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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P1 사용설명서

The above warning is located on the top of the unit.
L’avertissement ci-dessus est situé sur le dessus de l’unité.

Explanation of Graphical Symbols
Explication des symboles

The lightning flash with arrowhead symbol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uninsulated “danger-
ous voltage” within the product’s enclosure that may be of sufficient magnitude to constitute a risk of electric shock to persons.

L’éclair avec une flèche à l’intérieur d’un triangle équilatéral est destiné à attirer l’attention de l’utilisateur sur la présence d’une « tension 
dangereuse » non isolée à l’intérieur de l’appareil, pouvant être suffisamment élevée pour constituer un risque d’électrocution.

The exclamation point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important operating and maintenance (ser-
vicing) instructions in the literature accompanying the product.

Le point d’exclamation à l’intérieur d’un triangle équilatéral est destiné à attirer l’attention de l’utilisateur sur la présence d’instructions 
importantes sur l’emploi ou la maintenance (réparation) de l’appareil dans la documentation fournie.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1 Read these instructions.
2 Keep these instructions.
3 Heed all warnings.
4 Follow all instructions.
5 Do not use this apparatus near water.
6 Clean only with dry cloth.
7 Do not block any ventilation openings. Install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8 Do not install near any heat sources such as radiators, heat registers, 

stoves, or other apparatus (including amplifiers) that produce heat.
9 Do not defeat the safety purpose of the polarized or grounding-type 

plug. A polarized plug has two blades with one wider than the other. 
A grounding type plug has two blades and a third grounding prong. 
The wide blade or the third prong are provided for your safety. If the 
provided plug does not fit into your outlet, consult an electrician for 
replacement of the obsolete outlet.

10 Protect the power cord from being walked on or pinched particularly 
at plugs, convenience receptacles, and the point where they exit from 
the apparatus.

11 Only use attachments/accessories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12 Use only with the cart, stand, tripod, bracket, or 

table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or sold with 
the apparatus. When a cart is used, use caution 
when moving the cart/apparatus combination to 
avoid injury from tip-over.

13 Unplug this apparatus during lightning storms 
or when un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14 Refer all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Servicing is 
required when the apparatus has been damaged in any way, such as 
power-supply cord or plug is damaged, liquid has been spilled or 
objects have fallen into the apparatus, the apparatus has been 
exposed to rain or moisture, does not operate normally, or has been 
dropped.

15 [EXT DC INPUT] Connector is intended to be supplied by UL Listed 
Power Supply marked “Limited Power Source”, “LPS” or “Class 2” 
and rated 24 Vdc.

PRÉCAUTIONS CONCER-
NANT LA SÉCURITÉ
1 Lire ces instructions.
2 Conserver ces instructions.
3 Tenir compte de tous les avertissements.
4 Suivre toutes les instructions.
5 Ne pas utiliser ce produit à proximité d’eau.
6 Nettoyer uniquement avec un chiffon propre et sec.
7 Ne pas bloquer les orifices de ventilation. Installer l’appareil conformément 

aux instructions du fabricant.
8 Ne pas installer l’appareil à proximité d’une source de chaleur comme un 

radiateur, une bouche de chaleur, un poêle ou tout autre appareil (y compris 
un amplificateur) produisant de la chaleur.

9 Ne pas modifier le système de sécurité de la fiche polarisée ou de la fiche de 
terre. Une fiche polarisée dispose de deux broches dont une est plus large 
que l’autre. Une fiche de terre dispose de deux broches et d’une troisième 
pour le raccordement à la terre. Cette broche plus large ou cette troisième 
broche est destinée à assurer la sécurité de l’utilisateur. Si la fiche équipant 
l’appareil n’est pas compatible avec les prises de courant disponibles, faire 
remplacer les prises par un électricien.

10 Acheminer les cordons d’alimentation de sorte qu’ils ne soient pas piétinés 
ni coincés, en faisant tout spécialement attention aux fiches, prises de cou-
rant et au point de sortie de l’appareil.

11 Utiliser exclusivement les fixations et accessoires spécifiés par le fabricant.
12 Utiliser exclusivement le chariot, le stand, le trépied, 

le support ou la table recommandés par le fabricant 
ou vendus avec cet appareil. Si l’appareil est posé 
sur un chariot, déplacer le chariot avec précaution 
pour éviter tout risque de chute et de blessure.

13 Débrancher l’appareil en cas d’orage ou lorsqu’il doit 
rester hors service pendant une période prolongée.

14 Confier toute réparation à un personnel qualifié. Faire réparer l’appareil s’il a 
subi tout dommage, par exemple si la fiche ou le cordon d’alimentation est 
endommagé, si du liquide a coulé ou des objets sont tombés à l’intérieur de 
l’appareil, si l’appareil a été exposé à la pluie ou à de l’humidité, si l’appareil 
ne fonctionne pas normalement ou est tombé.

15 Le connecteur [EXT DC INPUT] (Entrée CC extérieure) est conçu pour être ali-
menté par une source d'alimentation à courant continu répertoriée UL, mar-
quée « LPS » à puissance régulée ou de « Classe 2 » et d'une puissance de 
WARNING 24 V cc.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APPARATUS TO RAIN OR MOISTURE. AVERTISSEMENT

POUR RÉDUIRE LES RISQUES D’INCENDIE OU DE DÉCHARGE 
ÉLECTRIQUE, N’EXPOSEZ PAS CET APPAREIL À LA PLUIE OU À 
L’HUMIDITÉ.



