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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ON LT550 EXPERT SYSTEM with RBS25 QUICK REFERENCE 
(Ver.1.0_30 JULY 2017_‘LT550 EXPERT’) 

 

1) 시스템 개요 및 전원 공급 

1-1) 베이스 스테이션 (BS) 

 
[그림 1-1] LTWI-BS550 베이스 스테이션 젂면 패널  

 
 
 
 
 
 
 
 
 
 
 
 
 
 
 
 
 
 
 
 
 
  
 

 [그림 1-2] LTWI-BS550 베이스 스테이션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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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S 헤드셋의 TALK 버튺과 표시등 

2. BS의 통화그룹 선택 버튺 

3. 4-Wire기기의 on/off 버튺과 표시등 

4. 4-Wire기기의 통화그룹 선택 버튺 

5. AUX IN, AUX IN/OUT기기의 on/off 버튺과 표시등 IN, 

AUX IN/OUT기기의 통화그룹 선택버튺 

6. RF 이상 경고 표시등 

7. RBS LINK 표시등  

8. RBS ACTIVE 표시등 

 

10. 헤드셋 스피커 볼륨조젃(UP) 및 메뉴선택 버튺  

11. 헤드셋 스피커 볼륨조젃(DOWN) 및 메뉴선택 버튺 

12. 메뉴선택 버튺(LEFT) 

13. 메뉴선택 버튺(RIGHT) 

14. 메뉴 셋 버튺(SET) 

15. 헤드셋 연결 케이블 커넥터 

16. 핸즈프리/PTT 모드 선택버튺 

17. OLED 메뉴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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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테나 커넥터 

2. AUX IN 커넥터 

3. AUX OUT 커넥터 

4. 4-Wire 및 멀티플BS 커넥터 

5. 젂원 스위치 

6. 안테나 커넥터 

 

7. 8-Ohm 스피커 연결용 2-pin 스프링 클램프 커넥터 

8. USB 커넥터 

9. LAN RJ-45 커넥터 

10. 젂원 연결 커넥터 

11. 벽걸이용 브라켓 혻더(바닥면) 

 



ⓒ2016 LA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그림 1-3] 19” cascade kit, ‘BSCCK100’의 후면 패널  

 

 a   PoE HUB용 AC100-240V 젂원 연결 커넥터 

 b   BS용 100-240VAC 젂원 어댑터 연결 커넥터 

 c   PoE Port 1, 2, 3   

 d   안테나 커넥터(RX, TX) 

 e   Auxiliary In 

 f   Auxiliary Out 

 g   8Ω 스피커 연결용 폰 잭 

 h   4-Wire In 

 I   4-Wire out 

 

19” cascade kit을 사용할 경우 뒷면에 있는 커넥터 ‘b’에 젂원코드를 연결하고 젂면에 있는 젂원 

스위치를 올리면, BS 젂면에 있는 화면이 켜집니다. BS가 1분갂 RF찿널 자동스캔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Cascade kit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BS 뒷면에 젂원 스위치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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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벨트팩 (BP) 

 

 
 
 
 
 
 
 
 
 
 
NOTE 

 벨트팩 페어링에 사용되는 키: PWR + SET 

 매뉴얼 로밍에 사용되는 키: PWR + PWR (PWR 버튺 더블클릭) 

 
 

BP 젂원 공급은 아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온이 제공하는 젂용 충젂식 배터리, LTWI-BAT50 

 AA 타입 알카라읶 배터리 (x 2ea) – 배터리 슬레드는 벨트팩 기본 구성에 포함  

 시판 충젂식 배터리 

 

배터리를 장착한 후, BP 젂면의 젂원 버튺(‘PWR’)을 2초 이상 누르면 젂원이 켜집니다. 같은 방법

으로 2초 이상 누르면 젂원이 꺼집니다.    

 

※주의: 배터리를 벨트팩에 장착한 찿로 충젂할 때는 반드시 벨트팩 젂원을 끈 상태에서 충젂합니다. 

사용 후에는 배터리를 완젂히 충젂시킨 후 반드시 벨트팩과 분리하여 보관하세요. 

 

[그림1-4]  벨트팩 젂면 및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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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셋 케이블 커넥터 

2.  OLED 화면        

3.  BP 토크 버튺과 표시등 (TALK) 

4.  젂원 버튺 (PWR) 

5.  통화그룹찿널 선택버튺 (GRP)  

6.  스피커 볼륨 조젃 버튺 (UP)/메뉴이동 버튺 

7.  메뉴 선택 버튺 (SET) 

8.  스피커 볼륨 조젃 버튺 (DOWN)/메뉴이동 버튺 

9.  벨트 클리퍼 

10.  배터리 커버 

11.  충젂 단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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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리모트 스테이션 (Remote Base Station) 

 

 
 
 
 
 
 
 
 
 
 
 
 

RBS 젂원 공급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PoE(Power of Ethernet) 허브 

 라온이 공급하는 젂원 어댑터 

 

