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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 6042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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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상표
• ARRI 는 Arnold & Richter Cine Technik GmbH & Co. Betriebs KG 의 등록
상표입니다 .
• Panasonic 은 Panasonic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
• Sony 는 Sony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
• UniSlot 은 Ikegami Tsushinki Co., Ltd 의 등록 상표입니다 .
• SuperSlot ™ 은 Sound Devices, LLC 의 등록 상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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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카메라 수신기 EK 6042

포터블 카메라 수신기 EK 6042
EK 6042 는 미니어쳐형 2 채널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기입니다 . 이 제품
은 프로용 비디오 카메라 , UniSlot/SuperSlot™ 이 있는 휴대용 믹싱 콘솔
( 예 : Panasonic, Ikegami, ARRI, Sound Devices 제품 ), 또는 Sony 인터페이
스의 수신기 슬롯에 맞습니다 . 뛰어난 성능을 보유한 Sennheiser 의 포켓
송신기 , 삽입식 송신기 혹은 핸드형 송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매우 안정
적으로 작동하는 고품질 사운드 전송 경로가 구축됩니다 .
EK 6042 의 장점 :
• 2 대의 송신기 동시 수신 가능
• 거의 모든 Sennheiser 송신기 및 마이크와 호환
• 예 : 디지털 9000 시리즈의 디지털 송신기 (LR 모드 )
• 5000, 3000, 2000 시리즈 아날로그 송신기 (FM 모드 , HDX 혹은
HiDyn plus 컴팬더 시스템 장착 모델 )
•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오디오 출력부 ( 선택 사항 )
• 다음과 기능 덕분에 매우 간편한 조작
• 빠르고 단순한 원터치 이지 셋업
• 디스플레이를 통한 메뉴 방식 조작
• 웹 브라우저로 구성 가능
• UniSlot/SuperSlot ™이 있는 프로용 비디오 카메라 ( 예 : Panasonic,
Ikegami, ARRI, Sound Devices 제품 ) 와 Sony 인터페이스용 어댑터
• 비디오 카메라 , 휴대용 전원장치 혹은 Sennheiser 배터리팩 어댑터
GA 6042 BA 로부터 전원 공급 ( 선택 사항 )
•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 기능으로 우수한 작동 안정성을 보임
• 각종 활용 상황을 위한 다양한 액세서리 (21 페이지의 “ 액세서리 ”
참조 )

구성품
1 카메라 수신기 EK 6042
2 안테나
1 USB 케이블
1 운반용 가방
1 사용 설명서
전원장치 , 케이블 , 어댑터등의 액세서리 관련 정보는 21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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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개요
상부
1

2

3

4

2

5

Sync

Auto

6

Scene

7

1 버튼

7

8

짧게 누름 : 메뉴에서 위로 이동 혹은 기본 디스플
레이로 이동
길게 누름 : 16 페이지의 “ 동기화 실시 (Sync)”
참조

2 SMA 잭

분리식 안테나용 ( 다이버시티 분기 A 및 B)

3 디스플레이

세부 정보는 8 페이지 참조

4 Mini-XLR-5 잭
(Top) AUX 1/2

2 차 오디오 출력부 AUX 1 과 AUX 2 의 오디오 잭
( 덮개 아래 )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만 출력할 수 있음
오디오 잭 AUX 1/2 와 동일한 오디오 신호를 출력

5 버튼

짧게 누름 : 메뉴 항목에서 빠져나옴
길게 누름 : 14 페이지의 “ 켜기 / 끄기 ” 참조

6 버튼

짧게 누름 : 메뉴에서 아래로 이동 혹은 기본 디스
플레이로 이동
길게 누름 : 17 페이지의 “ 자동 구성 실시
(Auto)” 참조

7 LED CH1 및 CH2

수신 채널 1 혹은 2 의 상태 LED
세부 정보는 7 페이지 참조

8 버튼

짧게 누름 : 선택 확인
길게 누름 : 18 페이지의 “Scene 교체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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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버튼 기능
버튼

기능

짧게 누름

• 조작 메뉴에서 한 단계 상위 단계로 이동
• 입력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 메뉴 항목에서 벗어남

길게 누름

• EK 6042 켜기 (14 페이지 참조 )
• EK 6042 끄기

짧게 누름
(Scene)

• 현재의 기본 디스플레이 , CH1 혹은 CH2 디스플레이
에서 조작 메뉴로 이동
• 선택한 메뉴 항목 불러오기
• 저장된 Scene 불러오기 (19 페이지 참조 )

길게 누름

짧게 누름
(Sync)

• 기본 디스플레이 , CH1 혹은 CH2 디스플레이
간 전환
• 이전 메뉴 항목으로 이동
• 설정된 값 증가
• 송신기와 EK 6042 동기화 (16 페이지 참조 )

길게 누름

짧게 누름
(Auto)

• 기본 디스플레이 , CH1 혹은 CH2 디스플레이
간 전환
• 다음 메뉴 항목으로 이동
• 설정된 값 감소
• 자동 구성 시작 (17 페이지 참조 )

길게 누름

전면
CH1

USB

CH2

IR

1

2

1 적외선 인터페이스

송신기와 동기화 (Sync (16 페이지 ) 및 Auto
(17 페이지 ) 참조 )

2 USB 인터페이스

웹 브라우저를 이용한 구성을 위해 컴퓨터
연결용 (19 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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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바닥면

1
1 멀티핀 인터페이스

액세서리 연결용

LED 디스플레이
Sync

Auto

Scene

1

2

1 LED CH1

수신 채널 CH1 용 상태 LED

2 LED CH2

수신 채널 CH2 용 상태 LED

LED

의미

꺼짐

수신 채널이 꺼집니다 ( 예 : 배터리 전력 절약 ). 디스플레
이에 “Inactive” 가 표시됩니다 . 수신 채널 켜기 / 끄기는
15 페이지의 “Channel Power” 참조

녹색

수신 채널이 켜져 있고 , 송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합
니다 . 송신기와 수신기의 배터리 전력이 충분하게 남아 있습
니다 .

노란색

디스플레이에 상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빨간색

수신 채널이 송신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하지 않습니다 .

