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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VIRO Call Stations

안전
위험!
고위험: 이 기호는 제품 내 "위험한 전압"과 같이 긴박한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피하지 않을 경우, 감전, 심각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고!

!

중위험: 잠재적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피하지 않을 경우, 경미하거나 심하지 않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

!

낮은 위험: 잠재적 위험 상황을 나타냅니다.
피하지 않을 경우, 재산상의 피해나 장치 손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1.

이 안전 지침을 읽어 주십시오. – 장비나 시스템을 작동하기 전에
모든 안전 및 작동 지침을 읽어야 합니다.

2.

이 안전 지침을 보관하십시오. -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 지
침 및 작동 지침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3.

모든 경고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장비 및 작동 지침에 나
와 있는 모든 경고를 따라야 합니다.

4.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설치 또는 사용/작동에 관한 모든 지
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이 장비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물 근처나 습한 환경
(예: 욕조, 세면대, 부엌 싱크대 또는 세탁통 근처, 눅눅한 지하실,
수영장 근처, 보호되지 않은 실외 공간 또는 습한 장소로 분류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만 청소하십시오. – 청소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장비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액체 클리너나 분사식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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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인클로저의 개구부(있는 경우)는 환기, 장비의 안정적인 작동, 과
열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구부를 막거나 가려서는 안 됩
니다. 적절한 환기가 제공되거나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르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장비를 매립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8.

라디에이터, 난방 레지스터, 스토브 등의 열원, 또는 열을 발산하
는 기타 장비(앰프 포함) 근처나 직사광선 아래에 설치하지 마십
시오.

9.

촛불을 비롯하여 불꽃이 있는 기구를 장비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10. 분극화된 플러그 또는 접지 타입 플러그를 용도대로 안전하게 사
용하십시오. – 분극화된 플러그에는 블레이드가 두 개 있습니다
(한 블레이드가 다른 블레이드보다 큼). 접지 타입 플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와 세 번째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큰 블레이드 또는
세 번째 단자는 안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
에 맞지 않을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연락하여 구형 콘센트를 교체
하십시오.
11. 특히 플러그, 일반 콘센트 및 장비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이 밟히거
나 끼지 않도록 전원 코드를 보호하십시오.
12. 제조업체가 지정한 장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장비를 장
착할 때는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권장하
는 장착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13. 제조업체가 지정하거나 장비와 함께 판매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탁자만 함께 사용하십시오. – 카트를 사용할 경우, 카
트/장비 조합을 옮길 때 뒤집혀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급작스럽게 멈추거나, 과도한 힘을 주거나, 지면이 고르지 못하면
장비 및 카트 조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14. 번개가 치는 폭풍우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비의 플러
그를 뽑아두십시오. – 대피 시스템과 같은 특수 기능을 유지할 때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모든 수리는 자격을 갖춘 정비 인력에게 의뢰하십시오. – 전원 공
급 코드나 플러그가 파손된 경우, 장비에 액체를 흘렸거나 물체가
떨어져서 들어간 경우, 장비가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등과
같이 장비가 손상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장비를 떨
어뜨린 경우 수리가 필요합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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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장비에 액체가 흘러 들어가거나 튀어서도 안 되며, 꽃병과 같이 액
체가 들어 있는 물체를 장비 위에 놓아서도 안 됩니다.
17. 배터리(설치된 배터리 팩 또는 배터리)는 햇빛, 불 또는 이와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의!

!

배터리를 올바르지 않게 교체한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하
거나 동등한 유형으로만 교체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는 환경 법 및 절
차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18. 전문적 설치 전용 – 주거 지역에서 이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19. 응축 – 응축을 피하려면,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장비를 옮
긴 경우 켜기 전에 몇 시간 기다리십시오.
20. 청각 손상 – 오디오 출력이 있는 장비에서 청각 손상을 피하려면
높은 볼륨으로 오랫동안 듣지 마십시오.
21. 교체용 부품 - 교체용 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 기술자가 제
조업체에서 지정한 교체용 부품 또는 원래 부품과 동일한 특성을
지닌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무단으로 대체하면 화재, 감전
또는 기타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2. 안전 검사 – 장비의 정비나 수리를 마친 후에는 서비스 기술자에
게 안전 검사를 수행하여 장비가 적절한 작동 상태인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위험!
과부하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콘센트나 확장 코드에 과부
하를 주지 마십시오.
23. 전원 – 표시 라벨에 나와 있는 전원 유형에서만 장비를 작동해야
합니다. 사용할 전원 공급 장치의 유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대리점 또는 해당 지역의 전력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배
터리 전원 또는 기타 전원으로 작동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작동 지
침을 참조하십시오.
24. 전력선 – 실외 시스템을 지상 송전선, 기타 전기 조명, 전력 회로
근처 또는 전력선이나 전력 회로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력선이나 전력 회로에 닿을 경우 치명적인 결
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실외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전력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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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 회로와 닿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 모델만
해당 – 미국전기규정(National Electrical Code) 조항 820의 CATV
시스템 설치 관련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위험!
물체 및 액체 투입 - 위험한 전압 지점 또는 단락 부분에 닿아서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장비의 개구부에 어떠한 종류의 물체
도 밀어 넣지 마십시오. 종류에 상관없이 어떠한 액체도 장비 위에 흘
리지 마십시오.
25. 동축 접지 – 실외 케이블 시스템이 장비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케
이블 시스템의 접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미국 모델만 해
당: 미국전기규정 섹션 810 및 ANSI/NFPA No.70-1981에 장착 및
지지용 구조물의 적절한 접지 방법, 동축 케이블과 방전 장비의 접
지, 접지용 도선의 규격, 방전 장치의 위치, 접지용 전극의 연결 및
접지용 전극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
다.
26. 보호 접지 – 클래스 I 구조 장비는 보호용 접지 연결이 있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보호 접지 – 클래스 I 구조의 장비는 보호 접지 연결이 있는 주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 연결 시 참고사항
–

영구적으로 연결된 장비의 경우, 항시 작동 가능한 주전원 플러그
또는 전극 주전원 스위치가 장비 외부에 있어야 하며, 해당하는 모
든 설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플러그인 가능 장비의 경우,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소켓 콘센
트를 장비 근처에 설치합니다.

