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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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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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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코드를 전원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

   험이 있습니다.

- 제품 외함의 환기구로 금속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전원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마십시오.

-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 반드시 플러그를잡고 뽑으십시오.

-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에는 전원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지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

   린, 벤젠, 신나 등으로 닦지 마시고 건 

   조된 깨끗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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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등을 

   놓지 마십시오.

-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제

   품 외함의 환기구를 절대로 박지 마시

   고 벽면으로 부터 20cm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취급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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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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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2020의 특징
본기기는 당사의 Digi Combo Amplifier 와 연동하여 사용되는 기기로서 원격 방송을 할 경우 사용됩니다.

방송전 차임으로 방송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인레벨의 외부신호(C.D.P등)를 본기기의 AUX 입력을 통하여 방송할 수 있습니다. 

MIC, CHIME, AUX의 개별 볼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UNIT 번호를 설정하여 여러대의 리모트앰프를 링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함은 알미늄재질을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합니다. 

출력레벨을 LED 메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종 동작상태를 LED INDICATOR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대의 리모트앰프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 먼저 사용하는 기기가 우선됩니다. 

15P D-SUB 콘넥터를 이용하여 Digi Combo Amplifier의 Remote 입력과 본제품을 1:1로 연결합니다.   

콘넥터 작업시 핀이 쇼트 나거나 냉납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Digi Combo Amplifier의 전원을 켭니다. Digi Combo Amplifier의 전면 전원스위치를 동작시키지 않고 뒷면의 주전원스위
치만 On 되어 있어도 Remote 방송이 가능합니다. 즉 리모트앰프를 동작시키면 자동으로 주장치의 전원이 켜집니다.

본기기의 뒷면 전원스위치를 켭니다.

방송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번호를 누르시고 방송 예고음인 챠임 스위치를 누르면 챠임이 방송 됩니다. 챠임이 끝나면 
마이크 버튼을 눌러 마이크를 On 시키시고 마이크로 방송하시면 됩니다. 음량조절을 원하시면 뒷면의 해당볼륨으로 조절
하시면 됩니다.

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는 반드시 모든 스위치를 Off 시켜 주십시오. 본기기가 동작하게 되면 다른 방송이 차단 됩니다.

본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콘넥터가 같다고 하여 일반 다이나믹 마이크를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장시간 연결하여 둘 경우 다이나믹 마이크의 보이스코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외부신호 즉 C.D.P 등의 신호를 방송하고자 할경우는 뒷면의 Aux 입력으로 소스기기를 연결하고 전면의 Aux 버튼을 누르
시면 방송이 됩니다.

Busy 램프가 점등되어 있을 때 에는 다른 리모트 앰프가 혹은 우선순위가 높은 소스가 동작중임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때
는 본기기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동작과 관련없이 BUSY램프가 깜빡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Digi Combo Amplifier와 연결된 선로 또는 통
신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동작방법

REMOTE AMPLIFIER

구성품 
1.D-SUB 15용 

  후드 2개
2. 사용설명서 3. D-SUB 15P 

    FEMALE 1개
4. D-SUB 15P
    MALE 1개

5. 고무발

3※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각부의 명칭 및 기능 설명 (전면부)
 

전면부

- 방송할 지역을 선택하는 스위치 입니다. 여기서 선택된 지역은 Digi Combo Amplifier의 스피커 셀렉터의 지역과 일치합니다.  

1 출력채널 선택 스위치

- ALL 스위치를 누르면 전체지역이 선택됩니다.  

2 ALL 스위치

- 이 스위치를 누르면 4타음의 CHIME이 방송됩니다.  

3 CHIME 스위치

- 후면의 AUX 입력으로 연결된 신호를 방송할 경우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됩니다.  

4 AUX 스위치

- 이 스위치를 누르면 본기기의 마이크가 열리고 마이크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5 MIC 스위치

OPE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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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REMOTE AMPLIFIERR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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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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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의 출력선택 스위치를 누르면 해당 채널의 램프가 점등되며 해당 출력 채널이 열려 있음을 표시합니다.   

8 출력채널 동작표시

- 본 기기에 사용되는 마이크를 연결 하는곳입니다. 이 콘넥터에는 콘덴서 마이크가 사용됨으로 직류전압이 출력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9 마이크 연결 콘넥터

REMOTE AMPLIFIER

- 주출력 레벨을 표시합니다.   

6 출력레벨메터

- POWER: 본기기에 전원이 투입되었음을 표시 합니다. BUSY: 다른 리모트 앰프가 사용중임을 표시합니다.

7 동작상태 표시 램프

5※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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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 및 기능 설명 (후면부)
 

후면부

- 본기기에 전원을 인가하는 스위치입니다. 누르면 On 됩니다.

1 POWER 스위치

-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2 MIC 볼륨

- CHIME의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3 CHIME 볼륨

- AUX의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입니다.

4 AUX 볼륨

- 별도의 소스장비를 연결하여 방송할때 사용되며 LINE LEVEL의 신호를 받습니다.

5 AUX 입력

- 리모트앰프의 제어신호와 오디오출력, 직류전원등의 회로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곳과 Digi Combo Amplifier의 Remote 입력과 

   연결되는 곳입니다. 콘넥터 납땜에 각별히 주의 하십시오. 

6 LINK IN

- 여러대의 리모트 앰프를 사용할 때 링크하여 사용하는 콘넥터 입니다.  