EK 604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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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에 각종 상태 정보와 조작 메뉴가 표시됩니다 . 다음 디스플
레이 불러내기 관련 정보는 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조작 메뉴 관련
정보는 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기본 디스플레이
기본 디스플레이는 장치를 켠 직후에 표시됩니다 .
2

1

3

6

5

3

6

5

수신 채널 CH2

수신 채널 CH1

1

4

1 수신 주파수
2 전원 및 전원 공급 상태 :
배터리 팩 어댑터 GA 6042 BA 를 사용할 때는 삽입된 배터리 팩
BA 61 의 용량과 잔여 사용 시간이 표시됩니다 .
외부 전원을 연결한 경우에는 , 플러그 기호가 표시됩니다 .
EK 6042 를 비디오 카메라의 수신기 슬롯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는 비디오 카메라 기호가 표시됩니다 .
EK 6042 를 SuperSlot™ 호환 수신기 슬롯에 삽입한
경우에는 해당 로고가 나타납니다 .
3 Peak-Hold 기능이 있는 송신기의 오디오 레벨
4 음소거 표시 : EK 6042 의 오디오 출력이 불충분하거나 장애가 발생
한 수신 신호로 인해 음소거 상태로 전환되었거나 , 음소거 스위치를
사용하여 수신하는 송신기를 음소거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
5 수신하는 송신기의 배터리 전력 상태
6 수신 채널에 수신되는 신호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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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CH1 및 CH2 디스플레이
디지털 수신
1

8

아날로그 수신

2

3

7

6

4

4

5

3

8

2

7

1

9

5

1 수신 채널 이름
2 수신하는 송신기의 명칭
3 수신 주파수
4 전원 및 전력상태 ( 2 (8 페이지 ) 참조 )
5 Peak-Hold 기능이 있는 송신기 ( 디비젼 / 모듈레이션 ) 의 오디오
레벨
6 오디오 출력 표시 :
오디오 출력이 활성화되면 앞의 그림과 같은 기호가 나타
납니다 .
커맨드 기능을 사용하여 오디오 출력을 비활성화하면 ,
해당 기호가 취소선이 그어진 상태로 나타납니다 .
수신 채널을 Channel Power 메뉴에서 끄면 “inactive” 가
표시됩니다 .
7 수신하는 송신기의 배터리 전력 상태
8 두 다이버시티 분기의 수신 신호 강도와 스켈치 임계값 표시
9 음소거 - 디스플레이 ( 4 (8 페이지 )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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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백패널 어댑터
백패널 어댑터 GA 6042 BP 는 액세서리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
은 비디오 카메라 외 다른 장치에서 EK 6042 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필요합
니다 .
1

2

3

AES3
DC-IN

MAIN 1/2

AUX 1/2

7-18V

4

5

1 Mini-XLR-5 잭
AES3 MAIN 1/2

1 차 오디오 출력부의 오디오 잭

2 Mini-XLR-5 잭
(AUX 1/2)

2 차 오디오 출력부 AUX 1 과 AUX 2 의 오디
오잭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출력할
수 있음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만 출력할 수 있음
오디오 잭 (Top) AUX 1/2 와 동일한 오디오 신
호를 출력
3 배터리팩용 소켓

배터리팩 어댑터 GA 6042 BA 연결용

4 3.5 mm 잭 플러그
PHONES

헤드폰 연결용

5 잭 DC-IN

외부 전원 연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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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작동

초기 작동
EK 6042 를 비디오 카메라에 사용하는 경우
EK 6042 를 비디오 카메라의 수신기 슬롯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
UniSlot/SuperSlot™ ( 예 : Panasonic, Ikegami, ARRI, Sound Devices 제품 )
이 있는 비디오 카메라에 장착할 때는 GA 6042-25 세트 , Sony 비디오 카
메라에 장착할 때는 GA 6042-15 세트가 필요합니다 . 각 세트는 어댑터
플레이트 4 와 D-Sub 어댑터 5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왘 어댑터 플레이트를 함께 배송된 나사 3
4 개로 귀하의 비디오 카메라 수신기 슬롯
7 에 고정하십시오 .
왘 D-Sub 어댑터를 조심스럽게 EK 6042 의
멀티핀 인터페이스 2 에 꽂으십시오 .
1
D-Sub 어댑터를 함께 배송된 나사 6 2 개
로 EK 6042 에 고정하십시오 .
2 왘 EK 6042 를 조립한 D-Sub 어댑터와 함께 ,
어댑터 플레이트 를 통과하여 수신기 슬
롯에 밀어 넣으십시오 .
3
왘 EK 6042 를 함께 배송된 나사 1 2 개로 비
디오 카메라에 고정하십시오 .
EK 6042 는 멀티핀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
디오 카메라와 연결되어 , 비디오의 배터
5
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습니다 .
4

6
7

UniSlot/SuperSlot 이 있는 비디오 카메라의 수신기 슬롯 ( 예 :
Panasonic, Ikegami, ARRI 제품 ) 에 EK 6042 를 사용하는 경우 ,
양 수신 채널의 오디오 신호가 멀티핀 인터페이스를 통해 비디
오 카메라로 전송됩니다 .
Sony 비디오 카메라의 수신기 슬롯에 EK 6042 를 사용하는 경우 ,
양 수신 채널 CH1 의 오디오 신호만 수신될 수도 있습니다 . 두 번
째 수신 채널 CH2 를 비디오 카메라로 전송 :
왘 Y 어댑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Mini-XLR-5 잭 (Top) AUX 1/2
을 귀하의 Sony 비디오 카메라의 두 번째 오디오 입력부에
연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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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작동

백패널 어댑터 연결
귀하의 비디오 카메라 외 다른 장치에서 EK 6042 를 사용하려면 ( 예 :
휴대용 믹싱 콘솔 ), 백패널 어댑터 GA 6042 BP 와 외부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합니다 .
왘 EK 6042 를 조심스럽게 백패널 어댑터에 완전히 밀어
넣으십시오 .
왘 EK 6042 를 함께 배송된 나사를 이용하여 백패널 어댑
터에 고정하십시오 .
왘 Y 어댑터 케이블 2 개를 사용하여 1 차 오디오 출력부와
( 원하는경우 ) 2 차 오디오 출력부를 귀하의 믹싱 콘솔
에 연결하십시오 (13 페이지 참조 ).
왘 DC-IN 케이블 CA 6042 DC 를 사용하여 외부 전원을
DC-IN 잭에 연결하거나 , 배터리팩 어댑터 GA 6042 BA
를 조립하십시오 ( 아래 참조 ).
백패널 어댑터의 벨트 클랩은 제거해도 됩니다 .

