ GAIN, 입/출력 페이더 볼륨 등)

4 UP/DOWN 스위치 (▲, ▼)

8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 이 스위치는 본기기의 펌웨어 업그레이드시에 사용하며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5 LEFT/RIGHT 스위치(◀, ▶)

- 이 스위치를 길게(약2~3초) 누르게 되면 본 기기의 전체 LOCK ON 되며, 터치 판넬에 "ALL LOCK ON" 이라는 문구가 나타납니다.
이 때 에는 터치 판넬 및 UP/DOWN 스위치는 동작 하지 않습니다.
- "ALL LOCK ON"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길게 누르게 되면 터치 화면에 "ALL LOCK ON" 문구가 사라지면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을
하면 됩니다.

6 ENTER 스위치

- 후면의 메인 전원 및 전원 스위치가 ON 되어 있으면 점등되는 LED 입니다.
전면의 파워 스위치를 이용하여 전원을 ON 하게 되면 이 LED 소등 됩니다.

7 STAND-BY LED

DIGITAL RACK MIXER

G-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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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분의 명칭 및 기능 설명
 

전면부

- 본 기기의 터치 판넬의 화면에서 조정을 원하는 부분을 터치 한 후에 엔코더 스위치를 이용하여 좌, 우측으로 돌리게 되면 원하는
부분의 기능을 값을 가변 할 수 있습니다.(GAIN, PAN, REVERB GAIN, 주파수, Q, PEQ GAIN, 입/출력 페이더 볼륨 등)
- 엔코더 스위치를 길게(약2~3초) 누르게 되면 본기기의 동작 전원을 투입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STAND-BY LED는
소등 됩니다. 반대로 장비의 전원 상태가 ON 상태 일 경우에 엔코더의 스위치를 길게(약2~3초) 누르게 되면 장비의 전원이 OFF
상태가 되면 터치 판넬 전원도 OFF 상태가 됩니다.이 때, STAND-BY LED 점등 됩니다.

8 엔코더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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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분의 명칭 및 기능 설명
 

후면부

-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을 연결 하는 잭 입니다. (채널 1 ~ 16) XLR-JACK 은 MIC 연결 잭이며, PHONE JACK 은 LINE 오디오
입력 잭 입니다.
  ※ 주의 : 잘 못 연결 할 경우에는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주의 : 마이크 연결 시에 팬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팬텀이 ON 되어 있을 경우에 다이나믹 마이크등을 연결 하게 되면 장비의 불량 원인이 됩니다.

1 오디오 입력

- 아날로그의 오디오의 출력을 연결 하는 잭 입니다. (채널 1 ~ 16)

2 오디오 출력

- DATNE 네트워크를 연결 하는 잭 입니다.

3 네트워크 잭

- AC 전원을 연결 하는 전원 잭 입니다.
  ※ 주의 : AC 입력 잭이므로 전원 연결 및 전원 분리시에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4 전원

- 장비에 전원 공급을 위한 메인 전원 스위치 입니다.
  AC 코드 연결 후에 이 스위치를 ON 위치에 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완료 후에는 필히 OFF 위치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5 전원 스위치

5 3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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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6 장비 동작 설명서

1. 후면의 AC 입력 잭에 AC 전원을 연결 한 후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ON 한다.

   이 때, 전면의 STAND-BY LED 가 ON 되는지 확인 한다.

2. STAND-BY LED 가 ON 상태에서 약 1분 정도 기다리게 되면 전면의 LCD가 ON 상태가 된다.

   이 때, 전면의 STAND-BY LED 가 OFF 상태가 된다.

   (만약 1분 이상을 기다렸는데 LCD 가 ON 되지 않으면, 전면의 엔코더 스위치를 길게(약2~3초)

    누르도록 한다.)

3. 처음 장비의 전원이 ON 이 되게 되면 아래와 같이 LCD 화면에 나타난다.

4. INPUT WINDOW

4-1) INPUT SELECTE

(1) 입력 채널에 대한 채널를 변경 할 경우에 터치 시키는 

부분 입니다. 그림과 같이 채널를 누르게 되면 채널 표시 부

분이 바뀌면서 현재 표시 되고 있는 채널를 보여 줍니다.