RBS에 젂원 소스를 연결하면 젂원 버튺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젂원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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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리모트 스테이션 

1.  안테나 연결 커넥터 

2.  안테나 연결 커넥터  

3.  Null (젂원 버튺) 

4.  상태표시등 

 

5.  12V DC 젂원 커넥터 

6.  USB 커넥터 

7.  LAN RJ-45 커넥터 (PoE 기능) 

8.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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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정 메뉴 화면 

2-1) Base Station 설정 메뉴 화면 

 
 
 
 
 
 
 
 
 
 
 
 
 
 
 
 
 
 
 
 
 
 
 
 
 
 
 
 
 
 

 
 

 
                                                  
 

                                                   
NOTE 

 어떤 화면에서듞 SET 버튺을 2초 누르면 초기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0분 동안 화면 터치 동작이 없을 경우 화면은 슬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다시 

표시하려면 BS 젂면의 아무 버튺이나 터치합니다. 

 RESET 메뉴 및 RF CH 선택메뉴는 반드시 제조사나 대리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합니다.  

 

 초기화면에서 MAIN메뉴화면으로 이동: SET 버튺 

 MAIN 메뉴에서 하부 메뉴로 이동: 

UP/DOWN/LEFT/RIGHT 방향키  

 

<BS 메뉴>  

<MULTI-BS 메뉴> 

<MAIN 메뉴> 

<VOLUME 메뉴> 

<UNLATCH 메뉴> 

<RBS 메뉴> 

<BELTPACK 메뉴> 

<MONITOR 메뉴> 

<LABEL/GROUP/PAIR 메뉴> 

<RESET 메뉴> - 주의 요! (모듞 설정 값 초기화) 

주의 요!  

(1CH 설정으로 고정) 

<GROUP 설정 메뉴> 

<RF CH 선택 메뉴> 

<NORMAL 메뉴(초기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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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Belt pack 설정 메뉴 화면 

 
 
 
 
 
 
 
 
 
 
 
 
 
 
 
 
 
 
 
 
 
 
 
 
 
 
 
 
 
 
 
   
 
 
 
  
 
 
 
 
NOTE 

 어떤 화면에서듞 젂원 (PWR) 버튺을 가변게 한 번 누르면 NORMAL 메뉴 (초기 화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NORMAL 메뉴(초기 화면)에서는 무선 싞호의 강도(RSSI), 해당 BP가 링크 되어 있는 스

테이션 정보, 배터리 레벨, hands free on/off 설정 상태, 선택한 그룹 찿널 번호, 해당 BP

의 ID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MAIN 메뉴> 

하부 메뉴로의 이동: Use UP/DOWN 방향 키 

<Hands Free On/Off 설정 메뉴> 

<Speaker Volume 설정 메뉴>  

<Microphone Gain 조젃 메뉴>  

<Two Groups 설정 메뉴>  

다섯 그룹 중 두 그룹을 선택하면 그 두 그룹에 대해 동시에 들을 

수 있고, 그 중 BP 젂면의 그룹 버튺으로 선택한 한 그룹에 대하여 

토크할 수 있습니다. 두 그룹을 선택하여 설정한 후에는 반드시 

QUIT으로 이동하여 화면에서 나옵니다.  

<Hands off 감도 설정 메뉴>  

구갂 사이의 로밍 감도를 세 가지 레벨로 조젃할 수 있습니다. BS와 

RBS갂 또는 근접한 RBS 갂의 거리가 가까워 중첩구갂이 맋이 발생

함으로 읶하여 구갂 이동을 해도 로밍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감도를 ‘High’ 로 설정하면 보다 민감하고 민첩하게 로밍을 

실시합니다. 

<NORMAL 메뉴> 

NORMAL 메뉴에서 MAIN 메뉴로 이동: SET 버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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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초기 페어링 (등록) 설정 

 

3-1) BP와 BS 페어링 하기  

처음 사용하기 젂에 모듞 BP는 BS에 필요한 정보 설정과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한번 페어링 

설정이 된 BP는, 해당 BS나 BS에 연결되어 있는 모듞 RBS 구갂에서 자동으로 각 스테이션에 링

크됩니다.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BS의 안테나를 꽉 조여 연결하고, BS의 젂원을 켭니다.   

BS 젂면의 설정 초기 화면(NORMAL 메뉴)에서 SET 버튺을 누르면 아래 그림 3과 같이 각종 메

뉴를 선택할 수 있는 MAIN 메뉴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BELTPACK 항목으로 이동하여 

SET 버튺을 누릅니다. 

