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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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igital devices.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provides a 
reasonable level of assurance that your use of this product in a 
residential environment will not result in harmful interference with 
other electronic devices. Th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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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 “OFF” 
and “ON”, please try to eliminate the problem by using on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locate either this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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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ized to distribute this type 
of product. If you can not locate the appropriate retailer, please 
contact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Electronic Service Divi-
sion, 6600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90620

The above statements apply ONLY to those products distributed 
by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or its subsidiaries.

(class B)

FCC INFORMATION (U.S.A.)

(FCC SDoC)

COMPLIANCE INFORMATION STATEMENT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procedure)

Responsible Party : Yamaha Corporation of America
Address : 6600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lif. 90620

Telephone : 714-522-9011
Type of Equipment : POWERED SPEAKER SYSTEM

Model Name : DHR15, DHR12M, DHR10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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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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징후 발견 시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

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

-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간 경우

- 제품 사용 중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 제품에 균열 또는 기타 눈에 띄는 손상이 보이는 경우

Yamaha 공식 AS센터에 제품 점검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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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 본 제품에 맞게 지정된 전압만 사용하십시오. 전압 조건은 제품 
명판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 제공된 전원 코드만을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을 구입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제공된 전원 코드가 호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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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 플러그를 완전히 꽂아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십시오.

• 본 제품을 AC 콘센트 가까이에 설치하십시오. 전원 플러그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 고장 또는 오작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있더라도 벽면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지 않았다면 전원이 차단된 것이 아닙니다.

• 본 제품을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

에서 뽑아놓으십시오.

• 뇌우 발생 시에는 제품이나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마십시오.

• 보호 접지용 연결 장치가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제대로 
접지되어 있지 않으면 감전되거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분해 금지

• 본 제품의 내부 부품을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부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경고

•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물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

거나 쏟아질 우려가 있는 액체가 담긴 용기(예: 화병, 병 또는 
유리컵)를 본 제품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화재 경고

•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 근처에 연소성 물품이나 불꽃을 
놓지 마십시오.

청력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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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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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

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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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및 연결

• 불안정한 장소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는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거나 사용자 혹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본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제품의 통기구 앞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의 후면에는 
환기구가 있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제품을 옆으로 놓거나 거꾸로 놓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제품 설치 시 제품의 열을 제대로 분산시키려면

- 천으로 덮지 마십시오.
- 좁고 사방이 막혀 있으며 잘 환기되지 않는 장소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

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뒤쪽에서 최소한 
상단으로 30cm, 측면으로 30cm, 후면으로 30cm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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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성 가스 또는 염기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한 후 본 제품을 옮기십시오.

• 반드시 2인 이상이 DHR15를 옮기십시오. 혼자 옮기는 경우, 
등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거나 제품이 떨어지거나 파손되어 
다른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공중에 매달아 설치할 때 스피커의 핸들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핸들이 손상되거나 사용자가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운반하거나 옮길 때 제품 하단을 잡지 마십시오. 제품 
아래 손이 끼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제품의 후면 패널을 벽에 대고 누르지 마십시오. 플러그가 벽에 
닿아 전원 코드에서 분리되어 단락, 오작동,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설치 시 조립 작업이 필요한 경우 항상 Yamaha 공식 AS
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품이 부적절하게 설치되면 사고, 부상이 발생하거나 본 제품이 
파손 또는 고장날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 제품을 세척할 때에는 AC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

시오.

취급상 주의

• 제품의 틈새(포트)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지 마십시오.

• 제품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음향이 왜곡되는 경우 제품을 작동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상태로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rear_ko_01)

주의사항
제품 또는 기타 주변 장치의 오작동/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취급 및 유지보수

• TV, 라디오 또는 기타 전기 제품 부근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TV 또는 라디오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습

니다.

• 먼지, 진동이 많은 곳, 극심한 저온 혹은 고온의 장소에 본 제
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패널의 외관 변형, 불
안정한 작동 또는 내부 부품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제품 내부 또는 표면에 물방울이 발생하여 목재가 갈라

지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목재의 물방울을 방치하지 마십

시오. 즉시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

• 물방울이 맺혔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손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물방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제품을 켜지 말고 몇 시간 
동안 놔두십시오.

• 스피커 드라이버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홀 또는 전면 홀)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은 정상이며 스피커가 헤비 베이스 콘텐츠의 프로그램 
자료를 처리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 스피커 전면을 아래쪽으로 두지 마십시오.