(2) 채널에 보면 "DANTE 1" 또는 "ANALOG 1" 등으로 바뀌

면서    표기를 하는데, "SETUP WINDOW" 에서 선택된 

DANTE 또는ANALOG 선택시에 표기 하는 부분 입니다.



7

OPERATING 
MANUAL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4-2) GAIN, PAN, REVERB

4-3) INPUT Parameter EQ(PEQ)

(1) 입력 게인을 변경 하는 부분으로써, -36dB ~ +12dB 
까지 변경이 가능 합니다. 터치 LCD 화면에서 볼륨 부분을 
터치 한 후에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하면서 옮기게 되면 게
인의 값이 변경 된다. 좀 더 세밀한 값을 조정 할 경우에는 
게인의 볼륨 부분을 터치 한 후에 손을 떼면 터치 된 부분에 
빨강색으로 표시가 된다. 이 때,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
치를 이용하여 게인 값을 좀 더 세밀하게 또는 편하게 값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 된 부분을 지우려면 아무것
도 없는 곳을 터치 하게 되면 빨강색 부분이 사라집니다.

(2) 입력 되는 음원 소스에 대한 PAN 값을 조정 하는 볼륨 
입니다. L25 ~ R25 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조정 방법은 
게인 방법과 동일 합니다.

(3) 입력 채널에 대한 REVERB 값을 조정 하는 볼륨 입니다.

oo ~ 0dB 까지 가변이 가능 합니다. 조정 방법은 게인 방
법과 동일 합니다.

(1) PEQ 의 ON/OFF 시키는 버튼으로 1번 누르게 되면 주황색으로 바뀌면서 해당 채널의 PEQ 채널이 ON 상태로 
되며, 다시 1번 누르게 되면 회색으로 변경 되면서 PEQ 채널이 OFF 상태가 됩니다.

(2) PEQ의 주파수 변경 볼륨으로써 20Hz ~ 20KHz 까지 변경 가능 하며, 변경 최소 단위는 1Hz씩 가능합니다. 주파
수 변경 시에는 터치 팬넬의 주파수 값을 터치 한 후에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 하면서 옮기게 되면 주파수 값이 변경 
됩니다. 세밀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주파수 볼륨을 터치 한 후에 손을 떼면 빨강색으로 터치 된 부분이 표기가 되는
데, 이 때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조정을 하게 되면 세밀한 조정이 가능 합니다.

(3) PEQ 의 Q 값을 변경 하는 볼륨으로써 0.1 ~ 10 까지 변경 가능 하며, 변경 최소 단위는 0.1 단위로 변경 가능 
합니다. Q 값 변경 방법은 주파수 변경 방법과 동일한 방법 입니다.

(4) PEQ의 게인값 변경 볼륨으로써 -15dB ~ +15dB 까지 가능 하며, 변경 최소 단위는 1dB씩 가능 합니다. 게인값 
변경 방법은 주파수 변경 방법과 동일한 방법 입니다.

(5) PEQ BUTTON/PEQ GRAPH 부분을 터치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전환 된다.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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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INPUT MAIN FADER 볼륨 및 MAIN MUTE

(6) PEQ 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창으로 주파수, Q, 게인값을 변경시에 위의 그래프에서 변경된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 
필히 PEQ ON/OFF 버튼을 ON 으로 해야 한다.

※현재 디바이스에서는 그래프 창에서 직접 제어하는 부분이 되지 않는다. 추후 업그레이드 예정 입니다.

(7) 콘덴서 마이크시에 사용하는 팬텀 전원 ON/OFF 버튼 이며, +48V 를 공급 합니다.

(8) 입력채널로 입력된 신호의 위상을 변환 하는 스위치 입니다.

(9) 입력채널로 입력된 신호가 과입력일 경우에 사용하는 스위치 이며, -20dB 의 게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0) 하이패스필터(HPF) 의 ON/OFF 스위치및 주파수 변경 볼륨 입니다. 원치 않는 노이즈를 제거 할 경우에 사용하
며 주파수 범위는 20Hz ~ 20KHz 입니다. 변경 최소 단위는 1Hz 단위로 변경 됩니다.