공간 상 제약으로 인해 이 라벨이 장비 바닥에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
다.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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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감전의 위험을 줄이려면 덮개를 열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는 자격을 갖
춘 정비 인력에게 의뢰하십시오.

경고!

!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을 예방하려면 이 장비를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하
지 마십시오.

경고!

!

설치 작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정비 인력이 미국전기규정 또는 현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경고!
전원 해제: 장비의 주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로 전원 공급 코드 세
트가 있는 경우, 연결 해제 장치는 전원 코드 세트의 주전원 플러그입

!

니다.
AC‑DC 어댑터가 있고 주전원 플러그가 다이렉트 플러그인 장치의 일
부인 경우, AC-DC 어댑터가 연결 해제 장치에 해당합니다.
소켓 콘센트는 장비 가까이에 있으며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경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초저전압(SELV) 회로를 전화 네트워크 전

!

압(TNV) 회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LAN 포트에는 SELV 회로가,
WAN 포트에는 TNV 회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LAN 및 WAN 포
트는 모두 RJ‑45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조심해
야 합니다.
노후한 전기/전자 장치
유럽연합의 WEEED(폐전기 전자 기기 처리 지침)에 따라 더 이상 서비
스가 되지 않는 전기/전자 장치는 별도로 수거하여 환경 보호를 위해 재
활용 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후한 전기/전자 장치를 폐기하려면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반환 및
수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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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m 이내의 고도

열대성 기후 지역이

에서만 사용됩니다.

아닌 곳에서만 사용

9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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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정보
PVA-15CST 및 PVA-15ECS는 PAVIRO 시스템용 콜 스테이션입니다.
–

PVA-15CST 콜 스테이션은 키 스위치 또는 알람 버튼 없이 제공
되지만 이러한 옵션 구성품은 추가 장착 옵션, 페이지 20의 설명
과 같이 내장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PVA-15ECS 콜 스테이션은 키 스위치 1개와 알람 버튼 2개가 공
장 출하 시 장착되었습니다.

두 콜 스테이션에는 팝 실드와 영구적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구즈넥 마
이크, 총 20개의 버튼, 발광 LC 디스플레이, 통합 라우드스피커가 제공
됩니다.
각각 20개의 사용자 지정 선택 버튼이 있는 최대 5개의 PVA-20CSE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요구에 맞게 콜 스테이션
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성:
–

5개의 메뉴/기능 키(사전 프로그래밍됨) - 버튼당 녹색 표시등 1개
또는 노란색 표시등 1개

–

15개의 선택 버튼(사용자 지정) - 버튼당 2개의 표시등(녹색/빨간
색)

–

숫자 구역 선택(IRIS-Net 구성 중에 활성화 가능)

–

투명 커버가 있는 라벨 - 언제든지 라벨 변경 가능

–

스탠딩 또는 데스크/랙 매립형 장치로 사용 가능

–

오류 로깅 기능이 있는 내부 모니터링 - 모든 국내 및 국제 표준 준
수

–

손쉬운 구성 - 구성 마법사 또는 IRIS-Net 소프트웨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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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단

시스템 개요 | ko

11

상단면도에 있는 번호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다음 페이지의 표를 참조
하십시오.

그림 3.1: PVA-15CST 콜 스테이션의 상단면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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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PVA-15ECS 콜 스테이션의 상단면

번호

아이

항목

설명(기본 구성)

선택 버튼/ 숫자 키

2개의 표시등을 포함하고 있는

패드

사용자 프로그래밍 가능 구역/

콘
1

그룹 선택 버튼입니다.
2

키 스위치 및 알람

–

PVA-15CST 콜 스테이션:

버튼의 영역:

옵션 키 스위치 및 알람 버

–

키 스위치는 콜

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스테이션의 무

이 있습니다.

단 사용을 방지 –

PVA-15ECS 콜 스테이션:

합니다.

키 스위치 1개와 알람 버튼

알람 버튼은 알

2개가 공장 출하 시 장착되

람 신호를 송출

었습니다.

–

하는 데 사용되
며 투명 커버가

2018.04 | 04 | F01U3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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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항목

13

설명(기본 구성)

콘
부착되어 있어
의도치 않은 작
동을 방지합니
다.
3

보이스 알람 표시등

시스템이 보이스 알람 상태에
있을 때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4

5

복합 오류 경고 표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노란색으로
등

켜집니다.

전원 표시등

전원 공급 장치가 켜져 있을 경
우 녹색으로 켜집니다.

6

마이크

모니터링되는 구즈넥 마이크입
니다.

7

라우드스피커

오류 신호음 또는 VAC 경고.

8

디스플레이

콜 스테이션 또는 전체 시스템
의 상태/오류 디스플레이입니
다.

9

ESC 버튼

확인하고 다음 오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표시등 있음).

10

▲ 버튼

시스템을 켜고 끕니다(대기)(표
시등 있음).

11

DEL 버튼

- (기본 구성 없음).

12

▼ 버튼

라이브 오디오 신호를 중지합니
다(표시등 있음).

13

↵ 버튼

선택한 구역에 안내 방송을 합
니다(표시등 있음).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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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

추가 장착 옵션, 페이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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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
1

2

3

4

그림 3.3: PVA-15CST 및 PVA-15ECS 콜 스테이션의 하단면

번호

항목

설명

1

EXT OUT 포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연결합니다.

트
2

CST BUS 포

컨트롤러에 연결됩니다.

트
3

LINE 포트

외부 오디오 장치 또는 PTT 버튼을 연결합니
다.