• 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도료희석제, 용제, 세정액 또는 화학약품 처리된 걸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변색 또는 탈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전원을 끄십시오.

정보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능/데이터

• [ / ](전원) 스위치가 대기 상태(POWER 표시등 꺼짐)에 
놓여 있더라도 제품에는 최소한의 전류가 흐릅니다.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놓으십시오.

• XLR형 커넥터는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IEC60268 표준). 
핀 1: 접지, 핀 2: 핫(+) 및 핀 3: 콜드(–).

 본 사용설명서 정보

• 본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소프트웨어는 사전 통지 없이 개정되거나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폐기

• 본 제품은 재활용 가능한 구성부품을 포함합니다.
본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지역 당국에 연락하시기 바랍

니다.

본 제품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전원 규격 등은 기기 후면에 
있는 명판이나 명판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 번호를 아래 공란에 기입하고 본 사용

설명서를 구매 기록으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모델 번호.

일련 번호.

Yamaha는 부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04



105

소개

Yamaha DHR 시리즈 파워 라우드스피커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라이브 공연, 사운드 강화 
및 고정 설치 사운드 시스템 제품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본 설명서는 설치자, 조립자 또는 스피커 사용이 
숙달된 일반 사용자를 위한 설치, 설정 및 연결 구성 방법을 설명합니다. 다양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숙지하십시오. 본 설명서는 나중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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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첨단 DSP 프로세싱

FIR-X Tuning이라고 하는 Yamaha만의 사운드 처리 기술은 리니어 페이즈 FIR 필터를 사용하여 고해상도의 우수한 음질과 교차점 
근처 위상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매끄러운 주파수 응답을 실현합니다.

• 간편한 사운드 최적화

D-CONTOUR(다이내믹 CONTOUR)는 여러 주파수 대역의 출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청취자의 환경에 맞게 최적의 EQ 
조정을 각각에 적용합니다. 모드는 메인 스피커로 사용 시 FOH/MAIN 모드와 플로어 모니터로 사용 시 MONITOR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다양한 입력/출력 커넥터 및 편리하고 간편한 믹싱 기능

믹서용 XLR, 악기용 폰 및 오디오 플레이어용 RCA 핀 등 포괄적인 커넥터 세트로 다양한 용도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HR의 간편한 믹싱 기능은 채널 1(CH1)(병렬 연결)의 직접 출력 또는 CH1 및 CH2의 믹스 출력을 선택할 수 
있어 시스템 설정이 편리합니다.

• 다양한 용도의 라인업

라인업 모델들은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DHR15는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메인 스피커용으로 이상적이며, 
모니터링에 최적화된 사운드 특성을 지닌 DHR12M은 초소형 플로어 모니터용으로 이상적입니다. 회전식 혼이 장착된 DHR10은 
고정 설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브래킷 옵션을 이용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뛰어난 사운드 구현을 위한 내구성이 좋은 고급 목재 캐비닛

자연적인 질감이 살아 있는 DHR의 우드 캐비닛은 손상에 매우 강한 내구성 있는 코팅이 특징으로 운송, 설치 및 철거 중 긁힘 및 
충격으로부터 캐비닛을 보호합니다.

포함된 부속 품목

• AC 전원 코드

• 사용설명서(본 책자)

본 설명서에 사용된 그림 예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DHR15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주



컨트롤 및 커넥터

q입력 잭(CH1 및 CH2)
XLR과 폰 플러그(CH1과 CH2 둘 다) 양쪽 및 RCA 핀 플러그

(CH2 전용)를 지원하는 밸런스 콤보 잭입니다. 콤보 잭의 
경우, 믹서, 마이크 또는 키보드와 같은 디지털 악기를 연결

합니다. RCA 핀 잭의 경우 MP3 플레이어 또는 CD 플레이어 
등의 기기를 연결합니다. 믹서와 같은 하이 레벨 신호의 
기기인 경우 CH2에 연결하거나 CH1에 연결한 후 [MIC/LINE] 
스위치(w)를 [LINE]으로 설정합니다.

w [MIC/LINE] 스위치

이 스위치는 입력 신호 레벨에 따라 CH1 잭의 경우 [MIC]로 
설정하거나 [LINE]으로 설정하십시오. 낮은 신호 레벨(마이크 
등)의 경우 스위치를 [MIC]로 설정합니다. 높은 신호 레벨

(믹서 등)의 경우 스위치를 [LINE]으로 설정합니다.

e [LEVEL] 노브

각 입력 잭의 레벨을 조절합니다(q).

r출력 스위치

출력 잭에 전송된 출력 신호를 선택합니다(t).