7 LINE OUT(REMOTE 출력)

REMOTE AMPLIFIER

핀번호

용도

1

VCC

2

VCC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VCC GND GND GND GND N.C TX+ TX- RX+ RX- GND HOT COLD

(6), (7)의 콘넥터 핀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AUXCHIMEMIC

POWER

L R

AUX

IN

-
24V

+

DC INPUT

OUT

6

5 7 84

6※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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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T

제품이 전기적충격이나 에러등으로 기기가 정상작동을 하지 않을 경우 볼펜이나 기타 뾰족한 도구로

제품 밑면의 Reset 스위치를 누르시면 제품이 초기상태로 돌아갑니다.

DIP 스위치는 2진수의 계산법으로 설정합니다.

예) 기기번호를 1번으로 설정할 경우 스위치 1번을 On(위로 올림)시킨다. 

     기기번호를 5번으로 설정할 경우 스위치 3번과 1번을 On(위로 올림)시킨다. 

<< 주의 >>

(6), (7)의 콘넥터에 사용되는 권장 전선은 CPEV 0.6SQ 8페어가 사용되며 전선의 굵기 및 실드상태가 

CPEV 0.6SQ 보다 낮은 전선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타 >>

2. ADDRESS 설정 방법 (제품 밑면에 있습니다.)
Remote Amp를 2대 이상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품 번호를 설정하여야 하며 번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1 2 3 4

ON

5

Digi Combo Amplifier와 Remote Amp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2개 이상의 리모트를 Digi Combo Amplifier와 연결할 경우, 
별도의 외부 전원장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본 단자를 이용합니다. 사용되는 전원 아답터는 DC24V/2A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당사에서 별도의 전원아답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8 DC24V 입력 단자 (별도전원)

7※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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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 Combo Amplifier

DG-Series

8※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셀렉터
구분에 따라 LED램프 컬러 변경됨
화재시 자동으로 비상방송용 셀렉터로 전환됨
내부에 릴레이그룹 장착
2선식 및 3선식 대응 

A / SPEAKER SELECTOR 

B / CHIME&SIREN 

파상 및 연속 사이렌
챠임 (도, 미, 솔, 도)
스피커 셀렉터 모드 전환 스위치
(일반방송 / 비상방송) 

F /LCD 화면

SD CARD(16G)
USB
음악지원(mp3)기능
음소거, 반복기능
오디오 레벨메타 표시
폴더번호,재생트랙번호,재생시간 표시

MIC(6CH)
AUX(3CH)

MP3(USB&SD)

CHIME & SIREN

EM PANEL
& MIC

P
R

E
 A

M
P

PROGRAM
MONITOR

R
E

LAY
 G

R
O

U
P

P
R

O
G

R
A

M
 E

X
C

H
A

N
G

E
R

POWER AMP

LIN
E

 C
H

E
C

K
E

R

SPEAKER
SELECTOR MATRIX LOGIC CPU

EM SELECTOR POWER
DISTRIBUTOR

BATTERY
CHARGER

SPEAKER
SELECTOR RELAY GROUP LINE CHECKER

PC CONTROL
PROGRAM

OUTPUT
LEVEL METER

C / 표시창

출력 레벨 표시
마스터볼륨의 위치표시
(마스터 볼륨의 개방량을 LED램프로 표시)
동작모드 표시 (E.M / REM / PGM)
전원상태 표시 (STAND BY / ON)
화재 표시 (화재발생시 "F" 깜박거림) 

D / 모니터, 마스터 볼륨

내장된 모니터스피커 ON/OFF
터치식 마스터 볼륨
Line Checker ON/OFF

E / 믹서부

MIC 6채널
AUX 3채널
콘덴서 마이크 사용을 위한 개별 
PHANTOM POWER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A/S문의: (전화)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070-509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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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MODEL

                                         MIC

                                         AUX

Output Level

Frequency Response(-3dB)

S/N Ratio

Total Harmonic Distortion at 1khz Line Input

Power Supply

Dimensions  (W x H x D)

Weight

-45dBm/600ohm

-10dBm/10kohm

0dB/600Ω평형

100Hz~15Khz

More than 65db

Less than 0.5%

DC 24V, 1A 

201(W) x 212(H) x 68(D)mm

1.5kg

RG 2020

입력레벨

9※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제조국가

㈜케빅

RG 2020

20   .      .

㈜케빅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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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MOT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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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10※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RG 2020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BLOCK DIAGRAM

MIC

AUX

CHIME

HEAD AMP

HEAD AMP

CHIME
OSCILLATOR

MIXER AMP

OUTPUT METER

LINE AMP

MICOM POWER S/W

POWER CIRCUIT
+12V

+5V

CHANNEL 
INDICATOR

D-SUB CONNECTOR

LINE OUT (0dB)

DATA OUT

DC24V IN

EXT POWER IN

AUX INPUT
-10dB

MIC INPUT
-4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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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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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G 2020
REMOTE AMPLIFIER

OPERATING MANUAL

1805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

동 150-6) 한양타워-빌 1302호

TEL.(051)506-1538  

/ FAX.(051)506-6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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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458-0904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8671-2744  

/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서비스대표전화번호

070-509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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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구

매촉진법 개정에 의해 단계적 폐지중인 단체수의계약(전자조합 방송장치 외 1 1개 조합 12개 물

품 2005년 3월 31일 폐지)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경쟁전환 예정으로 연차적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단가계약 범위를 조달청에서는 관련업계와 수 차

례에 걸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우수제품 인증과 무관하게 조달사업법시행령 7조의 2에 의

거 시행중인 국가조달계약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구내방송장치 및 구성부품을 나라장터 쇼

핑몰에서 직접구매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조달청 
등록제품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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