4

Bosch Security Systems

MIC 포트

외부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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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PVA-15CST 또는 PVA-15ECS 콜 스테이션

1

패치 케이블(3미터)

7

빈 종이 스트립

1

변형 완화(브래킷)

2

변형 완화용 스크루

1

커버 분리 도구

1

운영 매뉴얼

1

중요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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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초기 상태

17

콜 스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공장 출하 기능 및 속성 설정으로 프로그래
밍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

설정/설명

CAN 주소

0(연결 끊김)

CAN 보드율

10kbit/s

CAN 종단

꺼짐

이름

PVA-15CST / PVA-15ECS

암호

암호로 보호된 설정 메뉴, 암호: 2222

사전 차임벨

꺼짐

버저

켜짐(경고음 신호)

컴프레서

꺼짐

옵션

버튼 할당

알람 버튼

구성 안 됨

키 스위치

구성 안 됨

외부 마이크

구성 안 됨

선택 버튼 1-n

구역 1부터 n까지 선택(버튼 1 = 구역
1, 버튼 2 = 구역 2 등)

↵

선택한 구역/그룹에서 방송합니다(기
본 우선 순위 50).

▲

시스템을 켜고 끕니다(기본 우선 순위
40).

▼

활성 오디오 신호를 중지합니다(기본
우선 순위 69).

ESC

확인하고 다음 오류 메시지로 넘어갑
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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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

설정/설명
DEL

특수 기능

- (기본 구성 없음)
구성 안 됨

경고!

!

한 컨트롤러로 여러 개의 콜 스테이션을 작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콜
스테이션에 고유한 CAN 주소(1~16)를 할당해야 합니다. 나중에 CAN
주소가 변경될 경우 구성도 변경해야 합니다.

2018.04 | 04 | F01U306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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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라벨링
콜 스테이션 버튼은 위로부터 삽입하는 라벨링 스트립을 사용하여 라
벨링됩니다. 다음 단계를 실행하여 버튼을 라벨링하십시오.
1.

포함된 분리 도구를 사용하여 상단의 투명 덮개를 살짝 느슨하게
만듭니다. 마이크 오른쪽의 커버 상단에 커버를 분리할 수 있는 구
조가 있습니다.

2.

분리하려면 해당 구조 안에 분리 도구를 삽입하고 오른쪽으로 옮
깁니다.

3.

상단 스냅이 하우징에서 분리됩니다.

4.

해당 도구를 마이크 왼쪽에 삽입하고 왼쪽으로 옮깁니다.

5.

이제 커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6.

라벨링된 종이 스트립을 라벨 필드 안에 삽입합니다.

7.

투명 커버를 다시 부착합니다. 하단 커버 스냅을 콜 스테이션 하우
징의 구멍에 맞춘 후에 일정한 힘을 가해 상단 커버 스냅을 구멍
안으로 살짝 밉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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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장착 옵션
참고!
이 섹션은 PVA-15CST 콜 스테이션에만 적용됩니다.

콜 스테이션에 최대 3개의 덮여 있는 버튼 PVA-1EB 및/또는 1개의 키
스위치 PVA-1KS을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알람을 트
리거하거나(선택 알람) 시스템을 켜고 끄는 등의 용도로 추가 제어 요
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구성 중에 IRIS-Net을 통해 할당됩니
다.

5.3.1

알람 버튼
PVA-1EB는 콜 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 버튼입니다. 투명 커버
캡이 의도치 않은 버튼 작동을 방지합니다. 광 시각화를 위해 통합되어
있는 고효율 LED가 최대의 운영 신뢰성도 보장합니다. 버튼 피드 라인
은 콜 스테이션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오류 로그에 표시됩니다.

그림 5.1: PVA-1EB

조립
콜 스테이션에 PVA-1EB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
고하십시오.
참고!
PVA-1EB에 대한 응용 정보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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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모든 커넥터에서 콜 스테이션을 분리합니다.

2.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풉니다(나사 4개➊).

3.

콜 스테이션의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여 위쪽 부분에서 베이스플
레이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4.

CN1 플러그 커넥터➋에서 연결 케이블을 뽑습니다.

5.

설치 위치➌ 준비: 날카로운 물체(스크라이버 등)를 사용하여 조심
스럽게 구멍을 내고 하우징 내부의 프리컷 직사각형을 잘라냅니
다. 설치 위치에 필요할 수 있는 후속 작업(예: 다듬질, 트리밍)을
수행합니다.

6.

설치 위치에 버튼을 장착하고 균등하게 눌러 넣습니다(커버 캡이
위쪽으로 열릴 수 있음).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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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가운데/왼쪽 설치 위치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리본
케이블➍을 회로 기판의 플러그 커넥터 CN201/CN202/CN203에
꽂습니다.

8.

연결 케이블을 CN1에 다시 꽂습니다.

9.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다시 부착합니다.

10.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11.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버튼을 구성합니다.
콜 스테이션에 최대 3개의 덮여 있는 버튼 PVA-1EB 및/또는 1개의 키
스위치 PVA-1KS을 추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알람을 트
리거하거나(선택 알람) 시스템을 켜고 끄는 등의 용도로 추가 제어 요
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구성 중에 IRIS-Net을 통해 할당됩니
다.

5.3.2

키 스위치
PVA-1KS는 콜 스테이션에 설치할 수 있는 옵션 키 스위치입니다. 키
스위치 피드 라인은 제어 스테이션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오류가 발
생할 경우 시스템의 오류 로그에 표시됩니다.

그림 5.2: PVA-1KS

조립
콜 스테이션에 키 스위치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보를 참
고하십시오.
1.

모든 커넥터에서 콜 스테이션을 분리합니다.

2.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풉니다(나사 4개).

3.

콜 스테이션의 왼쪽 상단에서 시작하여 위쪽 부분에서 베이스플
레이트를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4.

CN1 플러그 커넥터에서 연결 케이블을 뽑습니다.

5.

설치 위치 준비: 날카로운 물체(스크라이버 등)를 사용하여 조심
스럽게 구멍을 내고 하우징 내부의 프리컷 원을 잘라냅니다. 설치
위치에 필요할 수 있는 후속 작업을 수행합니다(예: 다듬질, 트리
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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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라인은 스위치를 설치한 후에만 납땜할 수 있습니다.

6.

키 스위치 커버의 고정 핀을 끼울 수 있도록 프리컷 사이드 개구부
에 구멍을 뚫습니다.

7.