IMPORTANT NOTICE FOR THE UNITED KINGDOM
Connecting the Plug and Cord

WARNING: THIS APPARATUS MUST BE EARTHED IMPORTANT. The 
wires in this mains lead are colour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code:

GREEN-AND-YELLOW : EARTH
BLUE : NEUTRAL
BROWN : LIVE

As the colours of the wires in the mains lead of this apparatus may not cor-
respond with the coloured markings identifying the terminals in your plug 
proceed as follows:
The wire which is coloured GREEN-and-YELLOW must be connected to the 
terminal in the plug which is marked by the letter E or by the safety earth 
symbol  or colored GREEN or GREEN-and-YELLOW.
The wire which is coloured BLUE must be connected to the terminal which 
is marked with the letter N or coloured BLACK.
The wire which is coloured BROWN must be connected to the terminal 
which is marked with the letter L or coloured RED.

(3 wires)

1. IMPORTANT NOTICE: DO NOT MODIFY THIS UNIT!
This product, when installed as indicated in the instructions con-
tained in this manual, meets FCC requirements.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Yamaha may void your authority, granted 
by the FCC, to use the product.

2. IMPORTANT: When connecting this product to accessories and/
or another product use only high quality shielded cables. Cable/s 
supplied with this product MUST be used. Follow all installation 
instructions. Failure to follow instructions could void your FCC 
authorization to use this product in the USA.

3. NOTE: This produc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listed in FCC Regulations, Part 15 for Class “A” 
digital devices.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provides a 
reasonable level of assurance that your use of this product, in a 
commercial environment, will not result in harmful interference 
with other electronic devices. However, operation of this product in 
a commercial area is likely to cause interference in some form. In 
this case you, the user, bear the responsibility of correcting this 
condition.
This product generates/uses radio frequencies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found in the users manual, 

may cause interference harmful to the operation of other electronic 
devices. Compliance with FCC regulations does not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ll installations. If this product is 
found to be the source of interference,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product “OFF” and “ON”, please try to eliminate the 
problem by using on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locate either the product generating the interference or the 
device that is being affected by the interference. 
Utilize power outlets that are on different branch (circuit breaker or 
fuse) circuits or install AC line filter/s.
In the case of radio or TV interference, relocate/reorient the 
antenna. If the antenna lead-in is 300 ohm ribbon lead, change the 
lead-in to co-axial type cable.
If these corrective measures do not produce satisfactory results, 
please contact the local retailer that is authorized to distribute this 
type of product. If you can not locate the appropriate retailer, 
please contact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Electronic Ser-
vice Division, 6600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0
The above statements apply ONLY to those products distributed 
by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or its subsidiaries.

* This applies only to products distributed by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class A)

FCC INFORMATION (for US customers)
SWP1 사용설명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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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 주의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를 찾기 쉬운 안전한 곳에 보관
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경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전원 코드 

• 전원 코드를 히터나 라디에이터 등의 열기구와 가까운 곳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코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코드를 과도하게 구부
리거나 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밟거
나 발에 걸리거나 넘어질 수 있는 장소에 코드를 놓지 마십시오.

• 본 기기에 맞게 지정된 전압만 사용하십시오. 전압 조건은 기기 
명판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제공된 전원 코드/플러그만을 사용하십시오.
본 기기를 구입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제공된 전원 코드가 호
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물이나 먼지가 쌓인 경
우에는 이를 제거하십시오.

• 본 기기를 설치할 때 AC 콘센트가 가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고 
연결된 전원도 [EXT DC INPUT] 커넥터에서 분리하십시오. 

• 본 기기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는 뇌우 발생 시에는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놓으십시오.

• 보호 접지용 연결 장치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제대로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감전되거나 기기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 금지

• 이 제품의 내부를 열거나 내부 부품을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부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Yamaha 공식 AS센터
에서 점검을 받도록 하십시오.

침수 경고

•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물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쏟아질 우려가 있는 액체가 담긴 용기(예: 화병, 병 또는 유리컵)를 
본 기기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과 같은 액체가 기기  안
으로 스며 들어가는 경우, 즉시 전원을 끄고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뺀 다음 Yamaha 공식 AS센터에 기기 점검을 의뢰하십
시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청력 손실

• 오디오 시스템의 AC 전원을 켤 때는 청력 손실 및 스피커 손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파워 앰프를 제일 나중에 켜십
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 때는 파워 앰프를 제일 먼저 
꺼야 합니다.

화재 경고

• 기기 근처에 연소성 물품이나 불꽃을 놓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그대로 사용을 계속했을 경우 감전, 화재 또는 고장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Yamaha 공식 AS센터에 점검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

- 기기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 기기 사용 중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 기기에 균열 또는 기타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는 경우

• 본 기기가 떨어졌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은 다음 Yamaha 공식 AS센터에 기기 점검을 의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 손가락이나 금속 물체로 포트 내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 감전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 번개가 치는 경우 기기나 전원 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SWP1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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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
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 또는 본 기기나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전원 코드 

•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에는 반드시 코드가 아닌 플러그 손잡이 
부분을 잡으십시오. 코드를 당기면 전원 플러그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치

• 불안정한 장소에는 본 기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떨어
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 기기의 통기구 앞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본 기기의 측면에는 
내환기구가 있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 줍
니다. 기기를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기의 열을 분산시키려고 할 때, 기기 설치  시
- 천으로 덮지  마십시오. 
- 카펫이나 양탄자 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상단면이 위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측면으로 설치하거나 
거꾸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 좁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잘 환기되지 않는 장소에서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기기가 손상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부식성 가스 또는 염기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기기를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한 후 본 기기를 옮기십시오.