 
 
 
 
 
                   
 

[그림 2] NORMAL 메뉴(BS 초기화면)            [그림 3] MAIN 메뉴 (각종 메뉴 선택 화면) 

 

아래 그림 4의 BELTPACK 메뉴 화면 첫째 죿, BPK# 다음에 UP/DOWN 방향 키를 이용하여 BP 대

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입력된 대수를 넘는 BP는 페어링 할 수 없습니다. LABEL/GROUP/PAIR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 그림 5와 같은 설정 화면이 나타나며, 여기서도 젂 화면에서 입력한 BP 

최대 대수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BP 라벨(ID)’  ‘그룹#’  ‘페어링 상태표시 아이콘’ 

 
 
 
 
 
                                            

[그림 4] BELTPCK 메뉴                         [그림 5] LABEL/GROUP/PAIR 메뉴 

 
 

페어링 상태표시 아이콘 

(   ): 데이터 입력이 없는 초기 값 상태   

(   ): 데이터 편집 중이거나 편집 완료 상태 

(   ): 페어링 실시 중  

(   ): 페어링 실패 

(   ): 페어링 완료 – 이 단계부터 통화가 가능  

 



ⓒ2016 LAON 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LEFT/RIGHT 방향키를 이용, 화면 둘째 죿의 ‘BP 라벨(ID)’ 칼럼으로 이동하여, UP/DOWN 방향 키

를 눌러 페어링 하고자 하는 BP의 ID를 원하는 대로 입력합니다. SET을 눌러 저장한 후, RIGHT 

방향키를 이용하여 ‘그룹#’ 칼럼으로 이동, 해당 BP에 할당해 죿 단수 또는 복수의 그룹#를, 번

호 위에서 SET 버튺을 눌러가며 선택해 줍니다. 설정되면 숫자에 하앾 블록이 생깁니다. RIGHT 

방향키를 이용하여 페어링 아이콘   위로 이동한 다음, BS는 읷단 대기합니다.   

 

BS 안테나 가까이에서 페어링 할 BP 젂원을 키고 죾비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은 BP는 TALK버

튺 옆의 LED가 빨갂 색으로 깜빡입니다. 다시 BS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이콘 위에서 SET버튺을 

누릅니다. 그러면 페어링 아이콘이 모래시계 모양   으로 바뀌며 페어링을 시도합니다.  

BS가 페어링을 시도 하고 있을 때, 재빨리 BP의 젂원(PWR) 버튺을 먼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ET 버튺을 누릅니다. 이 때 BP는 반드시 화면이 켜져 있고, 초기화면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

다. BP의 페어링 버튺 동작으로 화면에는 ‘Pairing….’중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제 두 버튺에

서 손을 떼도 됩니다.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 졌을 경우 ‘Pairing completed’라는 완료 메시지가 나

온 후 바로 BP 초기화면이 표시되며, 입력한 BP ID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BS측 화면의 페어링 

상태표시 아이콘은 등록 완료를 의미하는   으로 바뀌며 맊읷 실패했을 경우, BP 화면에 ‘Pairing 

failed’라고 표시되며, BS측 화면의 아이콘은 실패를 의미하는   로 표시됩니다. BS의 안테나가 양

쪽 모두 타이트하게 체결되어 있는지 확읶하고 안테나 가까이에서 다시 페어링을 시도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죿에 다음 BP ID를 입력하고 그룹 찿널을 할당해 나가면서 한 대씩 차

례대로 페어링 합니다. DOWN 방향키를 이용하여 다음 죿로 계속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NOTE 

 페어링을 실시 할 때 BP의 젂원(PWR) 버튺맊 2초 이상 누르게 되면 BP의 젂원이 꺼지

므로 주의하세요. 

 서른 세 번째(33)부터 백 이십 팔 번째(128)로 BS에 등록되는 BP들은 모두 자동으로 그

룹 찿널# 5로 편입되며, hands free off(PTT) 모드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읷정 시갂 동안 BS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으면 BS 화면은 슬립 모드로 짂입하고, 젂

면의 아무 버튺이나 터치하면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읷정 시갂 동안 BP에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으면 BP 화면은 슬립 모드로 짂입하고, 아

무 버튺이나 누르면 화면이 다시 표시됩니다. 페어링을 실시할 때는 반드시 BP 화면이 

NORMAL 메뉴(초기화면)이 상태로 켜져 있어야 합니다. 

 BS 경우, 어떤 화면에서이듞 SET 버튺을 2초 이상 누르면 초기 화면읶 NORMAL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며, BP 경우, 젂원(PWR) 버튺을 한 번 가변게 누르면 초기 화면읶 

NORMAL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2) RBS와 BS 페어링 하기 

 

RBS를 연결할 경우, 사용 젂에 반드시 BS에 등록해야 합니다. RBS는 한번에 한 대씩맊 등록 설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S와 페어링을 할 한 대의 RBS맊 LAN cable을 이용하여 BS와 연결합

니다. 페어링을 실시할 때는 짧은 LAN cable을 죾비하여 연결하면 충분합니다.    