스위치를 맞추고 제공된 마디 나사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단단히
조입니다.

8.

제공된 4핀 케이블 및 저항기를 다음 다이어그램에서와 같이 연결
해야 합니다.

1 rt
CN1-1

1

3

2

4

CN1-2

10k

R2

2 gr

R1

3 gr
CN1-3

10k
4 gr

CN1-4
9.

리본 케이블의 연결 순서에 주의하십시오. 2개의 외부 케이블
1(빨간색) 및 4(녹색)를 차단 지점에 최대한 가깝게 자르고 격리해
야 합니다. 2개의 내부 케이블 2(녹색) 및 3(녹색)은 스위치 연결 1
및 2에 납땜해야 합니다. 극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 오른쪽/가운데/왼쪽 설치 위치 중 무엇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리본
케이블을 회로 기판의 플러그 커넥터 CN201/CN202/CN203에 꽂
습니다.
11. 연결 케이블을 CN1에 다시 꽂습니다.
12. 콜 스테이션 베이스플레이트를 조심스럽게 다시 부착합니다.
13.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14.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버튼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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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CST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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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콜 스테이션이 CST BUS를 통해 컨트롤러에 연결되어 있으면 설정된
CAN 주소에 따라 콜 스테이션이 자동으로 구성됩니다. 몇 초 후에 콜
스테이션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ST BUS를 연결하기 위한 케이블을 아래 그림에 표시된 대로 연결해
야 합니다. 제공된 변형 완화 브래킷 및 2개의 스크루를 사용하여 케이
블을 고정합니다.

6.1.1

인터페이스 설명
CST BUS 포트는 콜 스테이션과 컨트롤러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것은 전원 공급 장치, 제어 인터페이스(CAN 버스) 및 오디오 인터페
이스를 할당하는 8핀 RJ-45 포트입니다. 동봉된 네트워크 케이블(3m)
을 통해 콜 스테이션을 해당 벽면 장착 소켓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음
이미지는 CST BUS 포트 및 해당 RJ-45 커넥터의 할당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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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N(4, 5), 오디오 컨트롤러에서 콜 스테이션으로(3, 6) 및 오디오 콜
스테이션에서 컨트롤러로(7, 8)의 연결에 대해 차폐된 꼬임쌍선 케이
블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1

1: +24V DC
2: GND (CAN_GND)
3: AUDIO CONTROLLER TO CALL STATION +
4: CAN_H (+)
5: CAN_L (-)

8

8: AUDIO CALL STATION TO CONTROLLER 7: AUDIO CALL STATION TO CONTROLLER +
6: AUDIO CONTROLLER TO CALL STATION -

그림 6.1: CST BUS 포트의 핀 할당
8: AUDIO CALL STATION TO CONTROLLER 7: AUDIO CALL STATION TO CONTROLLER +
6: AUDIO CONTROLLER TO CALL STATION 5: CAN_L (-)
4: CAN_H (+)
3: AUDIO CONTROLLER TO CALL STATION +
2: GND (CAN_GND)

8

1

1: +24V DC

그림 6.2: CST BUS 커넥터의 핀 할당

전원 공급 장치
콜 스테이션의 최소 공급 전압은 15V DC입니다. 컨트롤러의 최소 공급
전압이 18V DC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와 콜 스테이션 사이의 연결 배선
에서 최대 허용 전압 강하는 3V DC입니다. 콜 스테이션 또는 콜 스테이
션 확장 장치의 기술 데이터(예: 공급 전류)를 참조하여 적절한 연결 케
이블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긴 배선에 적합해야 합니다.
전압 강하가 3V DC보다 높으면 콜 스테이션의 최소 공급 전압을 보장
하기 위해 컨트롤러의 최소 공급 전압을 높여야 합니다.

6.2

LINE 포트
오디오 입력으로 사용
LINE 포트에 외부 오디오 장치(예: 무선 마이크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
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LINE 포트에 연결하기 위한 스테레오 잭 플
러그(3.5mm, "미니 잭")의 할당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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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_GND
LINE_LEFT
LINE_RIGHT
그림 6.3: LINE 플러그를 오디오 입력으로 할당

PTT 접점 입력으로 사용
PTT 마이크를 콜 스테이션에 연결할 때 LINE 포트는 PTT 접점에 대한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PTT 기능은 구성 중에 IRIS-Net에서 콜 스테이
션에 대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스테레오 잭 플러그
(3.5mm, "미니 잭")의 해당 할당을 보여 줍니다.

PTT

그림 6.4: LINE 플러그를 PTT 접점 입력으로 할당

6.3

MIC 인터페이스
MIC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두 번째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
반 "PC 마이크"(VCC = 3.3V)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은
MIC 잭에 연결하기 위한 3.5mm 스테레오 잭 플러그의 할당을 보여 줍
니다.
MIC_GND
MIC
MIC_VCC
그림 6.5: MIC 플러그의 할당

6.4

EXT 인터페이스
이 소켓은 주로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
려면 제공된 연결 케이블을 통해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콜 스테이션
의 EXT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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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콜 스테이션은 IRIS-Net을 사용하여 PC를 통해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
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콜 스테이
션 자체에서는 제한적인 프로그래밍만 가능합니다.
메뉴
콜 스테이션이 유휴 상태일 때 메인 메뉴를 열려면 ▼ 버튼을 누른 상태
에서 ▲ 버튼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프로그램 할당

프로그램 01

볼륨

프로그램 02

볼륨

메인 메뉴, 페이
지 28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
프로그램 16

볼륨

날짜/시간
언어 설정
표시등 테스트
LCD 대비
LCD 밝기
모니터 볼륨
CST 설정

입력 암호

CST 설정 메뉴

CAN 주소

설정 메뉴, 페이
지 30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CAN 보드율
CAN 종단
펌웨어 버전
버저 켜기/끄기
사전 차임벨
컴프레서 켜기/
끄기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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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표
시