• 본 기기를 EIA 표준 랙에 장착하는 경우  9페이지의 "랙에 장착
할 때 주의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기기가 손상되거나 오작동이 발
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 본 기기를 다른 전자 기계에 연결할 때는 먼저 모든 기계의 전원을 
끈 다음 연결하십시오. 또한, 전원을 켜고 끄기 전에는 음량을 
최소로 낮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전, 청력 손실 또는 기기  
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 기기를 세척할 때에는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취급상 주의

• 기기의 틈새(환기구, 패널 등)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지 마십시오.

• 기기의 틈새(환기구, 패널 등)에 물건(종이, 플라스틱, 금속 등)
을 끼워 넣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 경우 콘센
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그런 다음 Yamaha 공식 AS센
터에 기기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 기기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버튼, 스
위치, 입출력 단자 등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파손되거나 사용자가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 [CONSOLE (RS232-C)] 커넥터에는 RJ-45/DB-9 콘솔 케이블 
이외의 다른 콘솔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SWP1-8MMF 및 SWP1-16MMF)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광섬유 또는 광 커넥터의 끝을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Yamaha는 부적절하게 장치를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SWP1 사용설명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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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제품의 오작동/손상, 데이터 손상 또는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취급 및 유지보수
• TV, 라디오, 스테레오 장비, 휴대 전화 또는 기타 전기 장치 부근
에서 본 기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기기, TV 또는 라디오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먼지, 진동이 많은 곳, 극심한 저온 혹은 고온의 장소(예: 직사광선, 
히터 주변, 대낮 중 차량의 실내)에 기기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한 패널 외관 변형, 불안정한 작동 또는 내부 부품의 손
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기기에 비닐,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된 물체를 올려 놓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패널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청소할 때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도료
희석제, 용제, 세정액 또는 화학약품 처리된 걸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기기의 위치를 옮기거나 에어컨을 켜고 끌 경우 주위 온도의 급
격한 변화로 인해 기기 내부에 물방울이 맺힐 수 있습니다. 물방
울이 맺힌 상태에서  기기를 사용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방
울이 맺혔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물방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기를 켜지 말고 몇 시간 동안 놔두십시오.

• 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벽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정보

저작권
• 제조사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체 또는 부분적
으로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거나 본 설명서를 복제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됩니다.

기기와 함께 제공되는 기능/데이터
•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제품은 클래스 1 레이저 제품으로, IEC60825-1, IEC60825-2, 
FDA 21 CFR 1002.10 및 1002.12를 준수합니다.

• 모든 통신 케이블이 전원 케이블 등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당량의 전압이 생성되어 
나중에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설정을 초기화하십시오.

• 장치를 설치할 때 지역 및 국가의 전기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사용설명서 정보
• 본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Yamaha Corporation은 소프트웨어 및 문서 자료 사용에 관해 
어떠한 대변 또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본 설명서  및 소프트웨어  
사용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Windows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 등록된 Microsoft®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 나오는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소프트웨어는 사전 통지 없이  개정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습
니다.

본 제품에 사용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 라이센스 항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Yamaha Pro Audio 웹사이
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yamahaproaudio.com/

(rear_ko_01)

본 제품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전원 규격 등은 기기 상단에 있는 
명판이나 명판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  번호를 아래 공란에 기입하고 본 사용설명서를 구매 
기록으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모델번호. 

일련번호.
SWP1 사용설명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
본 계약은 Yamaha가 Yamaha 네트워크 제품(이하 “제품”) 및 관련 
프로그램, 인쇄 자료와 전자 파일(이하 “소프트웨어”)에 펌웨어를 
제공하는 조건이 규정된 귀사, 고객, Yamaha Corporation(이하 
"Yamaha") 간에 체결된 계약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제품 또는 PC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서 작동할 목적
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Yamaha가 고객에게 제공
하는 소프트웨어와 본 계약의 1조 (1)항에 따라 고객이 생성한 
소프트웨어 사본에 적용됩니다.

1. 사용 허가
(1) 고객은 제품 또는 PC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소프트웨어를 재사용, 판매, 배포, 임대, 임차, 대여  또는 양도
하거나 특정 또는 불특정 수의 사람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
이트나 서버에 업로드하거나 복제, 번역 , 각색 또는 다른 프로
그램 언어로 재작성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정, 개정, 리버스 어셈블링, 리버스 컴파일링 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실시해서는 안 되며 제3자가 이러한 조치를 실시
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은 본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Yamaha 저작권 표시를 변경
하거나 지우거나 삭제하면 안 됩니다.

(4) Yamaha는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
고는 고객에게 Yamaha의 지적재산권을 승인하거나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재산권
본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며 
Yamaha의 자산입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Yamaha가 본 소프트웨
어와 관련된 어떠한 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도 본 계약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고객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3. 수출 제한
고객은 관련 국가의 모든 적용 수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며  적용
되는 모든 규칙 및 규정을 위반하여 본 소프트웨어를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하면 안 됩니다.