배터리팩 어댑터 연결
EK 6042 를 배터리로 작동시키려면 , 배터리팩 어댑터 GA 6042 BA, 배터
리팩 BA 61 2 개 그리고 충전기 L 60 이 필요합니다 .
왘 백 패널 어댑 터 1 를 조 립 하십 시 오
( 위 참 조 ).
1

2

왘 배터리팩 어댑터를 함께 배송된 나사 4
2 개로 백패널 어댑터에 고정하십시오 .

3

왘 배터리팩 BA 61 2 2 개를 배터리팩 어댑
터에 소리가 들리면서 끼워질 때까지 삽
입하십시오 .

4
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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왘 배터리팩 어댑터 3 를 백패널 어댑터의
올바른 측면 위로 미십시오 . 배터리 어댑
터 6 의 플러그가 배터리팩 5 용 잭에 연
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

배터리팩은 언제라도 교체할 수 있
습니다 . 사용 중에도 가능합니다 .
교체하는 동안 다른 배터리팩이 전
력을 공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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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작동

녹음기 또는 믹싱 콘솔 연결
EK 6042 은 2 대의 송신기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때문에 사운드
레코더나 믹싱 콘솔에 연결하려면 , 최소 1 개의 Y 어댑터 케이블이 필요
합니다 .
왘 각각 한 개의 Y 어댑터 케이블을 원하는 오디오 출력부 (MAIN 1/2 및
AUX 1/2) 에 연결하십시오 .
왘 메뉴 항목 MAIN Format 에서 원하는 오디오 형식을 설정하십시오 .
디지털 AES-3 혹은 아날로그 .
1 차 오디오 출력부 MAIN 1/2 에서는 양 수신 채널의 오디오 신호를 아
날로그 혹은 디지털 신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2 차 오디오 출력부
AUX 1/2 와 (Top) AUX 1/2 에서는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만 출력할 수
있습니다 .

헤드폰 연결
注
注
지나치게 높은 볼륨은 청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
헤드폰 출력부에 높은 음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량이
너무 높거나 너무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받으면 사용자의 청
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왘중간 정도의 볼륨으로 조절하십시오 .
왘송신기를 교체하거나 주파수를 변경하기 전에 음량 레
벨을 줄이십시오 .
왘 백패널 어댑터를 조립하십시오 (12 페이지 참조 ).
왘 헤드폰을 백패널 어댑터의 3.5 mm 잭플러그 PHONES 에 연결하십
시오 .

EK 604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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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조작
켜기 / 끄기
EK 6042 켜기 :
왘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
기본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 헤드폰 출력부의 음량이 자동으로 낮
은 레벨로 조정됩니다 .
EK 6042 끄기 :
왘 하위 메뉴가 나타나 있으면(15페이지 참조), 기본 디스플레이, CH1 혹
은 CH2 디스플레이가 나타날 때까지 버튼 을 계속 누르십시오 .
왘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
영상이 재생됩니다 . 그 후 EK 6042 가 꺼집니다 .

기본 디스플레이 , CH1 혹은 CH2 디스플레이 불러오기
장치를 켜면 기본 디스플레
이 1 가 나타납니다 . CH1 디
스플레이 2 혹은 CH2 디스플
레이 3 으로 전환 :
왘 버튼
또는 버튼
르십시오 .

1

을누

조작 메뉴 (15 페이지 참조 )
에서 다시 기본 디스플레이
로 전환 :

2

왘 기본 디스플레이가 표시
될 때까지 버튼 을 계속
누르십시오 .
3

조작 메뉴 사용
조작 메뉴 불러오기
왘 기본 디스플레이 , CH1 혹은 CH2 디스플레이가 표시된 상태에서 버
튼 을 짧게 누르십시오 .

14 | EK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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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 기본 디스플레이에서 조작 메뉴를 불러오면 , 메뉴 항목
MAIN Format 이 표시됩니다 .
• CH1 디스플레이에서 조작 메뉴를 불러오면 , 메뉴 항목
CH1 Settings 가 표시됩니다 .
• CH2 디스플레이에서 조작 메뉴를 불러오면 , 메뉴 항목
CH2 Settings 가 표시됩니다 .
조작 메뉴 개요
주 메뉴

하위 메뉴

가능한 설정

CH1
TransSettings mitter

Search via IR: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신
기 감지

CH2
Settings

List: 리스트에서 송신기 선택
Frequency Scan to next: Squelch ( 스켈치 ) 설정을 기준으
로 자동으로 적합한 주파수 검색
Tune: 주파수 수동 설정
License: 사전에 설정된 주파수 프리셋 선택
Sync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주파수를 송신기로
전송 : 16 페이지의 “ 동기화 실시 (Sync)” 참조

Pilot
Squelch

inactive: 파일럿 톤 평가 비활성화
active: 파일럿 톤 평가 활성화
not supported: 송신기가 파일럿 톤을 지원하
지 않음

Squelch

아날로그 수신 : 스켈치 임계값 설정 :
디지털 수신 : inactive

MAIN Out

always ON: 오디오 출력부가 항상 켜져 있음

AUX Out

ON by command: 커맨드 기능으로 오디오 출력
부를 활성화할 수 있음
MUTE by command: 커맨드 기능으로 오디오
출력부를 음소거시킬 수 있음

Channel
Power

inactive: 모든 오디오 잭의 오디오 신호가 음소
거되고 , 헤드폰 출력부만 활성화되어 있음
active: 모든 오디오 잭의 오디오 신호가 활성화
되어 있음

EK 6042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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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주 메뉴