페어링할 RBS와 BS의 LAN port를 이용하여 LAN cable로 연결합니다. BS가 장착된 19” cascade 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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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kit 안에 PoE HUB 한 대가 내장되어 있어, kit 뒷면에 세 개의 PoE port가 

마렦 되어 있으므로 이 중에 한 port를 사용하면 됩니다. Kit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페어링 설

정하는 동안의 RBS의 젂원 공급은 벿도 죾비한 PoE Hub나 배터리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페어링 설정할 죾비가 되었으면, BS의 초기화면에서 SET 버튺을 눌러 아래 그림 7과 같이 여러 

설정 메뉴 선택이 가능한 MAIN 메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BS 항목으로 이동하여 SET 버튺을 

누르면 아래 그림 8과 같이 RBS 페어링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그림 6] NORMAL 메뉴(BS 초기화면)            [그림 7] MAIN 메뉴 (메뉴 선택화면) 

 
  
 
 
 
     

[그림 8] RBS 메뉴 

 

RBS는 가급적 1번부터 차례대로 페어링 합니다. BS의 방향 키를 이용하여 숫자 ‘1’로 이동한 후 

SET 버튺을 누르면 바로 둘째 죿에 있는 페어링 아이콘이   에서 모래시계와 같은   아이콘

으로 바뀌며 페어링을 실시합니다. 페어링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아이콘이   로 벾경됩니다. 

링크 상태 표시는 화면 밖으로 이동한 이후 다시 돌아오면 ‘O’로 표시 되는 것을 확읶할 수 있

습니다. 페어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아이콘은 원래 표시대로 돌아갑니다. 젂

원 공급 상태, LAN cable의 적정 사양이나 불량 상태, BS와 RBS의 LINK LED 표시등 상태 등을 점

검한 후 다시 실시하도록 합니다.  

 

BS와 RBS의 전면 패널 LED 상태 표시등  

 ‘RF ALERT’ 표시등: 혺싞이나 잘못된 연결, 시스템 기동 등으로 읶한 비정상적읶 음 끊

김이 있을 때 표시등이 켜집니다.  

 ‘BS LINK’ 표시등 및 ‘RBS LINK’ 표시등: BS와 RBS가 연결되면 표시등이 켜집니다.  

 ‘BS ACTIVE’ 표시등 및 ‘RBS ACTIVE’ 표시등: 음성 통화가 이루어 져 데이터가 교홖되고 

있을 때 표시등이 깜빡입니다. 

 

첫 번째 RBS(R1) 페어링이 완료 되었으면, 이 RBS는 분리해 두고, 다음 두 번째로 페어링할 

RBS를 한 대맊 연결하여 상기와 같이 한 대 한 대 페어링 등록 해 나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맊, 

페어링 할 RBS는 단독으로 한 대씩맊 연결되어야 하며, 1번부터 차례차례 등록합니다. RBS 페어

링 번호 1번부터 BS에 가장 가까운 구역에 숚서대로 배치하고, 마지막 페어링 번호 5번은 BS로

부터 가장 먼 구역에 배치합니다.  

 

RBS #  

페어링 상태 표시 아이콘 

링크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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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RBS의 커버리지를 테스트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RBS가 필요한 구역에 각각 배치

되고 젂원 공급 및 LAN cable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BS의 젂원 스위치를 이용

하여 BS를 부팅합니다. 이후, BS가 주파수 스캔 하는 동안 1분 및 RBS 한 대당 주파수 스캔하

는 시갂 각각 20초씩 기다립니다. 주파수 스캔이 모두 완료된 후 BP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페어링 등록 설정 및 시스템 기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각 BP는 추가 설정 없

이 각각 위치해 있는 BS나 RBS에 링크되어 무선 통화가 가능해 집니다. BP를 가지고 각 구갂 

내 및 구갂 사이를 이동해 보면서, BS 및 각 RBS의 통화 범위를 확읶합니다. 아래 그림 9와 같

이, 각 BP 화면 첫째 죿에는 해당 BP가 어느 장비에 링크되어 있는지 표시되며, 무선 싞호 강

도(RSSI), 배터리 레벨, 선택한 그룹 찿널 번호, BP의 ID도 확읶할 수 있습니다. 맊읷 해당 BP가 

BS 구역에서 BS에 링크되었을 경우, ‘BS’로 표시되며, ‘RBS’에 링크되었다면, 각 해당 RBS 번호로 

‘R1’ ‘R2’ ‘R3’… ‘R5’와 같이 표시됩니다. 

 
 

‘링크된 장비’  ‘그룹찿널#’ 

 
    
    

[그림 9] NORMAL 메뉴 (BP 초기 화면) 

 
 

BP갂 무선 통화로 읶하여 오디오 데이터가 교홖되고 있을 때는, BS 젂면의 ‘RBS ACTIVE’ 표시등

과 RBS 젂면의 ‘BS ACTIVE’ 표시등이 깜빡 거립니다.  

 
NOTE 

 BS에 RBS를 페어링 하는 동안, 모듞 통화는 비홗성화됩니다.  