4. 지원 및 업데이트
Yamaha, 자회사, 판매 대리점 및 딜러와 본 소프트웨어를 취급 
또는 배포하는 다른 당사자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또는 고객의 본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된 
당사자는 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그 해결 또는 지원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책임 제한
(1) 본 소프트웨어는 “현재 상태로(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 Yamaha, 자회사, 판매 대리점 및 딜러와 본 
소프트웨어를 취급 또는 배포하는 기타 당사자는 특정 목적을 
위한 본 소프트웨어의 상업성 또는 적합성과 관련하여 명시적
이나 암묵적인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Yamaha, 자회사, 판매 대리점 및 딜러와 본 소프트웨어를 취급 
또는 배포하는 기타 당사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불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수익 손실 및 기타 
결과적 또는 우발적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Yamaha, 자회사, 판매 대리점 및 
딜러와 본 소프트웨어를 취급 또는 배포하는 기타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3) Yamaha, 자회사, 판매 대리점 및 딜러와 본 소프트웨어를 취급 
또는 배포하는 기타 당사자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인해
서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제3자 간 분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6. 유효 기간
(1) 본 계약은 다음 (2)항 또는 (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2) 고객은 제품 또는 PC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
어를 모두 삭제하여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본 계약은 고객이 관련 조건 중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종료됩니다.

(4) 위의 (3)항으로 인해 본 계약이 종료되면 고객은 제품 또는 PC나 
이와 유사한 장치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

(5) 본 계약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2 – 6조에 명시된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7. 분리 적용
본 계약의 한 조항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8. U.S. GOVERNMENT RESTRICTED RIGHTS 
NOTICE:

The Software is a “commercial item,” as that term is defined at 
48 C.F.R. 2.101 (Oct 1995), consisting of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and “commercial computer software documentation,” 
as such terms are used in 48 C.F.R. 12.212 (Sept 1995). 
Consistent with 48 C.F.R. 12.212 and 48 C.F.R. 227.7202-1 
through 227.72024 (June 1995), all U.S. Government End Users 
shall acquire the Software with only those rights set forth herein.

9. 일반 조항
고객은 본 계약이 완전하며 본 계약에 따라 규정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고객과 Yamaha 간에 선언된 계약일 뿐이라는 점과 구두 
형태이거나 서면 형태이거나 상관없이 고객과 Yamaha 간에 이루
어진 모든 제안, 사전 계약 또는 기타 다른 통신보다 우선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Yamaha가 정식  승인한 대표에 의해 체결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대한 변경 사항은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
니다.

10. 관할권
본 계약은 일본법의  관할권을 따르며 이 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SWP1 사용설명서 7



SWP1 사용설명서8

목차

소개 9

기능 ........................................................................9

관련 문서 10

용어 10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11

전면 패널 ..............................................................11
후면 패널 ..............................................................13

상태 표시등 화면 14

LINK/ACT 설정 .....................................................14
STATUS 설정........................................................14
VLAN 설정 ............................................................14
OFF 설정 ..............................................................14

SWP1 초기화 14

VLAN 사용 사례 15

예비 Dante 연결 ...................................................15
오디오 신호에서 제어 신호 분리 ..........................15

사양 16



소개
Yamaha SWP1-8, SWP1-8MMF 또는 SWP1-16MMF L2 
스위치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WP1을 통해 제공되는 탁월한 기능과 성능을 최대한 활용

하고 제품을 더욱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작동하기 전에 
본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본 사용설명서는 오디오 네트워킹 담당자가 읽기 위한 
용도로 작성되었습니다.

포함된 품목

• SWP1사용설명서(본 책자)

• 전원 코드(3핀 플러그)

선택 품목

• MMF-SWP1(광학 확장 기기)
* 설치 작업은 Yamaha 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하며 고객이

직접  실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랙에 장착할 때 주의사항
본 기기는 섭씨 0 ~ 40도의 주위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EIA 표준 장비 랙에 다른 SWP1 
장치 또는 기타 다른 장치와 함께 본 기기를 장착할 경우, 
내부 온도가 지정된 상한을 초과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본 기기를 랙에 장착할 때는 항상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십시오.

• 열이 많이 발생되는 파워 앰프 같은 장치와 함께 본 기기를

랙에 장착할 때는 SWP1와 다른 장비 사이의 공간을 1U
이상 두십시오. 그리고 랙 공간을 일부 열어두거나 적절한

환기 패널을 설치하여 열이 축적될 가능성을 최소로 
낮추십시오.

• 공기가 충분히 흐를 수 있도록 랙 뒷면을 열어 두고 벽이나

기타 표면에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고 배치하

십시오. 팬 키트를 설치한 경우 랙 뒷면을 닫으면 냉각

효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랙 및
팬 장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능

• Dante  권장  설정  제공
안정된  Dante 네트워크  작동을 위한  권장  설정 (예: QoS, 
EEE 및  IGMP 스누핑)은 DIP 스위치를  통해서만  지정

될 수 있습니다 .

• VLAN 내장  설정  제공
3가지  유형의  내장  VLAN 설정이  제공되므로  단일

SWP1 장치로 오디오 신호와 제어  신호를 분리하여 더욱

안정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정을

개별적으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 네트워크  상태  시각화
“Yamaha LAN Monitor”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하면 네트워크와  Dante 장치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의  표시등을  통해서도  어떤VLAN이 
어떤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하드웨어
모든 모델은 랙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구성한

환경  또는 케이블이  당겨져서  빠지기  쉬운  기타  환경을

고려하여  etherCON 및 opticalCON(SWP1-8 제외 )이 
기본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 V-잠금 장치가  있는  AC IN
잭 이외에  XLR-4-32 유형의  EXT DC INPUT 잭도  제공

됩니다. 이 잭을  통해  외부  전원 (+24V)을 공급하면 내부

전원  백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소프트웨어
VLAN을 사용하는 경우 VLAN 1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합

니다.