하위 메뉴

가능한 설정

MAIN Format

디지털 AES-3 혹은 아날로그

Level MAIN 1

디지털 수신 : 디지털

Level MAIN 2

아날로그 수신 : 오디오 레벨 설정

Level AUX 1
Level AUX 2

오디오 레벨 설정

Testtone

on 혹은 off

PHONES Volume

헤드폰 음량 설정

PHONES Listen to

헤드폰 출력부의 수신 채널 CH1 혹은 CH2 혹은
CH1+CH2 켜기

Store Scene

현재 설정을 Scene 으로 저장

Network

수신기의 IP 주소 변경

Info

펌웨어 버전과 Word Clock 상태 표시

License List

라이센싱된 주파수 표시

Spectrum Scan

주파수 스캔 실시

동기화 실시 (Sync)
메뉴 CH1 Settings 혹은 CH2 Settings 에서 송신기에 알맞는 하위 메뉴
Transmitter, Frequency 및 Squelch 설정을 해야 합니다 .
동기화를 시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 :
왘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
수신 채널 선택이 나타납니다 .
왘 동기화를 하기 위해 CH1 혹은 CH2 를 선택
하고 , 버튼 을 눌러 동기화를 시작하십
시오 .
두 번째 방법 :
왘 하위 메뉴 Sync (CH1 Settings 혹은 CH2 Settings 에서 ) 를 불러온 후 ,
버튼 을 눌러 동기화를 시작하십시오 .
CH1 Settings 혹은 CH2 Settings 를 선택하면 , 이미 송신기와 동기화
할 수신 채널을 선택한 것입니다 . 따라서 수신 채널 선택 디스플레이
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동기화가 시작된 후 Hold to IR 이 나타나고 ,
적외선 인터페이스에 푸른색 불이 들어와
서 점멸합니다 .

16 | EK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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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왘 켜진 송신기의 적외선 인터페이스(송신기
사용설명서 참조 ) 를 EK 6042 의 적외선 인
터페이스 앞에 대십시오 .
EK 6042 에서 설정된 주파수가 송신기로
전송됩니다 . 이 전송에 성공하면 , 송신기
가 음소거되어 있지 않은 한 해당 수신 채
널의 상태 LED 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
무선 경로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송에 실패하면, Failure 메시지가 나타납
니다 .

자동 구성 실시 (Auto)
수동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하위 메뉴
Transmitter, Frequency 및 Squelch 의 적합
한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왘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
수신 채널 선택이 나타납니다 .
왘 자동 구성을 위해 CH1 혹은 CH2 를 선택하
십시오 .
왘 버튼 을 눌러 자동 구성을 시작하십시오 .
Hold to IR 이 나타나고 적외선 인터페이스
에 푸른색 불이 들어와 점멸합니다 .
왘 켜진 송신기의 적외선 인터페이스(송신기
사용설명서 참조 ) 를 EK 6042 의 적외선 인
터페이스 앞에 대십시오 .
EK 6042 가 송신기와 그 주파수 범위를 인
식합니다 . 그 뒤 적외선 인터페이스의 푸
른색 불 점멸이 정지합니다 .
왘 이제 송신기와 EK 6042 간의 거리를 벌리
십시오. 송신기 유형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Increase transmitter distance 가 나타납
니다 . 이 경우 , 거리를 더욱 벌리십시오 .

이제 EK 6042 가 자동으로 적합한 주파수 및 주변의 스켈치를 감지
하여 , 하위 메뉴 Transmitter, Frequency 및 Squelch 에 적합한 설정을
실시합니다 .
이어서 Hold to IR 이 다시 나타나고 적외선
인터페이스에 푸른색 불이 들어와 점멸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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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왘 송신기의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다시 EK 6042의 적외선 인터페이스 앞
에 대십시오 .
확인된 주파수가가 송신기로 전송됩니다 . 이 전송에 성공하면 , 송신
기가 음소거되어 있지 않은 한 해당 수신 채널의 상태 LED 에 녹색 불
이 들어옵니다 . 무선 경로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송에 실패
하면 , Failur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주파수 스캔 실시
현장의 실시간 주파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파수 스캔을 실시할 수 있
습니다 . 주파수 스캔 중에는 양 수신 채널의 오디오 출력부가 음소거됩
니다 .
수신 주파수를 설정하기 위해 하위 메뉴 Frequency 를 메뉴
CH1 Settings 와 CH2 Settings 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 페이지 참조 ). 다른 방법으로는 자동 셋업을 실시할 수 있습
니다 (17 페이지 참조 ).
왘 조작 메뉴를 불러와서 (14 페이지 참조 ), Spectrum Scan 을 선택하고 ,
경고를 확인하십시오 .
EK 6042 주파수 범위 중간에서 주파수 스캔이 시작되어 , 동시에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로 이동합니다 . 버튼 과 을 이용하여 언제
라도 전체 주파수 스캔 범위를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왘 조작 메뉴로 돌아오려면 버튼

을 누르십시오 .

Scene 교체
여러 테이크 사이에 마이크를 교체하는 경우 , 그리고 구성을 하는 데 충
분하게 시간을 쓸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왘 송신기와 EK 6042 의 구성을 사전에 실시하십시오 . 필요한 수신기 구
성을 각각 Scene 으로 저장하십시오 ( 아래 참조 ).
최대 10 개의 Scene 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왘 저장된 Scene 을 불러와 즉시 필요한 구성으로 바꾸십시오 (19 페이지
참조 ).
Scene 저장
왘 모든 매개변수를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 , 해당 송신기를 동기화하십
시오 .
왘 조작 메뉴를 불러온 뒤 (14 페이지 참조 )
Store Scene 을 선택하십시오 .
Scene 선택이 표시됩니다 .
왘 Scene 번호 (#1 ～ #10) 를 선택하십시오 .
귀하의 구성이 선택한 Scene 번호로 저장됩
니다 . 기존의 Scene 은 덮어쓰여집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모든 Scene
의 구성을 확인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19 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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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Scene 불러오기
Scene 을 불러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방법 :
왘 버튼 을 길게 누릅니다 .
Scene 선택이 표시됩니다 . 사전 설정된 주
파수와 송신기 명칭 그리고 동기화된 송신
기의 주파수 대역이 표시됩니다 .
왘 버튼
혹은 으로 원하는 Scene 번호를
선택한 뒤 , 버튼 을 눌러 저장하십시오 .
사전 설정한 구성이 즉시 적용됩니다 .
두 번째 방법
왘 원하는 Scene 번호로 이동하려면 , 버튼
혹은 을 동시에 누르십시오 .