[CH1 THRU]: CH1의 직접 출력 신호만 전달합니다. CH2의 
신호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CH1+2 MIX]: CH1 및 CH2의 믹스된 신호를 출력합니다.

t출력 잭
밸런스형 XLR 잭입니다. 또 다른 DHR 스피커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r 출력 스위치에서 선택된 신호를 
출력합니다.

!3

!3

!2

!1

y
u
i
o

!5

r

t

q

!0

!4

e

w

후면

CH2의 경우, 콤보 잭 및 RCA 핀 잭에 대한 입력은 고정 밸런스에서 
모노 믹스됩니다. 밸런스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결된 음원의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XLR 폰 RCA-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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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y [LIMIT] 표시등

앰프의 출력 전압이 최대 수준을 초과했거나 과도한 통합 
전력 소비량이 감지된 경우 리미터가 켜진 상태를 나타냅니다

(적색 점등). 이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는 경우 입력 레벨을 
낮춥니다.

u [SIGNAL] 표시등

임계값을 초과하는 오디오 신호가 감지된 경우 표시됩니다

(녹색 점등).

i [PROTECTION] 표시등

보호 회로가 활성화되었을 때 표시됩니다(적색 점등). 아래에 
열거된 상황에서는 보호 회로가 활성화되고 스피커 출력이 
음소거됩니다.

• 앰프 과열이 감지된 경우

• 과전류가 감지된 경우

• 전원을 켤 때 잡음 방지를 위해 보호 회로가 몇 초간 활성

화됩니다. 전원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표시등이 
꺼집니다.

보호 회로가 작동한 경우 앰프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적인 작동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기기가 정상 작동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해당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o [POWER] 표시등

[ / ] (전원)(!5) 스위치가 켜지면 표시됩니다(녹색 점등).

!0 [D-CONTOUR] 표시등

[D-CONTOUR] 스위치(!1)가 [FOH/MAIN] 또는 [MONITOR]로 
설정되면 표시됩니다(노란색 점등).

!1 [D-CONTOUR] 스위치

D-CONTOUR(다이내믹 CONTOUR) 프리셋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FOH/MAIN]: 주파수 응답이 메인 스피커에 적합하도록 
고주파 및 저주파 구성요소를 증폭시킵니다.

[MONITOR]: 저주파 범위를 낮춥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피커를 
플로어에서 직접 설정하는 경우 저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플로어 모니터로 사용 시 중/고주파 범위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OFF]: D-CONTOUR를 끕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파수 응답 
설정입니다.

!2 [HPF] 스위치

하이 패스 필터의 차단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이 스위치를 
[120Hz] 또는 [100Hz]로 설정하면 각 임계값 미만의 저주파 
구성요소는 차단됩니다. 기기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이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기기를 서브우퍼와 함께 
사용할 경우 이 스위치를 [120Hz] 또는 [100Hz]로 설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3환기구

기기에는 냉각 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AC IN] 소켓

제공된 전원 코드를 아래 순서로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DHR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1. 전원 코드 플러그를 이 소켓에 끼웁니다.

2. 코드의 다른 한 쪽 끝을 AC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5 [ / ] (전원) 스위치

전원을 켜거나[ ] 대기로 설정합니다[ ]. 우선, 연결된 음원

(외부 기기)의 전원을 켠 뒤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끌 때는 역순으로 기기의 전원을 먼저 끈 다음 연결된 음원

(외부 기기)의 전원을 끕니다.

통합 전력 소비량은 단위 시간당 스피커 드라이버에 공급된 전력의 
합계를 나타냅니다.

주

주의
기기의 환기구 앞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의 
후면에는 환기구가 있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상승

하는 것을 막아 줍니다.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열로 인해 제품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분리할 때는 이 절차를 역순으로 수행합니다.

경고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전원 코드를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에는 전원을 끄십

시오.

주의사항
스위치가 대기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기기에는 약간의 전기가 흐릅

니다.

• 기기 전원을 연속해서 빨리 켰다 끌 경우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전원을 끄고 약 5초 후에 다시 켜십시오.