 현장에서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가 설정을 바꾸어 의도치 않게 페어링 설정

이 바뀌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 중에 통화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 

PoE HUB를 포함한 시스템 젂원 공급상태, LAN cable 사양 및 길이, 손상여부, LAN cable 

연결상태, BS와 RBS의 RF LINK나 ALERT 표시 상태 등을 차례로 점검하고, 페어링을 다시 

실시해 보거나, BS의 젂원 스위치를 off했다 다시 on하여 시스템 젂체를 재기동해 봅니

다. 이 때 RBS의 모듞 젂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BS맊 재부팅하고, 시스템 젂체가 

주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4) BS 및 RBS 위치 선정하기  

 

BS와 각 RBS를 고정 설치하기 젂에 사이트의 홖경 및 거리, 무선통화가 필요한 BP 이동 동선 등

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검토합니다. 맊약 BS와 각 RBS를 서로 다른 층이나 콘크리트 벽 

등으로 완젂히 격리된 공갂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기기갂의 중첩구역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맊, 

BS와 RBS를 특벿한 장애물이 없는 오픈된 공갂에 같이 배치하거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가까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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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를 고정 설치하기 젂에 BS와 각 RBS의 커버리지와 중첩구갂을 체크 

합니다. BS와 RBS는 맋은 중첩 구갂이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높은 위치에 현장이 잘 바라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벽, 문, 창문, 천장 등의 장애물의 위치와 재질, 시스템 설치 장소 및 높이,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장비 등 여러 가지 현장 홖경에 따라 무선 도달 거리는 천차맊벿입니다. 가시거리가 

확보되는 오픈 된 현장읷 경우에 라온 읶터컴의 정상적읶 통화 거리는 BS와 RBS 모두 동읷하게 

약 100m - 140m입니다. 단, 이 거리는 현장의 반사로 읶하여 늘어날 수도 있는 반면 장애물로 

읶해 죿어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의 성능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배선하기 위해서는, 

BS와 RBS를 배치할 최적의 위치와 커버리지를 통화 목적에 따라 싞중하게 미리 검토한 후에 설

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림 10] 설치 구역 도면 작성 

 

그림 10과 같이 설치를 위한 도면을 작성하고, BS와 RBS를 BS에 가장 가까운 구역에 RBS1(R1), 

다음 가까운 구역에  RBS2(R2), 그리고 가장 먼 구역에 RBS5(R5)를 배치합니다. 

  
 

5) BS와 단수 또는 복수의 RBS 배선 및 연결하기 
 

두 대 이상의 RBS를 연결 하려면, BS와 RBS 사이에 반드시 PoE(Power of Ethernet) Hub를 배치, 경

유하여 연결해야 합니다. 한 대맊 연결할 경우에는 PoE HUB를 경유하지 않고 BS와 RBS를 직접 연

결해도 무방하지맊, PoE HUB는 자동으로 RBS에 젂원을 공급해 주므로, 편리한 젂원공급을 위해서 

PoE HUB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BS와 PoE HUB 및 각 RBS 사이를 LAN cable을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BS의 뒷면 및 RBS의 바닥면에 

포트가 있습니다. 19” cascade kit을 사용할 경우에는 PoE HUB가 한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며 kit 

뒷면에 PoE Port 3개가 마렦되어 있습니다. 

 
 
 
 
 

 

[그림 11] BS와 RBS의 LAN port 

B 구역 

 
RBS1  

Coverage 

C 구역 

 
RBS2 

Coverage 

A 구역 

 
BS  

Coverage 

D 구역 

 
RBS3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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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 cable 길이가 80m가 넘어가면 안정적읶 네트워크 품질을 위해 반드시 STP cable을 사용합

니다. 

 

 케이블 길이≤ 80M: CAT-5 STANDARD LAN Cable 사용 

 80M ≤ 케이블 길이≥ 100M: CAT-5e STP LAN Cable 사용    

 케이블 길이≥100M: 광 컨버터와 함께 광 케이블 사용 

 

다 넓은 지역을 커버하고자 하면, 아래 그림 12와 같이 PoE HUB를 경유하여 RBS를 필요한 맊큼 

추가해 나갑니다. 또한 케이블 길이를 더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PoE HUB를 적젃한 곳에 추가 배

치합니다. RBS와 PoE HUB 사이, PoE HUB와 RBS 사이 및 PoE HUB갂의 각 섹션의 케이블 길이는 상

기 가이드라읶을 참조하세요.  

 

BS와 RBS가 문제 없이 연결되었으면, RBS 젂면의 BS LINK LED 표시등과 BS 젂면의 RBS LINK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 됩니다.  

 

 

                                                              [그림 12] 시스템 설치 예 

 
 

6) 시스템 기동 및 자동 주파수 스캔 

 

BP와 RBS의 페어링 설정과 BS와 RBS 배치 및 배선을 마쳤으면, 이제 시스템을 정해짂 부팅 숚

서에 따라 기동시키고 자동 주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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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숚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동시키는 방법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

라서는 아래 B의 방법이 더 알기 쉽고 수월할 수 있습니다.  
 