• Yamaha LAN Monitor (Windows 애플리케이
션 )
이 애플리케이션은  SWP1 데이터와  Dante 네트워크의

모든 Dante 장치를  포함하여 전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할 때 사용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yamahaproaudio.com/

• 웹 GUI
웹 GUI를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의  SWP1
장치  설정을  확인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 Yamaha 
LAN Monitor에서  웹 GUI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웹 GUI를 사용하려면 VLAN 1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하

십시오.
웹 GUI에 액세스할  때 "Windows Security"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장 출고시 설정에서는  관리  비밀

번호가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이름 administrator

비밀번호 (공란)
SWP1 사용설명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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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Yamaha LAN  Monitor User Guide(PDF)

“Yamaha LAN Monitor” Windows 애플리케이션의  설
치 , 설정  및 사용에 관한 정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 Command References(PDF)
컴퓨터의  명령어  라인에서  설정을  할 때 사용되는 명령

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

• Technical Data(HTML)
SWP1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문서들은 다음 웹사이트의 제품 페이지에 표시된 링크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yamahaproaudio.com/

용어
• VLAN

가상 로컬 영역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가상 네트워크는

물리적인 연결과는 별도로 구축됩니다. 유형이 서로 다른

여러 네트워크가 존재할 때 VLAN을 구성하면 동일한

물리 스위치를 공유하면서 논리적으로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VLAN은 각 포트마다 물리적인 연결을 사용하여 그룹을

구축하는 “포트 기반 VLAN”이거나 각 이더넷 프레임에

태그를 할당하여 VLAN 그룹을 구별하는 “태그 VLAN”
일 수 있습니다.
포트 기반 VLAN의 경우 각 VLAN은 단일 연결을 통해

다른 스위치와 통신해야 합니다.
태그 VLAN을 사용하면 스위치를 연결하는 단일 트렁크

연결(케이블)로 여러 개의 VLAN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단, 총 데이터의 양이 1Gbps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SWP1의 VLAN 내장 설정 A 및 B는 태그 VLAN을 사용

합니다.

• 링크 집합
링크 집합은 네트워크 장치를 연결하는 여러 개의 LAN/
SFP 포트를 번들 형태로 결합하는 기능으로, 통신 대역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포트를 단일 논리 인터페이스로

처리합니다. 링크 집합을 통해 번들 형태로 결합된 그룹은

링크 집합 그룹(LAG)이라고 합니다.
링크 집합은 다중 통신이 발생할 때 유용한 기술입니다.
부하 밸런싱 기능을 사용하면 통합된 연결부 사이에 
통신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부하 밸런싱은 IP 주소에 따라

부하를 분배하기 때문에 부하 밸런싱 안정을 위해서는

각 장치의 IP 주소를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집합을 통해 번들 형태로 결합된 LAN/SFP 포트 중
하나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통신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통신은 나머지 포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트렁크
이 기능은 여러 개의 VLAN에 태그를 추가하여 단일 
연결을 통해 태그를 전송하고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SWP1이 트렁크 연결을 통해 VLAN 1 데이터를 전송하면

이 데이터를 수신하는 SWP1 장치가 자체 VLAN 1에 
해당되는 포트로만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SWP1의 VLAN 내장 설정에 대한 트렁크 연결 대역폭은

케이블당 1Gbps입니다. 케이블이 하나뿐이고 트렁크

연결을 통과하는 총 대역폭이 1Gbps를 초과하는 경우

패킷 지연 또는 드롭 현상이 발생합니다. SWP1의 VLAN 
내장 설정 중 일부는 트렁크 연결의 링크 집합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대역폭이 1Gbps를 초과하는 경우나 케이블

파손 방지를 위해 여분을 마련하려는 경우 2개의 트렁크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 VLAN 1 포트

: VLAN 2 포트

: 트렁크 포트

: 데이터 흐름
SWP1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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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전면 패널

본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는 설명은 SWP1-16MMF를 기준으로 합니다. 

1 LAN 포트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etherCON (RJ-
45) 포트입니다(CAT5e 이상 권장). RJ-45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도 됩니다.
모든 포트는 1000BASE-T, 100BASE-TX 및 10BASE-T를

지원합니다.

2 MMF 포트

광섬유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opticalCON 
DUO 포트입니다. LC Duplex 커넥터를 연결해도 됩니다.
LC Duplex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을 때 케이블 커넥터에 부착된 
더스트 캡을 채워야 먼지가 들러붙지 않습니다. 덮개가 
부착되는 위치에 선택 품목인 MMF-SWP1을 설치하면 
MMF 포트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MMF-SWP1 설치 
작업은 Yamaha 서비스 엔지니어가 수행해야 하며 
고객이 직접 실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

• Neutrik Corporation이 제조한 opticalCON DUO 다중 모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광섬유 케이블은 쉽게 구부

러지거나 당겨지기 때문에 피복이 튼튼하고 잠금 장치가

있는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문제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

니다.

• 코어 직경이 약 50μm이고 피복 직경이 약 125μm인 GI 유
형의 다중 모드 섬유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장치 간 최대

길이는 300m입니다.

세척

광섬유 케이블 또는 포트 끝에 파편 및 먼지가 들러붙은 
경우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광섬유 세척 제품을 사용하여 기기를 정기

적으로 세척하십시오.