(11) 로우패스필터(LPF) 의 ON/OFF 스위치및 주파수 변경 볼륨 입니다. 원치 않는 노이즈를 제거 할 경우에 사용하
며 주파수 범위는 20Hz ~ 20KHz 입니다. 변경 최소 단위는 1Hz 단위로 변경 됩니다.

(12) PEQ 의 주파수, Q, 게인 값을 변경이 가능한 볼륨 입니다. 당사의 GUI 와 연동 한 후에 GUI 에서 PEQ 의 주파
수, Q, 게인 값을 변경 하게 되면 변경 된 PEQ 의 채널이 나타납니다.

(1) MAIN MUTE 스위치이며, 해당 입력 채널에 대한 MUTE 

ON/OFF 스위치 입니다. MAIN MUTE 제어할 경우에 입력창 

하단에 있는 같은 채널의 MUTE 는 동시에 제어가 됩니다.

(2) MAIN FADER 볼륨으로, 입력된 신호를 출력으로 보내는 

신호의 양을 조절하는 볼륨 입니다. MAIN FADER 볼륨을 제

어할 경우에 입력창 하단에 있는 같은 채널의 FADER 볼륨은 

동시에 제어가 됩니다. FADER 볼륨 부분을 터치 한 후에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 하면서 이동하면서 값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조정을 할 경우에는 FADER 부분

을 터치 한 후 손을 떼게 되면 빨강색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 때,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세밀한 조

정이 가능 합니다.

(3) 현재 표시 된 입력 채널로 들어오고 있는 입력 신호의 레

벨을 표시 합니다. 레벨 미터는 FADER 볼륨 전까지의 레벨

를 표시 합니다.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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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입력 페이더 볼륨 및 MUTE

(1) 입력된 신호를 출력 채널로 보내는 선택 스위치 입니다. 예를 들어 입력 채널 1 번으로 입력된 신호를 출력 채널 
1, 2 로 보내고 싶을 경우에 버스 셀렉터에서 채널 1, 2를 선택 해야만 출력 채널로 신호가 이동 합니다.

(2) "SELECT", "VOLUME" 부분을 터치 하게 되면 위와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3) OFF 시에는 POST 가 선택 되고, ON 이 되면 PRE 가 선택 됩니다. PRE 선택 시에는 입력 페이더 볼륨 전에서 신
호가 출력 셀렉터 부분으로 이동 하여, 입력 페이더 가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POST 선택 시에는 입력 페
이더 볼륨 후에 신호가 출력 셀렉터 부분으로 이동 하며, 입력 페이더 가변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블록도 참조)

(4) 버스 셀렉터의 볼륨으로써 출력 버스 라인에 신호를 보내기 전에 신호의 양을 조절하는 버스 셀렉터 볼륨 입니다.

(1) "1-8" 버튼을 터치 할 경우에 입력 채널 FADER 값이 채널1~채널8 까지 표시 되며, "9-16" 버튼을 터치 할 경우
에 입력 채널 FADER 값이 채널9~채널16 까지 표시가 됩니다.

(2) 입력 채널에 대한 MUTE ON/OFF 스위치 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 하게 되면 ON/OFF 됩니다.

(3) 입력 채널에 대한 FADER 볼륨 입니다. FADER 볼륨을 터치 한 후에 드래그 하거나, 또는 터치 후에 빨강색 으로 
표기가 되면, 전면의 엔코더 볼륨 및 ▲, ▼ 을 이용하여 FADER 볼륨값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변경 최소 
단위는 1dB 입니다.

(4) 입력 채널로 들어오는 음원 소스에 대한 레벨 미터 입니다. 레벨 미터값은 입력 FADER 볼륨 전에서 표기 합니다.

4-5) BUS 선택 스위치, PRE/POST, 버스 볼륨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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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채널의 선택 된 버스 셀렉터 스위치 값을 확인 할 수 있는 BUS SEND WINDOW 입니다.
    해당 창에서도 버스 셀렉터 스위치를 선택 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단, PRE/POST, 버스 볼륨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5. BUS SEND WINDOW

(1) 모든 입력 채널에 대한 게인 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창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입,출력 채널에 대한 MUTE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창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입,출력 채널에 대한 FADER 볼륨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해당 창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5. IN-OUT LEVEL WINDOW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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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PUT WINDOW 의 메인 화면 입니다.