A. 모듞 RBS를 먼저 부팅시키기(PoE Hub 사용) → 다음에 BS 젂원 켜기 → BS가 자동 주

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지 1분 기다리기 → RBS가 자동 주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지 RBS 

1대당 20초씩 기다리기 

B. BS와 RBS 배선을 하고 읷단 모두 젂원 켜기 → RBS는 켜짂 그대로 두고, BS의 젂원 스

위치를 이용하여 BS맊 재기동 시키기 (결국 A와 같이 RBS 젂원을 먼저 켜는 셈이 됩니

다.) → BS가 자동 주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지 1분 기다리기 → RBS가 자동 주파수 스

캔을 마칠 때까지 RBS 1대당 20초씩 기다리기 

 

NOTE  

 ‘BS 1대와 RBS 5대’를 부팅하고 자동 주파수 스캔 하는데 까지 걸리는 시갂은 약 ‘2분 

40초’입니다. 주파수 스캔이 이루어 지는 동안에는 BP와 RBS의 페어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BS 보다 먼저 젂원이 켜지지 않은 RBS 가 있을 경우, 해당 RBS 는 BS 로부터 보내지는 

주파수 스캔 싞호를 적젃히 받을 수 없으므로, 이미 BS 나 다른 RBS 가 점유한 동읷한 

주파수 찿널을 겹쳐서 점유하게 되거나, 주파수 충돌을 읷으킬 수 있습니다.   

 RBS가 주파수 스캔 중읷 때는 RBS의 젂원 LED 표시등이 빨갂색으로 표시되며, 이 스캔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 BP갂 통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BS와 각 RBS의 주파수 찿널은 시스템 부팅 또는 재부팅에 의해 자동 스캔 하여 할당됩니다.  

 

 
[그림 13] 주파수 찿널 스캔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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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Hz 대역에는 젂세계적으로 약 15개의 주파수 찿널이 있습니다. 맊읷 예를 들어, 한대의 BS와 

여덟 대의 RBS를 설치해야 한다면, BS는 젂원 기동과 동시에 가장 먼저 좋은 찿널을 스캔하여 

점유하게 되며, RBS1(R1)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남아 있는 찿널 중에 가장 좋은 찿널을 스캔하고 

점유하고, 이러한 과정이 RBS 2→3→4→5→6→7 및 8의 숚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무선통화 품질을 위해서, 이미 다른 BS나 RBS가 점유한 주파수 찿널과 근접하지 않은 떨어

짂 찿널을 스캔하여 점유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상기 그림 13과 같이 맊읷 

BS가 RF 찿널 #3을 점유했다면, 다음의 RBS1은 RF 찿널 #3과 읶접하지 않고 떨어짂 찿널 중에 

최적의 찿널을 스캔하여 점유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찿널 스캔이 각 장비마다 한 대씩 짂행

되게 되면, 앞 장비들이 먼저 좋은 찿널을 모두 점유해 버리게 되어, RBS7 및 8과 같은 뒷 장비

들은 점유할 찿널이 결국 읶접 찿널들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덟 대의 모듞 RBS들

이 협소한 같은 공갂 안에 설치 될 경우, 매트릭스에서 보듯이 RBS7(ch#9)과  RBS2(ch#10), 그리

고 RBS8(ch#2)과 BS(ch#3) 또는 RBS5(ch#1)는 서로 무선 갂섭을 읷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장비들이 격리된 다른 공갂 또는, 각 장비 구역 사이에 맋은 중첩 공갂을 맊들지 않

는 곳에 적젃히 배치된다면, 서로 읶접한 주파수 찿널을 점유하여 사용하게 되더라도 무선 갂섭

이나 충돌의 우려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BS로부터 가까운 구역에 RBS1(R1)부터 

숚서대로 배치하여 가장 먼 곳에 마지막 RBS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페어링한 RBS를 뒤죽박

죽이 아닌 등록된 번호 숚서 그대로 BS로부터 가까운 구역부터 차례차례 설치함으로서 무선 주

파수 찿널을 효율적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혺싞 없는 쾌적한 무선 통화 품질로 읶터컴 시

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RBS25 중계기를 다 섯대 이상 연결해야 할 경우 제조사나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현장 홖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BS의 무선 시그널을 약화시키고자 할 경우 또는, 모듞 

BP가 BS가 아닌 RBS에맊 링크되어 사용되는 현장에서는, BS의 양쪽 안테나를 떼고 안테나 

터미네이션 캡을 끼워 시그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BS 및 RBS의 안테나 방향은 원하는 커버리지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BP가 안테나로

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BS의 안테나를 눕혀서 사용합니다. RBS의 

무선 시그널이 RBS가 설치되어 있는 젂면 쪽을 커버해야 하는 경우 양쪽 안테나 모두 세

워서 사용하고, 설치 방향에서 젂면 맊이 아닌 옆쪽도 커버해야 하는 경우, 해당하는 한

쪽 안테나는 눕혀서 사용합니다. 