• 여러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각 기기의 전원을 하나씩 켭니다. 여러 
기기의 전원을 동시에 켜면 전압이 일시적으로 강하하여 기기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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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및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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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U-브래킷 M8용 나사 구멍(DHR10만 해당)
별도로 판매되는 U-브래킷으로 설치할 경우.

!7아이볼트 M10용 나사 구멍 
(DHR15 및 DHR10만 해당)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아이볼트(M10)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설치할 경우.

!8폴 소켓

이 소켓은 상용 스피커 스탠드 및 35mm 직경의 스피커 폴에 
맞게 조정됩니다.

경사형 폴 소켓(DHR15만 해당)
이 마운트에는 2개의 폴 소켓이 있습니다. 바닥과 수평이 
되거나 바닥으로 7도 가량 기울어지도록 스피커의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FRONT

7°

0°

!6

!8!6 !6

!7 !7

!7

!7!7

!6

!7

!8

!6

!8

후면 (DHR15) 후면 (DHR10)

밑면

측면 (DHR12M)

밑면

FRONT

7°

0°

7°

경사형 폴 소켓



설정 예시

2개의 DHR 및 서브우퍼가 포함된 시스템—DHR15 사용
이 시스템은 메인 스피커 시스템에 가장 적합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DHR12M을 추가하여 플로어 모니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주요 용도: 소규모 라이브 공연장, 예배당, 이벤트 장소

Yamaha DXS18을 서브우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DHR15의 HPF 차단 주파수 및 DXS18의 LPF 차단 주파수는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으나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서브우퍼 서브우퍼 믹서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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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시
플로어 모니터 시스템—DHR12M 사용
이 시스템은 연주자의 모니터링 시스템용으로 적합합니다. 보컬 모니터로 사용 시에는 [D-CONTOUR] 스위치를 [MONITOR]로 
설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최대 4개 스피커를 추가로 병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호는 CH1으로 입력하고 출력 스위치는 [CH1 THRU]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믹서

[CH1 THRU]로 설정 [CH1 THRU]로 설정

다음 스피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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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시
고정 설치—DHR10 사용

DHR10은 별도로 판매되는 Yamaha UB-DXRDHR10 U-브래킷을 사용하여 천장이나 벽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깔끔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U-브래킷 설치에 관한 설명은 UB-DXRDHR10의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HR10에는 회전식 혼(90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출고 시 수직 방향의 DHR10 방향성은 음향을 수평 방향으로 퍼지게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음향을 제한하거나 좁히는 설정입니다. DHR10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향성을 넓히고자 할 경우에는 혼을 
돌려 방향성을 바꿀 것을 권장합니다.

UB-DXRDHR10은 Yamaha BBS251 Baton 브래킷 등 별도 판매되는 선택 사양인 브래킷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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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예시
회전식 혼(DHR10만 해당)

1. No. 2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그릴의 모든 고정 나사를 제거하고 스피커에서 그릴을 분리합니다.

2. No. 2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혼에 설치된 모든 나사를 제거하고 스피커에서 혼을 잡아당겨 분리합니다.

3. 혼을 90도로 돌린 후 상기 단계를 거꾸로 하여 혼을 스피커에 다시 설치합니다,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로 나사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캐비닛 내부의 너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

나사(총 4개)

수직

90° 회전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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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시

아이볼트를 사용하여 공중 설치(DHR15 및 DHR10만 해당)
시중에서 판매되는 긴 아이볼트(30–50mm 길이)를 맨 위쪽(2개 위치)과 후면 아래쪽(1개 위치)에 있는 나사 구멍에 부착합니다. 
나사의 직경은 M10입니다. 장치를 매달 경우에는 위쪽에 2개 지점이 필요함을 숙지하십시오.

Yamaha는 지지 구조물의 불충분한 강도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나 상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이볼트용 나사 구멍은 캐비닛 벽면을 통과합니다. 아이볼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기가 새지 않도록 접시머리나사를 조입니다.

주의
• 설치 또는 조립 작업을 수행하기 전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 설치 상태는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마모나 부식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일부 부속품이 상할 수 있습니다. 

• 설치 위치, 서스펜션 와이어 및 장착 기구를 선택할 때는 전체가 스피커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결함 시 스피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를 사용하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벽면에 안전 와이어를 설치할 때에는 최대한 느슨하지 않게 스피커의 와이어 
부착 지점보다 높게 설치합니다. 와이어가 너무 길어서 스피커 위치가 내려

오게 되면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져서 와이어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 아이볼트는 반드시 해당 지역의 표준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 와이어는 아이볼트용 나사 구멍 및 핸들 중앙에 
위치한 U-브래킷(DHR10만 해당)의 나사 구멍에 부착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U-브래킷을 사용한 
예시입니다.