을 계속 누르고 있거나 , 버튼

왘 두 버튼에서 손을 떼십시오 .
마지막으로 선택한 Scene 이 적용되고 , 기본 디스플레이가 나타납
니다 .

웹 브라우저로 구성하기
EK 6042 를 Windows 가 설치된 PC 혹은 Mac 에 직접 연결하여 웹 브라우
저를 통해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왘 EK 6042를 Windows가 설치된 PC에 연결할 때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왘 Mac 의 경우에는 EK 6042 를 연결하기 전에 RNDIS 드라이버를 설치하
십시오 . Mac 용 RNDIS 드라이버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의 EK 6042 를 동시에 컴퓨터에 연결하고 싶으면 , 먼저
메뉴 항목 Network 를 통해 수신기에 서로 다른 IP 주소를 할
당해야 합니다 .
왘 USB 케이블을 이용하여 EK 6042 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EK 6042 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 Windows 가 설치된 컴퓨터에 처음으
로 연결하면 , EK 6042 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드라이버가 설치됩니다 .
몇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어서 EK 6042 의 디스플레이에 URL 이 나타납니다 .
왘 이 URL 을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입력하십시오 .
웹 브라우저에 다음과 같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
License List
메뉴 Licence List 에서는 최대 100 개의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주파수
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파수는 빈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할 때 우
선적으로 선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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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Band List
메뉴 Band List 에서는 최대 25 개의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 주파수 대
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이 대역은 빈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할 때 우
선적으로 선택됩니다 .
메뉴 Licence List( 위 참조 ) 에서 주파수를 저장하면 , 이 주파수는 우선
순위로 취급됩니다 .
Transmitter Profiles
메뉴 Transmitter Profiles 에는 사전에 설정된 EK 6042 와 호환되는 송
신기 프로필이 들어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메뉴 항목 Default Profiles 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항목 Custom Profiles 를 이용하여 새로운 사용자 설정 송신기 프로
필을 제작 , 편집하거나 (Add profile) 적외선 인터페이스를 통해 송신기
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Detect over IR). 호환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송신기는 이때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
Scenes
메뉴 Scenes 에서는 귀하가 저장한 모든 Scene 을 클릭하여 설정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18 페이지 참조 ).
X 를 클릭하면 설정이 삭제됩니다 .
Maintenance
이 구성 메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가능합니다 .
• EK 6042 리셋 실시
• 구성 들여오기 / 내보내기
• 펌웨어 업데이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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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및 관리

유지 보수 및 관리
注
注
액체는 제품의 전자 부품을 파손할 수 있습니다 .
액체는 제품의 케이스 내부에 스며들어 전자 제품에서 단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왘 그 어떤 종류의 액체도 제품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
왘 절대로 용제나 세정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왘 EK 6042 과 액세서리를 살짝 젖은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액세서리
제품

제품 번호

설명

EK 6042 A

506210

휴대용 카메라 수신기

GA 6042-15

506213

Sony 용 15 핀 D-Sub 어댑터

GA 6042-25

506212

UniSlot/SuperSlot™ 용 25 핀 D-Sub 어
댑터

GA 6042 BP

506214

백패널 어댑터

GA 6042 BA

506215

배터리팩 어댑터

CA 6042 XLR 506216

Y 어댑터 케이블 (Mini-XLR / 2 x XLR)

CA 6042 DC

506217

DC-IN 케이블

BA 61

504703

배터리팩

L 60

504704

BA 61 충전용 충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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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기술 데이터
고주파 특성
수신기 원리

슈퍼헤테로다인 방식 , 디지털 복조

수신 채널

2

수신 호환성

디지털 모듈레이션 : 디지털 9000 LR 모드
광대역 FM: HiDyn Plus, HDX

주파수 범위

470 ～ 654 MHz

스위치 대역폭

184 MHz

증가폭

 5 kHz

수신 다이버시티

트루 다이버시티 (2 x 2 수신기 )

감도

LR 모드 :

<90 dBm

FM 모드 :

<94 dBm @52 dB Audio SNR

안테나 입력부

2 SMA 소켓 (50 

안테나 유형

2 UHF 광대역 안테나

인접 채널 선택

일반적인 70 dB ( 채널 간격  400 kHz)

오디오 특성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20k Hz (/1.5 dB)

다이내믹

> 108 dB(A)

왜곡률

LR 모드 :

< 0.03% (1 kHz 에서 )

FM 모드 :

< 0.5% (1 kHz 에서 )

LR 모드 :

3.0 ms (AES3)

FM 모드 :

1.5 ms (AES3)

대기 시간
오디오 출력부
MAIN 1/2

5 핀 Mini-XLR ( 메일 ), 대칭형
디지털

0 dBFs, AES3, 48 kHz, 24 bit

아날로그 –22 dBu ～ +8 dBu ( 조절 가능 )
(Top) AUX 1/2 아날로그 –22 dBu ～ +8 dBu ( 조절 가능 )
기타 특징
치수 ( 높이 x 가로 x 세로 )

약 107 x 90 x 26 mm ( 안테나 미포함 )

중량

약 340 g

구성 인터페이스

마이크로 USB 슬롯 , 타입 B

멀티핀 인터페이스

GA 6042 어댑터용 60 핀 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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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백패널 어댑터 GA 6042 BP 와 함께 사용
전력

일반적인 3 W, 12 V (7 ～ 18 V)

입력 전압

4 핀 DC-IN 잭
일반적인 12 V (7 ～ 18 V)

헤드폰 출력부

3.5 mm 잭 플러그
2 x 25 mW, 32 

치수 (H x W x D)

약 135 x 90 x 26 mm

오디오 출력부

5 핀 Mini-XLR( 메일 ), 대칭형
디지털

0 dBFs, AES3, 48 kHz, 24 bit

아날로그

–22 dBu ～ +8 dBu ( 조절 가능 )

(Top) AUX 1/2 아날로그

–22 dBu ～ +8 dBu ( 조절 가능 )