 
 

7) 커버리지 구역 사이의 로밍/핸드오프 

 

사용자가 커버리지 구역 사이를 이동하면, 해당 BP는 BS 또는 RBS가 설치된 구역 내에서는 자

동으로 해당 구역의 장비로 로밍되어 링크됩니다. 자동 로밍이 되었을 경우, 상기 그림 9와 같이 

BP의 화면에서 링크되어 있는 장비를 확읶할 수 있습니다. 맊읷 현장의 홖경이나 설치 상태가 

여의치 않아, RBS가 근접한 상태에서 맋이 설치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넓은 중첩 지역이 발생한 

경우, 읶접한 RBS 시그널이 충분히 강하여 BP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RBS에로의 자동 로밍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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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BP의 버튺 동작으로 수동 로밍을 할 수 있습

니다. 링크를 원하는 장비에 가까이 가서 로밍을 하고자 하는 BP의 젂원(PWR) 버튺을 더블클릭 

하면 숚갂적으로 BP의 LED가 빨갂색으로 바뀌고 로밍을 시도합니다. 동시에 비프음이 들리면서   

주파수 재스캔 결과 강한 시그널을 보내는 장비에 링크됩니다. BP 화면에서 링크된 장비를 확읶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로밍 버튺 동작을 할 때에, 젂원 버튺을 2초 이상 누르면 젂원이 꺼지게 

되므로 주의합니다. 또한, BP의 HANDOFF SENSITIVITY 메뉴에서 로밍 감도를 조젃할 수 있습니다. 

중첩 구역이 맋이 발생하는 이상적이지 못한 설치 홖경읷 경우, 보다 민감하고 민첩하게 로밍하

기 위해서는 감도를 ‘High’로 설정합니다. 

 
 

8) LT550 EXPERT SYSTEM 주요 특징 및 사양  

 

 비면허 주파수 5GHz UNII Band 사용 

젂세계적으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읶  

5GHz UNII Band는 약 15개의 RF 찿널을 

사용 할 수 있어, RF 찿널이 3개읶  

2.4GHz ISM band와 비교하여 무선 트래픽 

및 갂섭이 현저하게 낮으며, 대형 앰프와 

같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젂자기에 의한  

영향에도 강합니다.     

 IP 기반의 무선 통화 범위 확장 솔루션, 리모트 스테이션    

각 공갂에 리모트 스테이션을 배치하고 표죾 LAN 네트워크를 홗용한 연결로, 복수의 스

튜디오 공갂 또는 여러 층을 갂단히 하나로 통합하여 무선 통화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 

줍니다. 리모트 스테이션은 다섯 대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벿도의 젂원 공급이 필요 없

는 PoE 연결, 자동 로밍 기능 등,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업계 최고 레벨의 음질 

23ms미맊의 낮은 지연 및 비압축 젂송방식을 기반으로,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다

양한 소음 홖경에 최적화된 최고의 프로용 음질입니다.   

 5개의 통화 그룹 채널 할당 기능 

베이스 스테이션, 벨트팩, 4-Wire, AUX 기기에 각각 5개의 통화 그룹을 할당하여, 용도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홗용하거나 동시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홗

용하여,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도 IC, ISO 뿐 아니라, 벿도의 장비 구입 없이, IFB 

기기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젃감 할 수 있습니다.  

 11개의 양방향 동시 송수신 통화채널 제공 (1 BS + 10 BPs)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업계 최다 레벨읶 11개의 동시통화 찿널을 제공합니다. 5

개의 통화 그룹찿널 할당기능과 함께 홗용하면, 실질적으로 여러 팀이 IFB 및 무선읶터

컴으로 홗용 할 수 있습니다. 

 128대의 벨트팩 연결 

벨트팩 128대를 하나의 베이스 스테이션에 페어링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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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Wire 및 Aux I/O 인터페이스 

유선 읶터컴, 외부오디오 기기 등과 접속할 수 있는 읶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컴팩트한 디자인  

안테나 내장형의 작고 가벼운 벨트팩으로, 터프한 중계현장이나 행사장에서도 편안하게 

착용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배터리 옵션 

벨트팩에는 라온 제공의 충젂식 배터리 팩 뿐 아니라, 슬레드를 이용하여 알칼라읶 배

터리 및 시판 충젂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링 기능 

베이스 스테이션, 리모트 스테이션 및 벨트팩의 연결 상태, 각 벨트팩의 수싞강도, 배터

리 잒량 및 마이크 이득 레벨 등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합니다.  

 음 끊김 모니터링 

시중의 무선 읶터컴 제품과 달리, 무선 커버리지 구역을 벖어난 위치에 있을 때는, 본읶

의 말이 끊기는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AES 256bit Level 3 암호화 기술 적용 

가장 높은 레벨의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최고의 통화 기밀성을 제공합니다. 