7.1

메인 메뉴
이 섹션에서는 PAVIRO 콜 스테이션의 메인 메뉴에 대해 설명합니다.
프로그램 할당
콜 스테이션에서 프로그램을 PAVIRO 시스템의 개별 구역 또는 그룹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오디오 신호(예: 안내 방송
또는 메시지)보다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싱글 프로그램 기술을 사용할
때는 안내 방송 동안 모든 구역/그룹에서 음악을 음소거하거나 꺼야 합
니다. 듀얼 프로그램 기술을 사용할 때는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는 곳에
서 음악을 계속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각 구역/그룹에 대해 별도의 오디
오 출력 및 앰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내 방송과 배경 음악을
서로 간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프
로그램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 하위 메뉴에 있는 항목은 아래에 설
명되어 있습니다.
IRIS-Net에서 콜 스테이션에 할당된 프로그램의 목록(예: 프로그램 01
부터 프로그램 16까지)이 표시됩니다. 할당된 프로그램만 나열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사이에 전환됩니다. 프로그램에 이미
구역이 할당되어 있으면 선택 버튼의 녹색 LED가 선택된 구역/그룹을
표시합니다.
선택 버튼을 누름으로써 필요한 구역/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은 해당하는 녹색 LED에 의해 표시됩니다.
참고!
구역 할당은 PAVIRO 시스템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할당은 선택 버튼을 다시 누를 때까지 유효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설명된 볼륨 하위 메뉴로 이동합니다.
프로그램에서 현재 설정된 볼륨이 표시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의 볼륨이 설정됩니다. 볼륨 레벨은 1dB씩 증가하거나 감소합
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볼륨이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감
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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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로운 볼륨 레벨은 PAVIRO 시스템에서 즉시 적용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프로그램 메뉴로 돌아갑니
다.
날짜/시간
콜 스테이션의 PAVIRO 시스템에 대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 메뉴 항목의 표시는 CST 설정 메뉴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날짜/시간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일, 월, 연도, 시간, 분, 초 사이에 전환됩니다. 콜 스테이션의 0–
9 버튼을 사용하여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
이 적용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언어 설정
↵ 버튼을 누르면 언어 설정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 또는 ▼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내용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언어가 적용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표시등 테스트
↵ 버튼을 누르면 콜 스테이션 그리고 연결된 모든 콜 스테이션 확장 장
치의 표시등 테스트가 작동합니다. 이 테스트 중에 모든 LED가 깜박이
고 스피커가 작동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 테스트가 비활성화
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LCD 대비
↵ 버튼을 누르면 LCD 대비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 또는 ▼ 버튼을 눌러 LCD 대비를 시야각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위치에서 가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
르면 선택된 대비 설정이 적용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LCD 밝기
↵ 버튼을 누르면 LCD 밝기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 또는 ▼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버튼
을 누르면 선택된 밝기가 적용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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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볼륨
↵ 버튼을 누르면 모니터 볼륨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
을 누르면 라우드스피커의 볼륨 레벨이 조정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CST 설정
↵ 버튼을 누르면 암호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콜 스테이션의 0–9 버
튼을 사용하여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암호는 콜 스테이션 옵션을 활성
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고!
CST 설정 메뉴 활성화를 위한 기본 암호는 2222입니다. 암호는 IRISNet 소프트웨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2

설정 메뉴
이 섹션에서는 PAVIRO 콜 스테이션의 CST 설정 메뉴에 대해 설명합
니다.
CAN 주소
↵ 버튼을 누르면 CAN 주소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필요한 CAN 주소가 설정됩니다. 콜 스테이션에 1에서 16 사이
의 CAN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주소가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참고!
주소 0(초기 상태)은 콜 스테이션과 PVA-4CR12 사이의 원격 통신을
비활성화합니다. 콜 스테이션이 CAN 버스에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
더라도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CAN 주소는 PVA-4CR12에서
한 번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트워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AN 보드율
↵ 버튼을 누르면 CAN 보드율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
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보드율 사이에 전환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
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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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종단
↵ 버튼을 누르면 CAN 종단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이 콜 스테이션의 종단이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종단
은 CAN 버스의 끝에 연결된 콜 스테이션에서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펌웨어 버전
콜 스테이션 펌웨어의 버전을 표시합니다.
버저 켜기/끄기
내장된 라우드스피커를 경고음 신호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잘
못된 작동이나 오작동의 경우 신호음이 경고로 울립니다. ↵ 버튼을 누
르면 버저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버저의 현재 설정("켜짐" 또는 "꺼
짐")이 표시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이 두 상태 사이에 전환됩
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
갑니다.
사전 차임벨
안내 방송에 대한 사전 차임벨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방송
모드에서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선택한 구역/그룹에 사전 차임벨이 전
송됩니다. 사전 차임벨 중에 안내 방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안내
방송자가 사전 차임벨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사전
차임벨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사전 차임벨의 현재 설정("켜짐" 또는
"꺼짐")이 표시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이 두 상태 사이에 전환
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
아갑니다.
컴프레서 켜기/끄기
↵ 버튼을 누르면 컴프레서 켜기/끄기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 신호 컴프레서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
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갑
니다.
날짜 및 시간 표시
↵ 버튼을 누르면 날짜 및 시간 표시 대화 상자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서 날짜/시간 메뉴 항목의 표시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설정이 적용되고 CST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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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동

8.1

표시등

PAVIRO Call Stations

콜 스테이션 표시등의 의미가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표준 콜 스테
이션 구성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표시등

상태

구역(녹색) 꺼짐

설명
구역 또는 그룹이 선택되지 않았
습니다.

녹색으로 켜짐

–

구역 또는 그룹이 선택되었
습니다.

–

특수 기능이 활성화되었습
니다.

–

다이렉트 콜이 활성화되었
습니다.

구역(빨간

꺼짐

색)

전송된 오디오 신호의 우선 순위
가 VAC 우선 순위보다 낮습니
다.

빨간색으로 켜짐

전송된 오디오 신호의 우선 순위
가 VAC 우선 순위와 같거나 그
보다 더 높습니다.

▲

꺼짐

시스템이 꺼져 있습니다(대기).

녹색으로 켜짐

시스템이 켜져 있고 작동할 준비
가 되어 있습니다.