3 LED 모드 표시등

상태 표시등이 표시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4 [LED MODE] 버튼

상태 표시등이 표시하는 내용을 전환합니다.

5 상태 표시등

각 포트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표시되는 내용은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각 모드에서 나타나는 화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태 표시등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6 DIP 스위치

본 기기에 대한 시작 설정을 지정합니다.
전원이 꺼져 있을 때 DIP 스위치를 설정합니다.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정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스위치 그림은 다음과 같이 위/아래 위치를 표시합니다.

• 스위치 1(CONFIG)
본 기기의 설정이 Dante 네트워크에 대해 최적화될지

사용자에 의해 설정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다른 제조업체의 스위치와 함께 이 장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Dante는 IGMP V2와 V3를 모두 지원하나 동일한 버전을 통해 
작동하려면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서 모든 스위치를 설정해야 
합니다.

SWP1이 DANTE 설정을 통해 시작하는 경우 IGMP V3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이 경우 IGMP V2를 통해 작동하는 
스위치가 하나라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면 음향 이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스위치 
위치

상태

스위치를 위로 토글한 상태가 표시됩니다.

스위치를 아래로 토글한 상태가 표시됩니다.

스위치 
위치

선택 기능

DANTE
기기가 Dante 네트워크에 대해 
최적화된 설정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 설정은 읽기 전용입니다.

USER

기기가 사용자 설정을 통해 시작
됩니다. 이 설정은 읽기 또는 
쓰기가 가능합니다. 설정을 변경
하면 다음 번에 장치를 시작할 때
에도 변경된 설정이 적용됩니다.

1

1

SWP1 사용설명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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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치 2 및 3(VLAN PRESET)
스위치 1이 [DANTE] 위치일 때 사용되는 VLAN 내장

설정을 지정합니다. 스위치 1이 [USER]로 설정된 경우

이 설정은 무시됩니다.
웹 GUI 또는 명령어를 통해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설정이 일시적으로 적용되나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번에 기기를 시작할 때 VLAN 내장 설정이 다시

적용됩니다.

표에서 “1”, “2”, “Tr1”, “Tr2”는 각각 VLAN 1, VLAN 2, 
트렁크(LAG1), 트렁크(LAG2)를 의미합니다.

VLAN, 트렁크, 링크 집합 및 LAG에 대한 설명은 10페

이지의 용어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기술 참조 자료

(HTML)를 다운로드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WP1-8/SWP1-8MMF

SWP1-16MMF

(*1) VLAN 내장 설정의 경우, 내장 설정 A 및 B의 VLAN 2를 
제외하고는 IGMP 스누핑 기능이 켜져 Dante의 멀티캐

스트 플로우(multicast flow)와 같은 멀티캐스트 통신이 
불필요한 루트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A 또는 
B의 경우, Dante와 같은 오디오 신호에는 VLAN 1 포트를 
사용하고 제어 신호에는 VLAN 2 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설정  C를 사용하는 경우  Yamaha LAN Monitor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를  VLAN 1 포트에  연결하십시

오 .

SWP1-8의 9 및 10, SWP1-8MMF의 10과 SWP1-
16MMF의 18은 MMF-SWP1 선택 품목이 설치된 경우

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CONSOLE (RS-232C)] 포트

명령어를 지정할 때 사용되는 RJ-45 포트입니다.
RJ-45/DB-9 직렬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 포트를 컴퓨

터의 RS-232C 포트(COM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양"에 설명된 대로 배선된 RJ-45/DB-9 직렬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8 [POWER] 표시등

SWP1의 전원을 켤 때 켜집니다.

스위치 
위치

선택 기능

NORMAL

다음 표에는 포트에 VLAN 및 
트렁크가 할당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A

B

C

VLAN 
PRESET

후면 패널 포트

1 2 3 4

NORMAL 1 1 1 1

A (*1) 1 1 2 2

B (*1) 1 1 2 2

C (*2) 1 1 2 2

VLAN 
PRESET

전면  패널 포트

5 6 7 8 9 10

NORMAL 1 1 1 1 1 1

A (*1) 1 1 2 2 Tr1 Tr1

B (*1) 1 2 Tr1 Tr1 Tr2 Tr2

C (*2) 1 1 2 2 1 2

2 3

2 3

2 3

2 3

VLAN 
PRESET

후면 패널 포트

1 2 3 4 5 6 7 8

NORMAL 1 1 1 1 1 1 1 1

A (*1) 1 1 1 1 1 1 2 2

B (*1) 1 1 1 1 1 1 2 2

C (*2) 1 1 1 1 2 2 2 2

VLAN 
PRESET

후면 패널 포트

9 10 11 12

NORMAL 1 1 1 1

A (*1) 1 1 2 2

B (*1) 1 1 2 2

C (*2) 1 1 2 2

VLAN 
PRESET

전면  패널 포트

13 14 15 16 17 18

NORMAL 1 1 1 1 1 1

A (*1) 1 1 2 2 Tr1 Tr1

B (*1) 1 2 Tr1 Tr1 Tr2 Tr2

C (*2) 1 1 2 2 1 2
SWP1 사용설명서



후면 패널

SWP1-8/SWP1-8MMF 

SWP1-16MMF 

9 접지 나사

포함된 전원 코드에는 3핀 플러그가 있으므로 AC 
콘센트가 접지된 경우 본 기기가 적절하게 접지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나사를 접지에 연결하면 잡음 또는 간섭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AC IN 커넥터

포함된 전원 코드를 이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먼저 본 
기기에 전원 코드를 연결한 후 AC 콘센트에 전원 플러

그를 꽂습니다. 그러면 SWP1의 내부 전원이 켜집니다.
제공된 AC 전원 코드에는 래치를 통해 작동하는 V-잠금 
장치가 있으므로 전원 코드가 우발적으로 빠지지 않습

니다.
케이블 플러그를 끝까지 삽입해 단단히 고정되도록 
합니다.
플러그의 래치 버튼을 눌러 전원 코드를 분리합니다.