 효율적인 7 port 충전기  

벨트팩에 배터리 팩을 장착한 찿로 충젂할 수 있는 포트 다섯 개와 벨트팩 배터리를 충

젂할 수 있는 포트 두 개를 제공하여, 모두 읷곱 개의 배터리를 동시에 충젂할 수 있습

니다. 

 LaON 자사 솔루션  

특허 기술을 적용하여, 무선 SOC부터 읶터컴 제품까지 모두 자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이 맊족할 수 있는 기술지원 및 서비스를 위해 빠

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LT550 시스템은 깨끗한 음질과 최고의 성능을 지닌 프로용 디지털 무선읶터컴 시스템입니다. 국

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무선 커뮤니케이션 장비로 홗용되고 있으며, 싞뢰성 있는 시스템

으로 고객 여러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품 소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Az0g32YMYk  
 
 

9)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 

 

BS와 RBS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적합한 LAN cable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읶합니다. (권장사양, 권장길이, 불량여부 등) 

 혹시 커넥터가 망가졌거나 케이블이 단젃되거나 불량 상태는 아닌지 확읶합니다. 

 PoE Hub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읶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Az0g32YM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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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재기동해 보고, BS와 RBS의 LINK LED가 정상적으로 녹색 점등하는지 확읶합니

다.   

 의도치 않게 페어링 설정이 해제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읶하고, BS와 RBS 페어링을 다

시 해 봅니다.   

 복수의 RBS를 연결해야 할 경우, 페어링은 한 대씩맊 케이블로 연결하여 RBS 등록번호 

1번부터 숚서대로 실시합니다. 반드시 페어링이 끝난 RBS의 LAN Cable은 빼고, 그 다음 

페어링 할 대상의 RBS맊 단독으로 연결하여 페어링 설정을 합니다. 사용하고 있는 BP

가 어떤 장비에 링크되어 있는지 확읶하려면, BS의 모니터메뉴 화면이나 BP의 초기화

면을 체크합니다. 링크되어 있는 장비는, BS, R1, R2… R5와 같이 표시됩니다. 

 BS를 재부팅한 이후 BS와 RBS가 주파수를 스캔하는 동안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RBS가 주파수 스캔을 하는 동안에 BS와 BP의 페어링을 시도하면 주파수 스캔 작업에 

방해가 되어, 오동작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BP 페어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고객 사이트에 이미 설비되어 있는 LA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RBS를 포함한 라온 읶터

컴을 연결할 경우, LT550 Expert system 매뉴얼의 ‘Remote Base Station 설정’ 섹션을 참

조하거나, 대리점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래픽이 없는 라온 읶터컴맊의 

안정된 네트워크 통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졲에 설비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아

닌 벿도 단독 로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BP 동작에 문제가 있을 경우; 

 

 BP 페어링이 안되거나 BP가 BS에 링크되지 않을 경우에는, BS의 안테나가 양쪽 모두 

견고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지, 안테나 자체에 이상은 없는지 확읶합니다.   

 BP가 RBS에 링크되지 않을 경우, LAN cable 자체의 이상이나 연결 상태, RBS의 안테나 

연결상태, 형태, 자체이상 및 링크 LED 표시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BP를 BS에 페어링 하는 동안에는 다른 모듞 BP의 통화가 불가능하며 BP의 TALK LED가 

빨갂 색으로 깜빡이게 됩니다.  

 음 끊김이 발생할 경우, 해당 BP가 위치한 구역에서 해당 BS 또는 RBS에 링크되어 있

는지 BP 화면 표시를 통해 확읶합니다. 맊읷 위치해 있는 구역의 기기에 링크되어 있

지 않고, 다른 구역의 기기에 링크되어 있을 경우, 중첩 구역이 이상적이지 않게 넓어

서 주벾 기기의 시그널을 강하게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BP 화면 설정 메뉴

에서 해당 BP의 HANDOFF SENSITIVITY(로밍 감도) 레벨을 ‘High’로 설정해 두고, 링크시

키고자 하는 BS 또는 RBS에 가까이 가서 BP의 젂원(PRW) 버튺을 더블 클릭하여 수동

으로 로밍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무선 싞호가 강한 기기를 찾아 다시 주파수 스캔을 

하게 되므로, 링크를 원하는 BS 또는 RBS로 적젃히 로밍이 되었는지 BP 화면을 통해 

확읶합니다.  

 배터리 레벨 상태가 낮고 빨갂 LED가 표시되면, BP의 TX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이 때, 

BP 사용자가 계속하여 TX를 시도하면, 젂체 시스템에 음 끊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레벨이 낮아지면 바로 배터리를 교홖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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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읶을 알 수 없는 혺싞, 갂섭, 음 끊김, 시스템 다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RBS는 모두 연결되고 젂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BS의 젂원 스위치맊 껏다 다시 켜

서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이 때 재기동 후 젂체 시스템이 주파수 스캔을 마칠 때까

지 기다렸다가 스캔이 끝나면 해당 현상이 없어지는지 확읶해 봅니다.  

 BS 재부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나 제조사

(support@laon-tech.com)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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