녹색으로 깜박임

시스템이 켜져 있으며 부팅 중입
니다(활성화 프로세스).

▼

꺼짐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효과가 없
습니다. 작업을 중지할 수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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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설명

녹색으로 켜짐

버튼을 누르면 이미 시작된 이벤
트가 종료됩니다.

↵(IRIS-

꺼짐

Net에서
이 표시등
의 기능을
구성할 수
있음)

선택한 구역이 비어 있으며 방송
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안내 방송이 전송되는 중입니다.

있는 동안 녹색으로 켜
짐
녹색, 깜박임

낮은 우선 순위의 콜 스테이션이
적어도 하나의 선택된 구역에 안
내 방송을 전송하는 중입니다.
현재 활성 콜 스테이션을 비활성
화함으로써 이 안내 방송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녹색, 빠르게 깜박임

–

선택한 구역 또는 그룹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더 높
은 우선 순위(안내 방송, 차
임벨, 알람)가 있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습니다.

–

이미 시작된 방송이 보다
높은 우선 순위에 의해 중
단되었습니다.

전원

꺼짐

콜 스테이션 전원 공급 장치가
비활성화/중단되었습니다.

녹색으로 켜짐

콜 스테이션 전원 공급 장치가
제대로 작동 중입니다.

오류

꺼짐

시스템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있
습니다.

노란색으로 켜짐

시스템에 오류가 있습니다. 세부
정보는 LC 디스플레이에 표시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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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상태

설명

노란색으로 깜박임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오류
가 시스템에 있습니다. 세부 정
보는 LC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
다.

보이스 알
람

꺼짐

시작된 알람이 없습니다.

빨간색으로 켜짐

알람이 트리거되었습니다.

빨간색으로 깜박임

알람이 이미 중지되었지만 신호
가 끝날 때까지 실행됩니다.

시스템의 현재 상태에 따라 LC 디스플레이는 시간 정보, 작동 상태, 사
용자 정보, 설정 정보, 정확한 장치 설명을 포함한 오류 메시지 등을 표
시합니다.
LC 디스플레이의 상태 표시
안내 방송 모드에서 정상 작동 중일 때는 콜 스테이션의 이름(라인 1)과
날짜 및 시간(라인 2)이 LC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LC 디스플레이의 오류 표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콜 스테이션에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
다.
–

오류 표시등이 깜박이고 내장 라우드스피커에서 신호음이 나옵니
다.

–

오류가 LC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ESC 버튼을 누르면 오류 메시지가 확인되고 신호음이 비활성화
됩니다. 동시에 오류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추고 계속 켜져 있습니
다.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

오류 표시등은 시스템 내에 오류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 오류 신호
를 보냅니다.

오류 표시 및 신호음은 IRIS-Net에 있는 구성을 통해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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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전원을 켜면 콜 스테이션이 안내 방송 모드에 있습니다. 메뉴 모드는 콜
스테이션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튼

안내 방송 모드

메뉴 모드

▲

이 버튼은 시스템을 켜고 끕니다.

메뉴를 탐색할 때 이

활성화 프로세스에 몇 초 걸릴 수

버튼은 위로 스크롤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 준비가

하는 데 사용됩니다.

되는 즉시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
니다. 작동 오류를 방지하려면 시
스템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적어도 3초간 버튼을 누르고 계
십시오. IRIS-Net에 있는 구성을 통
해 버튼을 잠글 수 있습니다.
ESC

ESC 버튼을 누르면 새 오류가 확

메뉴를 탐색할 때 이

인되는 동시에 신호음이 비활성화

버튼은 ESC 버튼 역

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음

할을 합니다. 즉, 작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을 취소하거나 상
위 메뉴로 돌아갑니
다.

▼

이 버튼을 누르면 라이브 오디오

메뉴를 탐색할 때 이

신호(차임벨, 알람, 텍스트)가 중지 버튼은 아래로 스크
됩니다. 세부적인 기능은 IRIS-Net

롤하는 데 사용됩니

소프트웨어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

다.

다.
DEL

- (기본 구성 없음)

이 버튼은 숫자 입력
시 백스페이스 키 역
할을 합니다.

↵

이 버튼은 선택한 구역 또는 그룹

메뉴를 탐색할 때 이

에서 안내 방송을 활성화하는 데

버튼은 입력을 확인

사용됩니다. 표시등의 기능은 표시 하거나 특정 항목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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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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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송 모드

메뉴 모드

등, 페이지 32 섹션에 설명되어 있
습니다. 토글 모드를 프로그래밍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버튼

15개의 선택 버튼과 해당 표시등이 숫자를 입력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버튼은 다음 항

사용됩니다.

목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

안내 방송을 위한 개별 구역
또는 구역 그룹(초기 상태, 페

–

이지 17 섹션 참조),
차임벨/알람 신호,

–

음성 재생 또는

–

프로그램 할당(한 번 누르면
켜짐, 다시 누르면 꺼짐).

표시등은 현재 선택 상태를 표시합
니다(표시등, 페이지 32 섹션 참
조).
특수 기능을 버튼에 할당하거나 기
능을 할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능은 구성 중에 PC를 사용하여
할당됩니다. 구성에 따라 이러한
선택 버튼을 구역 선택을 위한 숫
자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

이 버튼(설치된 경우)은 프로그래
밍 가능한 구역으로 전송되는 알람
신호를 시작하는 데 사용됩니다.
알람이 트리거되는 즉시 알람 표시
등이 켜집니다. ESC 버튼을 누르
면 알람이 다시 중지됩니다. 알람
유형은 PAVIRO 시스템을 구성하
는 중에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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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모드

버튼에 대한 액세스를 활성화 또는
방지합니다. 버튼의 액세스 레벨은
IRIS-Net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
습니다.

방송 선택
프로그래밍된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선택하여 안내 방송을 할 수 있습
니다.
–

콜 스테이션 또는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의 선택 버튼을 1개 이상
눌러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선택합니다. 해당 녹색 표시등이 켜집
니다.

–

이미 선택한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비활성화하려면 해당 선택 버
튼을 다시 누릅니다. 해당 녹색 표시등이 꺼집니다.