MAIN 1/2

배터리팩 어댑터 GA 6042 BA 와 함께 사용
(GA 6042 BP 필요 )
호환되는 배터리팩

Sennheiser BA 61

작동 시간

> 4 시간
(2 x 배터리팩 BA 61 포함 )

치수 ( 높이 x 가로 x 세로 )

약 135 x 90 x 44 mm

D-Sub 어댑터와 함께 사용
D-Sub 어댑터

GA 6042-15

카메라 인터페이스

D-Sub-15 ( 메일 ) D-Sub-25 ( 메일 )
(Sony)
(UniSlot/SuperSlot™)

치수 (H x W x D)

GA 6042-25

약 135 x 90 x 26 mm

사용 조건
주변 온도

–10°C ～ +55°C

상대 습도

최대 90% (40°C 에서 )
( 비응축 )

낙수 및 스플래시 보호

본 제품은 낙수 혹은 스플래시에 노출되
어서는 안 됩니다 (IP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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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데이터
보관 및 운반 조건
주변 온도

–25°C ～ +70°C

상대 습도

최대 90% (40°C 에서 )

낙수 및 스플래시 보호

본 제품은 낙수 혹은 스플래시에 노출되
어서는 안 됩니다 (IP2X).

충격 저항성

IEC 68 혹은 EN 60068, T2-27 의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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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This product includes software code developed by third parties. Please
find below a list of all used third party files.

eCos
Copyright (c) 2014, eCosCentric Ltd. 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 Neither the name of the copyright holder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HOLD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Display Font (Palm OS)
Copyright (c) 2012 DamienG
Us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fontstruct.com/fontstructions/show/palm_os