6-1) OUTPUT SELECTE

6. OUTPUT WINDOW

(1) 출력 채널에 대한 채널를 변경 할 경우에 터치 시키는 부

분 입니다. 그림과 같이 채널를 누르게 되면 채널 표시 부분

이 바뀌면서 현재 표시 되고 있는 채널를 보여 줍니다.

(2) 선택된 채널은 주황색으로 변환 됩니다.

(1) 출력 채널의 위상을 변환 하는 스위치 입니다.

(2) REVERB 의 ON/OFF 할 수 있는 스위치 입니다.

(3) REVERB 의 효과를 "S", "M", "L" 3단계로 변경이 가능 합

니다. 이 부분을 터치 하면서 드래그를 하거나, 전면의 엔코

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4) REVERB 의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 입니다. 사용자의 취

향이나, 현장 요건에 맞추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을 터치 하면서 드래그를 하거나, 전면의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6-2) OUTPUT POLALITY, REVERB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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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방법은 입력 PEQ 와 동일 합니다.

6-3) OUTPUT PALAMETER EQ(PEQ)

(2) 사용 방법은 입력 PEQ 와 동일 합니다.

(3) 하이패스필터(HPF), 로우패스필터(LPF) 게인 값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게인값을 표시하는 부분을 터치 하게 
되면 빨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때, 전면의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 값은 -6, -12, -18, -24dB 으로 변경 됩니다.(4 단계)

6-4) OUTPUT MAIN FADER 볼륨 및 MAIN MUTE

(1) 입력 페이더 및 입력 MUTE 와 동일 합니다.

(2) 출력 레벨 미터는 현재 출력 되고 있는 음원 소스의 양을 

표기 합니다.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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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OUTPUT DELAY

(1) 각각의 출력 채널별로 DELAY 를 내장 하고 있습니다.     

변경 값은 0 ~ 10ms 이며, 최소 단위는 0.1ms 단위 입니다.     

DELAY  값 변경 방법은 DELAY 값을 표시 하는 부분을 터치

를 하게 되면, 빨강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때, 전면의 엔코

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6-6) OUTPUT LIMITER

(1) 리미터의 THRESHOLD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 입니다. 그
래프에서 포인트를 터치 한 후에 위, 또는 아래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THRESHOLD 값이 변경 됩니다. 이 때, 아래의 
THRESHOLD 라벨 값도 같이 변경 됩니다.

(2) 리미터의 ATTACK 값을 조정 하는 볼륨 입니다. 변경 값
은 1 ~ 10,000 까지 가능 하며, 장비에서는 테이블 값에 의
하여 변경 됩니다. GUI 에서 변경시에는 1단위로 변경 됩니
다. 장비에서 변경 시에는 ATTACK 볼륨을 선택 한 후에 터
치 판넬을 위, 아래로 드래그 하거나, 전면의 엔코더 볼륨 및 
▼, ▲ 스위치를 이용하여 변경이 가능 합니다.

(3) 리미터의 RELEASE 값을 조정 하는 볼륨 입니다. 변경 값
은 5 ~ 23 까지 가능 하며, 변경 최소 단위는 1 단위로 변경 
됩니다. 변경 방법은 위와 동일 합니다.

(4) 리미터의 THRESHOLD 값을 조정 하는 볼륨 입니다. 변
경 값은 -20dB ~ +20dB 까지 가능 하며, 변경 최소 단위는 
1dB 로 변경 됩니다. 변경 방법은 위와 동일 합니다.

6-7) OUTPUT FADER 볼륨 및 MUTE

(1) "1-8" 버튼을 터치 할 경우에 입력 채널 FADER 값이 채널1~채널8 까지 표시 되며, "9-16" 버튼을 터치 할 경우
에 입력 채널 FADER 값이 채널9~채널16 까지 표시가 됩니다.

(2) 출력 채널에 대한 MUTE ON/OFF 스위치 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 하게 되면 ON/OFF 됩니다.