–

선택 버튼의 빨간색 표시등이 꺼지지 않으면 해당 구역 또는 구역
그룹으로 알람 또는 높은 우선 순위의 대피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표시등, 페이지 32 섹션 참조).

숫자 키 기능을 사용하여 방송 선택
숫자 키 기능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된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콜 스테이션에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가 없
는 경우 이 기능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

IRIS-Net 소프트웨어의 구성 탭에서 숫자 키 옵션이 켜짐으로 설
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켜짐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키 할당이 IRIS-Net에 저장되지
만 숫자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IS-Net 매뉴
얼을 참조하십시오.

–

1~999 중에서 아무 숫자나 눌러 1개 이상의 구역 또는 구역 그룹
을 입력합니다.

–

* 키를 사용하여 구역 그룹을 표시하고 # 키를 사용하여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의 입력을 확인합니다. 총 16개의 구역/구역 그룹을 동
시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역 그룹 1과 2, 구역 80과 90을 선택하려면 *1# *2#
80# 90#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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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구역 및 구역 그룹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예: G1 G2 Z80 Z90.

–

잘못된 구역 또는 구역 그룹 번호를 입력하면 신호음이 울려 사용
자에게 알림을 보냅니다.

–

목록에서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제거하려면 구역 또는 구역 그룹
을 다시 선택하고 *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이전 목록에서 구역 그룹 1을 제거하려면 *1*을 선택합
니다. 디스플레이에 G2 Z80 Z90이 표시됩니다.

–

목록에서 모든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제거하려면 * 키를 3초 이상
누릅니다.

–

마지막으로 선택한 구역 또는 구역 그룹을 호출하려면 # 키를 2초
이상 누릅니다.

방송 시작
–

선택한 후에는 ↵ 버튼을 눌러 방송을 시작합니다.
선택한 구역의 가용성을 나타내는 표시등의 기능은 IRIS-Net에서
구성됩니다. 섹션 표시등, 페이지 32을 참조하십시오.

–

안내 방송 중에 ↵ 표시등은 녹색으로 켜져 있습니다.

–

안내 방송이 끝날 때까지 ↵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IRIS-Net에서 구성된 경우 높은 우선 순위의 이벤트에 의해 사용
자의 안내 방송이 중단되면 ↵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이기 시작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안내 방송을 반복해야 합니다.

–

↵ 버튼을 놓으면 다음에 선택할 때까지 선택 항목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전체 방송
모든 시스템 구역에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 기능을 IRIS-Net의 버튼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선택 방송과 동일합니다.
–

전체 방송 버튼을 눌러 모든 시스템 구역을 선택합니다.

–

↵ 버튼을 누르면 전체 방송이 활성화됩니다. “all”을 선택하면 모
든 기존 구역 또는 그룹 버튼의 녹색 표시등과 전체 방송 버튼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

안내 방송이 끝날 때까지 ↵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 표시등은
선택 방송 중일 때와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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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알람
참고!
알람 트리거는 알람이 활성화된 콜 스테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사용자는 알람이 트리거될 수 있는 콜 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알람은 시스템이 대기 모드일 경우에도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알람이 활성 상태임을 알리기 위해 시스템에 있는 각 콜 스
테이션에 시각적 신호가 전송됩니다. 이때 청각적 신호도 함께 전송될
수 있습니다.
알람 신호가 모든 구역/그룹에 전송되도록 알람 버튼을 구성할 수 있습
니다. 일반 알람 신호는 시스템에 있는 모든 구역/그룹에 전송됩니다.
덮여 있는 ALARM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트리거됩니다. 버튼은 알람이
전송되는 동안 켜져 있습니다. 알람은 우선 순위가 높으며, 중앙 스테이
션에서 트리거한 작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내 방송이나 신호보다 우
선권을 갖습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다시 꺼집니다.
선택 알람
참고!
알람 트리거는 알람이 활성화된 콜 스테이션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됩니다. 사용자는 알람이 트리거될 수 있는 콜 스테이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알람은 시스템이 대기 모드일 경우에도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알람이 활성 상태임을 알리기 위해 시스템에 있는 각 콜 스
테이션에 시각적 신호가 전송됩니다. 이때 청각적 신호도 함께 전송될
수 있습니다.
알람 신호가 이전에 선택한 특정 구역/그룹에만 전송되도록 알람 버튼
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방송과 마찬가지로 알람을 전송할 구역/그
룹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 알람의 덮여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버튼은 알람이 전송되는 동안 켜져 있습니다. 이제 다음
알람을 위한 구역/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C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다시 꺼집니다.
신호 중지
▼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알람 또는 차임벨이 중지되거나 음성 재생이 취
소됩니다. ▼ 버튼의 기능(우선 순위, 로컬 이벤트 등)은 IRIS-Net에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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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켜기/끄기
▲ 버튼으로 시스템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콜 스테
이션에서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능은 IRIS-Net
을 통해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비활성화된 모드(대기)에서는 해당 표시등이 꺼져 있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시스템이 켜집니다. 활성화 프로세스 동안 ▲ 표시등이 깜박이
고, 시스템이 작동 준비가 되면 ▲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시스템
에 있는 모든 콜 스테이션에 적용됨).
시스템을 끄려면 ▲ 버튼을 약 3초 동안 눌러야 합니다. 이는 버튼을 실
수로 누를 경우 의도치 않게 비활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알람 버튼을 누르거나 알람 시퀀스를 트리거함으로써 외부 위치에서
시스템을 자동으로 켜거나 부팅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 기능
콜 스테이션의 각 선택 버튼에 특수 기능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즉, 콜
스테이션을 조명, 문 개폐 장치, 창 블라인드 등을 제어하는 입력 터미
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아래 버튼을 통해 볼륨 레벨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IS-Net 설명서에서 찾
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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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콜 스테이션은 특별한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위생과 청결
을 위해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콜 스테이션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Bosch Security Systems

2018.04 | 04 | F01U306899

42

10

ko | 기술 데이터

PAVIRO Call Stations

기술 데이터
전기 사양
CAN BUS 포트

10, 20 또는 62.5kbit/s, 1 ✕
RJ-45, 최대 길이 1000m

최대 마이크 입력 레벨

-21dBu

최대 라인 입력 레벨

+4dBu

최대 NF 출력 레벨

+12dBu

버튼

미리 프로그래밍된 버튼 5개, 프
로그래밍 가능한 구역/기능 키/숫
자 키패드 15개.