DHCP Server (dhcps)
Copyright (c) 2010, Valhalla Wireless, Todd Elliott
http://valhalla-wireless.com/All rights reserved.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 Redistributions in binary form must reproduce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in the documentation and/or other materials provided with the distribution.
EK 60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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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 Neither the name of the Valhalla Wireless nor the names of its contributors may be used to endorse or promote products derived from this
software without specific prior written permission.
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Valhalla Wireles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THE WORK (AS DEFINED BELOW) IS PROVIDED UNDER THE TERMS OF THIS
CREATIVE COMMONS PUBLIC LICENSE (“CCPL” OR “LICENSE”). THE WORK IS
PROTECTED BY COPYRIGHT AND/OR OTHER APPLICABLE LAW. ANY USE OF
THE WORK OTHER THAN AS AUTHORIZED UNDER THIS LICENSE OR COPYRIGHT LAW IS PROHIBITED.
BY EXERCISING ANY RIGHTS TO THE WORK PROVIDED HERE, YOU ACCEPT
AND AGREE TO BE BOUND BY THE TERMS OF THIS LICENSE. TO THE EXTENT
THIS LICENSE MAY BE CONSIDERED TO BE A CONTRACT, THE LICENSOR
GRANTS YOU THE RIGHTS CONTAINED HERE IN CONSIDERATION OF YOUR
ACCEPTANCE OF SUCH TERMS AND CONDITIONS.
1. Definitions
a. “Adaptation” means a work based upon the Work, or upon the Work
and other pre-existing works, such as a translation, adaptation, derivative work, arrangement of music or other alterations of a literary
or artistic work, or phonogram or performance and includes cinematographic adaptations or any other form in which the Work may
be recast, transformed, or adapted including in any form recognizably derived from the original, except that a work that constitutes a
Collection will not be considered an Adapt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License. For the avoidance of doubt, where the Work is a musical
work, performance or phonogram, the synchronization of the Work
in timed-relation with a moving image (“synching”) will be considered an Adapt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License.
b. “Collection” means a collection of literary or artistic works, such as
encyclopedias and anthologies, or performances, phonograms or
broadcasts, or other works or subject matter other than works listed
in Section 1(f) below, which, by reason of the selection and arrangement of their contents, constitute intellectual creations, in which the
Work is included in its entirety in unmodified form along with one or
more other contributions, each constituting separate and independent works in themselves, which together are assembled into a collective whole. A work that constitutes a Collection will not be consid2 | EK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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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ered an Adaptation (as defined below) for the purposes of this License.
c. “Creative Commons Compatible License” means a license that is listed at https://creativecommons.org/compatiblelicenses that has
been approved by Creative Commons as being essentially equivalent
to this License, including, at a minimum, because that license: (i) contains terms that have the same purpose, meaning and effect as the
License Elements of this License; and, (ii) explicitly permits the relicensing of adaptations of works made available under that license
under this License or a Creative Commons jurisdiction license with
the same License Elements as this License.
d. “Distribute” mean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the original and
copies of the Work or Adaptation, as appropriate, through sale or
other transfer of ownership.
e. “License Elements” means the following high-level license attributes as selected by Licensor and indicated in the title of this License: Attribution, ShareAlike.
f. “Licensor” means the individual, individuals, entity or entities that
offer(s) the Work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g. “Original Author” means, in the case of a literary or artistic work, the
individual, individuals, entity or entities who created the Work or if
no individual or entity can be identified, the publisher; and in addition (i) in the case of a performance the actors, singers, musicians,
dancers, and other persons who act, sing, deliver, declaim, play in, interpret or otherwise perform literary or artistic works or expressions
of folklore; (ii) in the case of a phonogram the producer being the
person or legal entity who first fixes the sounds of a performance or
other sounds; and, (iii) in the case of broadcasts, the organization
that transmits the broadcast.
h. “Work” means the literary and/or artistic work offer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production in
the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domain, whatever may be the
mode or form of its expression including digital form, such as a book,
pamphlet and other writing; a lecture, address, sermon or other work
of the same nature; a dramatic or dramatico-musical work; a choreographic work or entertainment in dumb show; a musical composition
with or without words; a cinematographic work to which are assimilated works expressed by a process analogous to cinematography; a
work of drawing, painting, architecture, sculpture, engraving or lithography; a photographic work to which are assimilated works expressed by a process analogous to photography; a work of applied
art; an illustration, map, plan, sketch or three-dimensional work relative to geography, topography, architecture or science; a performance; a broadcast; a phonogram; a compilation of data to the extent it is protected as a copyrightable work; or a work performed by
a variety or circus performer to the extent it is not otherwise considered a literary or artistic work.
i. “You” means an individual or entity exercising rights under this License who has not previously violated the terms of this License with
respect to the Work, or who has received express permission from
EK 60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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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the Licensor to exercise rights under this License despite a previous
violation.
j. “Publicly Perform” means to perform public recitations of the Work
and to communicate to the public those public recitations, by any
means or process, including by wire or wireless means or public digital performances;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Works in such a
way that members of the public may access these Works from a
place and at a place individually chosen by them; to perform the
Work to the public by any means or process and the communication
to the public of the performances of the Work, including by public
digital performance; to broadcast and rebroadcast the Work by any
means including signs, sounds or images.
k. “Reproduce” means to make copies of the Work by any mean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by sound or visual recordings and the
right of fixation and reproducing fixations of the Work, including
storage of a protected performance or phonogram in digital form or
other electronic medium.
2. Fair Dealing Rights. Nothing in this License is intended to reduce, limit,
or restrict any uses free from copyright or rights arising from limitations
or exceptions that are provided for in connection with the copyright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or other applicable laws.
3. License Grant.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License, Licensor hereby grants You a worldwide, royalty-free, non-exclusive,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license to exercise
the rights in the Work as stated below:
a. to Reproduce the Work, to incorporate the Work into one or more
Collections, and to Reproduce the Work as incorporated in the Collections;
b. to create and Reproduce Adaptations provided that any such Adaptation, including any translation in any medium, takes reasonable
steps to clearly label, demarcate or otherwise identify that changes
were made to the original Work. For example, a translation could be
marked “The original work was translated from English to Spanish.”
or a modification could indicate “The original work has been modified.”;
c. to Distribute and Publicly Perform the Work including as incorporated in Collections; and,
d. to Distribute and Publicly Perform Adaptations.
e. For the avoidance of doubt:
i. Non-waivable Compulsory License Schemes. In those jurisdictions
in which the right to collect royalties through any statutory or
compulsory licensing scheme cannot be waived, the Licensor reserves the exclusive right to collect such royalties for any exercise
by You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ii. Waivable Compulsory License Schemes. In those jurisdictions in
which the right to collect royalties through any statutory or compulsory licensing scheme can be waived, the Licensor waives the
exclusive right to collect such royalties for any exercise by You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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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es
iii.Voluntary License Schemes. The Licensor waives the right to collect royalties, whether individually or, in the event that the Licensor is a member of a collecting society that administers voluntary
licensing schemes, via that society, from any exercise by You of
the rights granted under this License.
The above rights may be exercised in all media and formats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devised. The above rights include the right to make
such modifications as are technically necessary to exercise the rights in
other media and formats. Subject to Section 8(f), all rights not expressly
granted by Licensor are hereby reserved.
4. Restrictions. The license granted in Section 3 above is expressly made
subject to and limited by the following restrictions:
a. You may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nly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You must include a copy of, or th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URI) for, this License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the Work that restrict the terms of this License or the ability of the recipient of the Work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License. You may not sublicense the
Work. You must keep intact all notices that refer to this License and
to the disclaimer of warranties with every copy of the Work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Whe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You may not impose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on the Work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a recipient of the Work from
You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License. This Section 4(a) applies to the Work as incorporated
in a Collection, but this does not require the Collection apart from the
Work itself to be made subject to the terms of this License. If You create a Collection, upon notice from any Licensor You must, to the extent practicable, remove from the Collection any credit as required
by Section 4(c), as requested. If You create an Adaptation, upon notice from any Licensor You must, to the extent practicable, remove
from the Adaptation any credit as required by Section 4(c), as requested.
b. You may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an Adaptation only under the
terms of: (i) this License; (ii) a later version of this License with the
same License Elements as this License; (iii) a Creative Commons jurisdiction license (either this or a later license version) that contains
the same License Elements as this License (e.g., AttributionShareAlike 3.0 US)); (iv) a Creative Commons Compatible License. If
you license the Adaptation under one of the licenses mentioned in
(iv), you must comply with the terms of that license. If you license
the Adaptation under the terms of any of the licenses mentioned in
(i), (ii) or (iii) (the “Applicable License”), you must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pplicable License generally and the following provisions: (I) You must include a copy of, or the URI for, the Applicable License with every copy of each Adaptatio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II) You may not offer or impose any terms on the Adaptation that restrict the terms of the Applicable License or the ability of
the recipient of the Adaptation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EK 60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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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Applicable License; (III) You must
keep intact all notices that refer to the Applicable License and to the
disclaimer of warranties with every copy of the Work as included in
the Adaptatio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IV) when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Adaptation, You may not impose
any effective technological measures on the Adaptation that restrict
the ability of a recipient of the Adaptation from You to exercise the
rights granted to that recipient under the terms of the Applicable License. This Section 4(b) applies to the Adaptation as incorporated in
a Collection, but this does not require the Collection apart from the
Adaptation itself to be made subject to the terms of the Applicable
License.
c. If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r any Adaptations or
Collections, You must, unless a request has been made pursuant to
Section 4(a), keep intact all copyright notices for the Work and provide, reasonable to the medium or means You are utilizing: (i) the
name of the Original Author (or pseudonym, if applicable) if supplied, and/or if the Original Author and/or Licensor designate another party or parties (e.g., a sponsor institute, publishing entity, journal) for attribution (“Attribution Parties”) in Licensor's copyright
notice, terms of service or by other reasonable means, the name of
such party or parties; (ii) the title of the Work if supplied; (iii) to the
extent reasonably practicable, the URI, if any, that Licensor specifies
to be associated with the Work, unless such URI does not refer to the
copyright notice or licensing information for the Work; and (iv) , consistent with Ssection 3(b), in the case of an Adaptation, a credit
identifying the use of the Work in the Adaptation (e.g., “French
translation of the Work by Original Author”, or “Screenplay based on
original Work by Original Author”). The credit required by this Section 4(c) may be implemented in any reasonable manner; provided,
however, that in the case of a Adaptation or Collection, at a minimum
such credit will appear, if a credit for all contributing authors of the
Adaptation or Collection appears, then as part of these credits and in
a manner at least as prominent as the credits for the other contributing authors. For the avoidance of doubt, You may only use the
credit required by this Section for the purpose of attribution in the
manner set out above and, by exercising Your rights under this License, You may not implicitly or explicitly assert or imply any connection with, sponsorship or endorsement by the Original Author, Licensor and/or Attribution Parties, as appropriate, of You or Your use of
the Work, without the separate, express prior written permission of
the Original Author, Licensor and/or Attribution Parties.
d. Except as otherwise agreed in writing by the Licensor or as may be
otherwise permitted by applicable law, if You Reproduce,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either by itself or as part of any Adaptations or Collections, You must not distort, mutilate, modify or take
other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the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the Original Author's honor or reputation. Licensor agrees
that in those jurisdictions (e.g. Japan), in which any exercise of the
right granted in Section 3(b) of this License (the right to make Adaptations) would be deemed to be a distortion, mutilation, modifica6 | EK 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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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r other derogatory action prejudicial to the Original Author's
honor and reputation, the Licensor will waive or not assert, as appropriate, this Section,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the applicable
national law, to enable You to reasonably exercise Your right under
Section 3(b) of this License (right to make Adaptations) but not otherwise.
5.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Disclaimer.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IN WRITING, LICENSOR OFFERS THE
WORK A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OF ANY
KIND CONCERNING THE WORK, EXPRESS, IMPLIED, STATUTORY OR OTHERWISE,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WARRANTIES OF TITLE, MERCHANTIBILITY,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NONINFRINGEMENT,
OR THE ABSENCE OF LATENT OR OTHER DEFECTS, ACCURACY, OR THE PRESENCE OF ABSENCE OF ERRORS, WHETHER OR NOT DISCOVERABLE. SOME JURISDICTIONS DO NOT ALLOW THE EXCLUSION OF IMPLIED WARRANTIES, SO
SUCH EXCLUSION MAY NOT APPLY TO YOU.
6. Limitation on Liability. EXCEPT TO THE EXTENT REQUIRED BY APPLICABLE LAW, IN NO EVENT WILL LICENSOR BE LIABLE TO YOU ON ANY LEGAL
THEORY FOR ANY SPECIAL, INCIDENTAL, CONSEQUENTIAL, PUNITIVE OR EXEMPLARY DAMAGES ARISING OUT OF THIS LICENSE OR THE USE OF THE
WORK, EVEN IF LICENSOR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7. Termination
a. This License and the rights granted hereunder will terminate automatically upon any breach by You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Individuals or entities who have received Adaptations or Collections
from You under this License, however,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provided such individuals or enti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with those licenses. Sections 1, 2, 5, 6, 7, and 8 wi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is License.
b. Subject to the above terms and conditions, the license granted here
is perpetual (for the duration of the applicable copyright in the
Work). Notwithstanding the above, Licensor reserves the right to release the Work under different license terms or to stop distributing
the Work at any time; provided, however that any such election will
not serve to withdraw this License (or any other license that has
been, or is required to be, granted under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this License wi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less terminated as stated above.
8. Miscellaneous
a. Each time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the Work or a Collection,
the Licensor offers to the recipient a license to the Work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license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b. Each time You Distribute or Publicly Perform an Adaptation, Licensor
offers to the recipient a license to the original Work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s the license granted to You under this License.
EK 604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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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f any provision of this License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pplicable law, it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r enforceability of th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is License, and without further action by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uch provision shall be reform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such provision valid and enforceable.
d. No term or provision of this License shall be deemed waived and no
breach consented to unless such waiver or consent shall b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arty to be charged with such waiver or consent.
e. This License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Work licensed here. There are no understandings,
agreements or representations with respect to the Work not specified here. Licensor shall not be bound by any additional provisions
that may appear in any communication from You. This License may
not be modified without the mutual written agreement of the Licensor and You.
f. The rights granted under, and the subject matter referenced, in this
License were drafted utilizing the terminology of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as amended on
September 28, 1979), the Rome Convention of 1961, the WIPO Copyright Treaty of 1996, the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of 1996 and the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as revised on July 24, 1971). These rights and subject matter take effect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in which the License terms are sought to be enforced according to the corresponding provis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ose treaty provisions in the applicable national law. If the
standard suite of rights granted under applicable copyright law includes additional rights not granted under this License, such additional rights are deemed to be included in the License; this License is
not intended to restrict the license of any rights under applicabl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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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 assignment