(3) 출력 채널에 대한 FADER 볼륨 입니다. FADER 볼륨을 터치 한 후에 드래그 하거나, 또는 터치 후에 빨강색 으로 
표기가 되면, 전면의 엔코더 볼륨 및 ▲, ▼ 을 이용하여 FADER 볼륨값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변경 최소 
단위는 1dB 입니다.

(4) 출력 채널로 출력 되는 음원 소스의 레벨을 표기 합니다.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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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7. SETUP WINDOW

(1) 입력 신호를 선택 하는 스위치이며, ANALOG 입력 또는 DIGITAL 입력을 선택 하여 사용 할 수 있다. DIGITAL 입
력을 선택 하며 "DANTE 1" 로 표기가 되고, ANALOG 입력을 선택 하면 "ANALOG 1"로 표기가 된다. 이 때 ANALOG 
및 DIGITAL 중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입력 채널 선택 부분도 같이 변경 되므로 굳이 SETUP WINDOW 에서 확인 하
지 않아도 입력 채널 선택 부분에서 사용자가 확인 하기가 수월 합니다.

(2) 출력을 선택 하는 스위치이며, "DIRECT OUT" 또는 "DANTE OUT" 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DIRECT OUT"을 선택 
하게 되면 아날로그로 입력된 음원 소스를 본 기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DANTE 출력으로 보내는 방법 입니다.    
"DANTE OUT"을 선택 하게 되면 Analog 또는 DANTE 로 입력된 음원 소스를 본 기기를 거친 후에 DANTE 출력으로 
보내는 방법 입니다. 이 때, 주의 할 점은 "DIRECT OUT", "DANTE OUT" 2가지 중 어떠한 선택을 하여도 후면의
ANALOG 출력은 항상 출력 되므로 사용자는 주의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입력 채널 중에 "REVERB" 의 기능을 사용할 채널을 선택 하는 스위치 입니다. REVRB 를 사용하려면 이 부분을 
필히 ON 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REVERB의 기능이 제대로 동작 하지 않습니다.

G16 장비 동작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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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G16과 GUI 연결 방법 - 컴퓨터와 G16 장비 직접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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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16※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G16과 GUI 연결 방법 - 공유기를 이용한 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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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G16과 GUI 연결 방법

1. 컴퓨터와 G16 장비 직접 연결 방법

(1) 장비의 전원을 OFF 시킨다.

(2) 장비와 컴퓨터간의 LAN 선을 이용하여 연결 하도록 한다. 공유기가 있다면 먼저 공유기의 전원을 ON 시키도록 한다.

(3) 컴퓨터를 이용해서 Digital 음원 소스를 공급할 경우에는 Dante Virtual Soundcard 를 실행시키도록 한다. (컴퓨터에서 
Digital 음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행 하지 않아도 된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Digital 음원을 사용 할 경우에 음원 플
레이어에서 오디오  출력 DVS Transmit 의 출력을 선택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Dante Virtual Soundcard 실행 한 화면

(4) 장비의 전원을 ON 시키도록 한다.

(5) 장비의 전원을 ON 되었다면 컴퓨터에서 G16 제어용 GUI 
를 실행 시키도록 한다.

(6) GUI 가 실행 한 후 약 10초 정도 기다린 후에 아래 그림
과 같이 나타나는지 확인 한다.

옆과 같은 그림이 나타났다면 "ok" 버튼을 클릭 하면 비밀 번
호를 묻는 창이 나타났다면 비밀 번호 입력 후 사용하면 본 
장비의 모든 기능을 사용 하면 된다.

- Dante Controller 실행 화면

(7) Digital 음원 소스를 사용 할 경우에는 "Dante Controller" 실행 시키도록 한다. "Dante Controller" 실행 시키게 되면 그
림과 같이 나타난다.

(8) Dante 음원 소스를 원하는 채널을 그림과 같이 선택 한다.

(9) 만약 그림과 같이 나타니지 않고 장비 이름이 보이지 않는 다면 장비의 전면에 있는 "ACT" LED가 깜빡 거리는지 확인 
한다. 깜빡 거리는 것이 없다면 장비와 PC 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장비와 PC 와 연결된 선
로를 다시 한번 확인 하기 바란다.