! [EXT DC INPUT] 커넥터

SWP1의 내부 전원 백업용으로 외부 전원(+24V)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XLR-4-32 유형의 잭입니다.

주의

• 외부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외부 전원을 꺼야 합니다. 
끄지 않을 경우 감전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EXT DC INPUT 커넥터는 “제한전원(LPS)” 인증을 받고

정격 24Vdc인 전원 공급장치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

• 외부 전원이 연결된 경우 SWP1은 내부 전원 공급장치 및
외부 전원 공급장치 모두 켜져 있거나 이 중 하나만 켜져  
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 두 전원 모두 켜져 있는 경우 기기가 작동할 때 이 중 하나가

중단되어도 기기는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 LAN 포트

이더넷 케이블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etherCON (RJ-
45) 포트입니다(CAT5e 이상 권장). RJ-45 커넥터가 
있는 케이블을 연결해도 됩니다.
SWP1-16MMF의 포트 9 - 12는 기존의 RJ-45 포트이며

다른 포트는 etherCON (RJ45) 포트입니다.
모든 포트는 1000BASE-T, 100BASE-TX 및 10BASE-T를

지원합니다.

@9 ) !

@9 ) !
SWP1 사용설명서 13



14
상태 표시등 화면
상태 표시등은 LED 모드 설정에 따라 여러 다른 내용을 
표시합니다.

LINK/ACT 설정
상태 표시등은 각 포트의 링크 상태 및 연결 상태를 표시

합니다.

STATUS 설정
상태 표시등이 루프와 관련된 포트 상태를 나타냅니다.

VLAN 설정
상태 표시등은 VLAN ID 및 트렁크를 표시합니다.
DIP 스위치 1이 위쪽([DANTE])에 설정된 경우 VLAN 1이 
상단 표시등과 하단 표시등 모두 꺼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VLAN 2의 경우 상단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켜지고 하단 
표시등이 꺼진 상태로, 트렁크는 상단 및 하단 표시등 모두 
주황색으로 켜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 꺼짐
G: 초록색으로 켜짐
O: 주황색으로 켜짐

주

• 위에 완전하게 표시할 수 없는 VLAN의 수가 지정된 경우 상단

및 하단 표시등이 초록색으로 켜집니다.

• 여러 개의 VLAN ID가 동일한 포트에 지정된 경우 상단 및 하단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OFF 설정
모든 상태 표시등이 꺼집니다.

SWP1 초기화
다음은 SWP1의 내부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출고 시 설정

으로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1. SWP1의 전원을 끕니다.

2. [LED MODE]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SWP1의 
전원을 켭니다.

3. [STATUS] 표시등 및 [OFF] 표시등이 켜지고 
모든 상태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켜지면 [LED
MODE] 버튼을 놓습니다.
초기화가 완료되어 SWP1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주의
초기화 도중에는 SWP1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

초기화에 실패한 경우 Yamaha 공식 AS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표시등 점등 상태

상단

초록색으로 
켜짐

링크가 설정됨(LINK)

초록색으로 
깜박임

데이터가 전송 중임(ACT)

꺼짐 링크가 상실됨

하단

초록색으로 
켜짐

1000BASE-T와 연결됨

주황색으로 
켜짐

100BASE-TX와 연결됨

꺼짐 10BASE-T와 연결됨

표시등 점등 상태

상단 및 하
단

주황색으로 
깜박임

루프가 감지되고 통신이 중지됨

꺼짐
루프가 감지되지 않음. 또는 
또는 루프가 감지되었으나 
통신이 중지되지 않음

표시등 1 VLAN ID Low  High 트렁크

상단 – G O – – G O O

하단 – – – G O O G O
SWP1 사용설명서



VLAN 사용 사례

예비 Dante 연결
케이블 파손 방지 수단으로 장치 간 케이블을 2배로 늘린 
사례입니다. 이 도표에는 VLAN 내장 설정 C를 사용한 
구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신호에서 제어 신호 분리
Dante의 오디오 신호에서 Editor 또는 StageMix 등에 대한 
제어 신호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네트워크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사례입니다. 이 도표에는 VLAN 내장 설정 B를 
사용한 구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VLAN이 사용되지 않을 때 제어 신호 및 오디오 신호가 
동일한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이동하는 경우, 두 신호가 
통신 대역폭을 차지하려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VLAN을 사용하여 제어 신호 및 
오디오 신호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트렁크(LAG2) 링크 집합을 사용하려면 선택 사양인 MMF-SWP1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SWP1

SWP1

P S P S P S

P S P S P S

P S

VLAN 1(1차)

VLAN 2(2차)

(VLAN 
PRESET 
= C)

(VLAN 
PRESET 
= C)

Editor

SWP1
 (VLAN PRESET = B)

SWP1
 (VLAN PRESET = B)

StageMix

SWP1
 (VLAN PRESET = B)

StageMix

VLAN 1 ( )

VLAN 2 ( )

 (LAG1)

 (LAG2)
SWP1 사용설명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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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 사양 

*1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기가 출고될 때 SFP 모듈이 삽입되는 SFP 포트의 수입니다.
*2 VLAN ID 1은 VLAN ID의 기본값입니다.
*3 MSTP의 하향 호환성을 통해 STP와 RSTP가 지원됩니다.
*4 LED MODE 버튼으로 PORT 램프가 LINK/ACT-SPEED, STATUS, VLAN를 나타내는 표시 사이를 전환합니다.