Pin assignment
5-Pin-Mini-XLR (Male) AES3 MAIN 1/2, AUX 1/2, (Top) AUX
1 GND

5

1

2 CH 1 (+)
3 CH 1 (–)

2

4
3

4 CH 2 (+)
5 CH 2 (–)

DC-IN
4

1 GND

1

2 –
3

3 –

2

4 Power

CA 6042 XLR Cable
3-Pin-XLR (Female)

5-Pin-Mini-XLR
(Female)

MAIN 2/AUX 2

3-Pin-XLR (Female)

MAIN 1/AUX 1
1

1

1
4

5

white

red

4

5

2
3

1 GND

4 + (white)
5 – (red)

2

black
3

green

1 GND

1 GND

2 + (black)
3 – (green)

2 + (black)
3 – (green)

4 + (white)
5 –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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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ub-15
1

2

3

4

5

8

1 GND
2 CH 1/AES3
3 CH 2
4 Power
5 GND
8 GND

D-Sub-25
1

2

D

3

E

4

5

F

8

C

O

1 GND

5 Power

E CH 2P

2 CH 1P/AES3 P

8 GND

F CH 2N

3 CH 1N/AES3 N

C GND

O GND

4 GND

D GND

Unbelegte Pins dürfen nicht mit einem Signal belegt werden.
Unassinged pins must not be wired.
Les broches non assignées ne doivent pas être connectées.
I pin liberi non possono essere occupati da un segnale.
Los pines que no estén ocupados no se deben ocupar con una señal.
Os pinos sem ocupação não podem ser ocupados com um sinal.
Niet bezette pins mogen niet op een signaal worden aangesloten.
На неиспользуемые выводы не должны подаваться сигналы.
空闲的针脚不得被分配信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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