(10) 선로에도 이상이 없다면 장비의 전원을 OFF 한 후에 위의 방법데로 다시 한번 시도하기 바란다. 

※Audinate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유료)

※Audinate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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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 Clock Status 설정 화면

G16과 GUI 연결 방법

(11) 장비를 처음 연결 한 것이라면 그림과 Clock Staus 를 선택 하도록 한다. 이 체크 부분은 Master Clock 를 선택 하는 
부분이므로 본 기기(G16) 에서는 필히 체크 하도록 한다. (출고시에 체크 되어 출고 함.)

(12) 장비의 IP 를 확인 하는 화면 입니다.

- IP 확인 설정 화면

- 장비 이름 변경 부분

- Dante / Analog 설정 화면(SETUP)

(13) Dante Controller 표기된 장비 이름을 바꾸고 싶을 경우에
는 Device Name 부분에서 G16 을 더블 클릭을 하면 새로운 창
이 나타난다. 이 때, Devic Config 을 클릭 하면 그림과 같은 창
이 나타난다.

(14) Rename Device 부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 이름으로 
변경 한 후에 "Apply" 버튼을 클릭 한다. 완료 된 후에 장비를 리
셋 또는 장비를 off/on 한 후에 Dante Controller 에서 새로고침
을 누른 후에 장비 이름이 변경 되었는지 확인 하면 된다.

(15) Dante Controller 설정이 완료 되었다면 장비의 SETUP 
WINDOW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DANTE 입력 채널를 변경 하도
록 한다. 변경이 완료 되 후에 음원 소스를 플레이 한 후 사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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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nalog Input

Analog Output

Sampling Frequency

Frequency Response

네트워크 단자

Digital In/Out

사용 전원

소비 전력

중 량

외형 규격

재 질

16 CH, MIC/LINE (XLR/TRS combo, Balance Type)

16 CH(XLR, Balance Type)

48KHz

20Hz ~ 20KHz

RJ-45 jack(4 port)

16/16 CH

AC 100~240V / 50~60[Hz]

AC 220 V / 30[W] 이하

6 [Kg] 이하

483(W) X 132(H) x 284(D)

AL : 3T, STEEL : 1T

G-16

SPECIFICATIONS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

㈜케빅

G-16

20   .      .

㈜케빅 / 대한민국

※ 이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DIGITAL RACK MIXER

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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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DIGITAL RACK MIXER

G-16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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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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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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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해 드립니다. 

이 보증서의 각 해당란에 소정항목이 기재되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했을 때는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처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보관 바랍니다.

서비스 신고 안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시고, 처리 불가능시에는 서울 본사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실 때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고장상태, 불편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경우

유상 서비스:

년          월          일 

제  품  명

구  입  일

모 델 명

SERIAL NO.

 구  입  자

 판  매  자

주 소

성 명

주 소

대리점명

TEL.

TEL.

1.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 사용상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사용자 임의의 수리나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수송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화재, 수해 등 천채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발생시 

-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시

- 소모성 부품이 마모되어 고장 발생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우)06302

전 화 : (02)579-1533  /  팩 스 : (02)579-1538

이 메 일 :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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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RACK MIXER

서비스대표전화번호

조달청 
등록제품

특허청
특허제품

조달 사업법 시행령 7조의 2에 의거한 국가조달계약제도

A/S부서의 대표전화번호를 통하여 제품의 고장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케빅의 전국대리점에 연락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시 제품의 모델명, 고장 상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www.kevic.com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을 통하여 A/S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제품상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자물자 구매개방대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2005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법 개정에 의해 단계적 폐지중인 단체수의계약(전자조합 방송장치 외 11개 조합 

12개 물품 2005년 3월 31일 폐지)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경쟁전환 예정으로 연차적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단가계약 범위를 조달청에서는 관

련업계와 수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우수제품 인증과 무관하게 조달사업법시

행령 7조의 2에 의거 시행중인 국가조달계약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구내방송장치 및 

구성부품을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구매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www.g2b.go.kr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070-5090-2241

1702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대구지사(기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산격 

2동 1626번지) 전자상가 5동 303호

TEL.(070)5090-2227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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