파라미터 SWP1~8 SWP1~8MMF SWP1~16MMF

LAN 포트의 개수 
(1000BASE-T/100BASE-TX/10BASE-T, 
etherCON 커넥터)

8 8 12

LAN 포트의 개수 
(1000BASE-T/100BASE-TX/10BASE-T, 
RJ-45 커넥터)

0 0 4

SFP 포트의 양 
(1000BASE-SX, opticalCON 커넥터)

2 (0)*1 2 (1)*1 2 (1)*1

콘솔 포트 1 (RJ-45)

자동 협상 이용 가능

자동 MDI/MDI-X 이용 가능

전환 용량 20Gbit/s 20Gbit/s 36Gbit/s

처리량 15Mpps 15Mpps 27Mpps

MAC 주소의 최대 수 16,384

프레임 버퍼 1,024KB

VLAN 포트 VLAN, 태그 VLAN(IEEE802.1Q), 사설 VLAN

VLAN의 최대 수 256(VLAN ID 1~ 4,094)*2

IP 멀티캐스트 IGMP 스누핑(v1/v2/v3)

QoS 각각의 포트가 8개의 송신 대기열 지원. 
정책 기반 QoS, 리마킹(CoS, ToS, DSCP), 스케줄링(SP, WRR)

흐름 제어 IEEE802.3x(전이중 방식), 백 프레셔(반이중 방식)

지원  기능 Storm control, HOL blocking prevention, Loop detection, ACL, SNMP agents,
Link aggregation (IEEE 802.3ad LACP, Static), Spanning tree (STP*3, STP*3, MSTP),
Port mirroring, Port shutdown, Link speed down shift, Packet counter, Power saving mode
(IEEE802.3az EEE. DANTE 모드에서 비활성), DHCP client, Logging, Firmware download
via TFTP/HTTP, Config file download via TFTP

DIP 스위치 CONFIG, VLAN PRESET

표시등(전면) POWER, LED MODE×4

PORT×8×2*4, SFP×2 PORT×8×2*4, SFP×2 PORT×16×2*4, SFP×2

작동 온도 범위  0 ~ 40°C

보관 온도 범위 -20 ~ 60°C

전원(AC IN 인입구) AC100V~240V, 50/60Hz, 내부 전원(전원 스위치 없음)
전원 인입구: 잠김 유형

전원(EXT DC INPUT 인입구) 24VDC±2V, 1A, XLR-4-32 유형 커넥터

최대 소비 전력 
(와트량, 전류)

11W
0.21A

11W
0.21A

16W
0.29A

열 분산 9.5kcal/h 9.5kcal/h 14.0kcal/h

본채 재질 메탈 케이스, 팬 없음

유해 물질 관리 RoHS 준수

크기(W x H x D) 480 x 44 x 362mm

중량(부속 품목 미포함) 4.2kg 4.2kg 4.6kg

부속 품목 전원 코드, 사용설명서

선택 품목 MMF-SWP1(광학 확장 기기)
SWP1 사용설명서



인터페이스 사양

*1 SWP1-8MMF, SWP1-8
*2 SWP1-16MMF
*3 이 단자는 AutoMDI/MDI-X를 지원합니다.
*4 SWP1-8MMF는 포트 10에 대한 옵션을 지원하며 SWP1-8은 포트 9 및 10에 대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5 SWP1-16MMF는 포트 18에 대한 옵션을 지원합니다.
*6 핀 할당은 커넥터 핀 할당을 참조하십시오.
*7 핀 4=+24VDC, 핀 1=GND, 핀 2 및 3=N.C.

외부 전원  요건: 24VDC±2V, 1A
*8 부합되는 케이블: 코어 직경/피복 직경이 각각 약 50μm/125μm인 GI 유형의 다중 모드 섬유 케이블

최대 케이블 길이: 300m

커넥터 핀 할당

콘솔(RS-232C)

* 이 신호는 SWP1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자 형식 레벨 커넥터

1-8 *1  1-8,13-16 *2 *3 IEEE802.3 10BASE-T/100BASE-TX/
1000BASE-T

etherCON CAT5e

9-12 *2 *3 IEEE802.3 10BASE-T/100BASE-TX/
1000BASE-T

RJ-45

9,10 *4 17,18 *5 *8 IEEE802.3 1000BASE-SX opticalCON

CONSOLE(RS-232C) – RS-232C RJ-45 *6

EXT DC INPUT – – XLR-4-32 유형*7

신호 RJ45 D-SUB 9

9

RTS 1 8

DTR 2 6

TxD 3 2

GND 4 5

GND 5

RxD 6 3

DSR* 7 4

CTS* 8 7

1

SWP1 사용설명서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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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 본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펌웨어 Rev. 2.01.04 현재의 사양에 적용됩니다. 최신  설명서를 가져오려면 Yamaha 웹사이트에 접속 후 해당 
설명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십시오.

36
2

35
5

430

480

44

단위: mm
SWP1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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