내장형 알람 버튼(PVA-15ECS만

알람 신호를 송출하기 위한 알람

해당)

버튼(투명 커버 부착) 2개. 버튼
피드 라인은 콜 스테이션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내장형 키 스위치(PVA-15ECS만

콜 스테이션의 무단 사용을 방지

해당)

하기 위한 키 스위치. 키 스위치
피드 라인은 콜 스테이션에 의해
모니터링됩니다.

표시등

전원(녹색), 오류(노란색), 알람(빨
간색)
미리 프로그래밍된 메뉴 버튼마다
녹색 또는 노란색 LED
프로그래밍 가능한 구역/기능 키
마다 녹색 및 빨간색 LED

LC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LC 디스플레이(122 ✕
32픽셀)

포트

1 CST BUS 포트(제어 데이터 +
오디오 + 전원 공급 장치, RJ-45)
1 오디오 소스(라인 레벨, 폰 잭)
1 마이크 포트(폰 잭)

2018.04 | 04 | F01U306899

Bosch Security Systems

PAVIRO Call Stations

기술 데이터 | ko

43

1 EXT OUT 포트(콜 스테이션 확
장 장치, RJ-12)
DC 전원 입력

15~58V

최대 공급 전류(콜 스테이션 확장

대기/유휴/안내 방송/알림:

장치 제외)

24V/80mA/1.92W

최대 공급 전류(콜 스테이션 확장

대기/유휴 상태/안내 방송/알림:

장치 5개 포함)

24V/190mA/4.56W

기계 사양
색상

RAL 9017(트래픽 블랙)

제품 크기(높이 x 너비 x 깊이)

166mm x 200mm x 66mm(마이
크 제외)

66mm(마이크 제외)

E1, E2, E3

순무게(PVA-15CST)

0.6kg

순무게(PVA-15ECS)

1.64kg

배송 무게(PVA-15CST)

1.1kg

배송 무게(PVA-15ECS)

1.82kg

환경 사양
작동 온도

-5°C~+45°C(+23°F~+113°F)

보관 및 운반 온도

-25°C~+70°C(-13°F~+158°F)

공급 전류
PVA-15CST/ PVA-1EB

PVA-1KS

PVA-20CSE

0mA

0mA

PVA-15ECS
대기

Bosch Security Systems

60mA

0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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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15CST/ PVA-1EB

PVA-1KS

PVA-20CSE

PVA-15ECS
유휴(오디오

80mA

0mA

0mA

15mA

80mA

8mA

0mA

15mA

알림(알람) 모 80mA

8mA

0mA

15mA

없음)
안내 방송 모
드(-10dB)

드(-3dB)

규정
–

FCC - 이 장치는 FCC 규정의 파트 15를 준수합니다. 장치의 사용
은 다음의 2가지 조건에 따릅니다.
–

장치가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

장치가 의도치 않은 작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간섭을 비롯해
어떤 간섭을 수신하더라도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

ICES-003 - 이 클래스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003을 준수
합니다.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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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Display

Keyboard

Push
Button 2

Mixer

Pilot
Beep
Alert
Audio

Low-Pass

Push
Button 3

Contrast / Brightness

Push
Button 1

PTT

I-Supervision

Pilot Tone

Service
Connector

Pilot Tone

Limiter

Microcontroller

Line-Amp

Mic-Amp

6MHz

SPI

+3.3V
-3.3V

CAN-BUS

Sym-Amp

DC
DC

Line-Amp

Pilot-Detect

MOS-Relay

RJ-45

RJ-45

RJ-12

PCA
BUS

EXT.

10.1

Ext. Mic

LIN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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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PVA-15CST 및 PVA-15ECS 콜 스테이션은 외부 치수가 동일합니다.

18

66

166

아래 그림에는 PVA-15CST 콜 스테이션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

18

63

163

161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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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개의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콜 스테이션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에는 20개의 사용자 지정 선택 버튼이 있습
니다.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의 각 버튼에는 녹색 및 빨간색 표시등이
있으며, 콜 스테이션과 동일한 방식으로 버튼이 라벨링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라벨이 투명 커버로 보호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
니다.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도 콜 스테이션을 여전
히 스탠딩 또는 매립형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 스테이션과 마찬
가지로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는 내부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의 오류 로그에 기록됩니다.
조립
콜 스테이션에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
음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1.

모든 커넥터에서 콜 스테이션을 분리합니다.

2.

상단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콜 스테이션과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
를 나란히 맞춥니다.

3.

나사(Torx T10) 4개로 연결 플레이트를 장착합니다. 연결 플레이
트의 TOP 기호에 유의하십시오.

4.

케이블을 콜 스테이션 또는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의 EXT 소켓에
삽입합니다(커넥터가 찰칵 소리를 내며 고정됨).

5.

DIP 스위치 EXTENSION ADDRESS를 통해 콜 스테이션 확장 장
치의 고유 주소를 설정합니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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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여러 개의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사용할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주소가 할당되어야 합니다(1–5).
6.

콜 스테이션 연결을 다시 설정합니다.

7.

IRIS-Net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구성합
니다.

참고!
이미 구성된 콜 스테이션 시스템에서 콜 스테이션 확장 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DIP 스위치 EXTENSION ADDRESS를 통해 교체된 장치의
주소를 대체 장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DIP 스위치

ID

비고

연결 끊김

4

3

2

1

-

꺼짐

꺼짐

꺼짐

0

-

꺼짐

꺼짐

켜짐

1

-

꺼짐

켜짐

꺼짐

2

-

꺼짐

켜짐

켜짐

3

-

켜짐

꺼짐

꺼짐

4

-

켜짐

꺼짐

켜짐

5

표 11.1: 확장 장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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