주

M10 아이볼트

최대 45°

풀백 포인트

 풀백 포인트

풀백 포인트 
(M10 나사 구멍)

후면 아래쪽

 아이볼트 고정

공장 출고 시 고정된 접시머리나사를 제거한 후 아이볼트를 와셔에 삽입

하여 부착합니다.

아이볼트에 나사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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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매다는 각도

아이볼트의 강도는 매다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볼트는 직각을 기준으로 0 ~ 45도 범위 이내(그림과 같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그래도 특정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증상 가능한 원인 가능한 해결 방법

전원이 켜지지 않는 경우 전원 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 코드가 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끝까지 연결합니다.

전원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여 전원 공급을 차단

하였습니다.
전원을 끄고 앰프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린 후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이 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끝까지 연결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나지 않습니다.
보호 회로가 작동하여 출력이 음소거되었

습니다.
앰프가 냉각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재설정되지 
않으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피드백).
마이크가 스피커를 향해 있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포착하는 영역에서 스피커를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음향이 너무 많이 증폭됩니다. 입력 장치의 음량을 낮추고 마이크를 음원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각 스피커의 소리가 다릅니다. 
(복수의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각 스피커의 설정이 다릅니다.
각 스피커의 [HPF] 스위치 및 [D-CONTOUR] 스위치를 동일한 
위치로 설정합니다.

음향이 
왜곡됩니다.

[LIMIT] 표시등이 
꺼집니다.

입력 음량이 과도합니다.

[MIC/LINE] 스위치가 [MIC]로 설정되어 있고 음량을 완전히 낮추

어도 음향이 계속 왜곡되는 경우 스위치를 [LINE] 위치로 설정하

십시오. 스위치가 [LINE]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도 음향이 계속 왜곡
되면 연결된 입력 기기의 음량을 낮춥니다.

[LIMIT]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출력 음량이 과도합니다.
[LEVEL] 노브를 돌려 [LIMIT] 표시등이 가끔씩만 켜질 때까지 출력 
레벨을 낮춥니다.

마이크 음량이 너무 낮습니다.
[MIC/LINE] 스위치가 [LINE]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MIC/LINE] 스위치를 [MIC] 위치로 설정합니다.

저주파 및 고주파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출력 리미터가 작동합니다. 
[LIMIT] 표시등이 가끔씩 켜질 때까지 입력 레벨 또는 출력 레벨을 
낮춥니다.

0°
45°

최대 45°
올바른 경우: 직각에서 45°

잘못된 경우: 아이볼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매달지 마십시오.

금지

매다는 지점이 
단 1개임 

직각에서 45° 
초과

45° 초과 45° 초과 

금지 금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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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pecifications (English only)
General Specifications

0 dBu is referenced to 0.775 Vrms.

*1 Power rating (120 V, 25°C). This is total value of individual output power.
This value is measured by releasing the software protection.
Dynamic: Total peak power of individual outputs. Measured at minimum load impedance, with protection released.
Continuous: Measured at nominal impedance, with protection activated.

General DHR15 DHR12M DHR10
System Type 2-way, Bi-amp Powered Speaker, Bass-reflex Type
Frequency Range (-10 dB) 46 Hz–20 kHz 56 Hz–20 kHz 52 Hz–20 kHz
Coverage Angle H90° × V60° H90° × V90° H90° × V60° (Rotatable)
Crossover Type FIR-X tuning (Linear Phase FIR Filter)
Crossover Frequency 1.8 kHz 1.8 kHz 1.9 kHz
Measured Maximum SPL (Peak) 
IEC noise@1m

132 dB SPL 129 dB SPL 129 dB SPL

Transducer DHR15 DHR12M DHR10
LF Diameter 15" Cone 12" Cone 10" Cone

Voice coil 2.5" 2.5" 2"
Magnet Ferrite

HF Diaphragm 1.4" 1.75" 1.4"
Type

1" Throat Compression Driver
1" Throat Compression Driver

Coaxial
1" Throat Compression Driver

Magnet Ferrite

Enclosure DHR15 DHR12M DHR10
Material, Color Plywood, Black, Polyurea coating
Floor Monitor Angle — 57° —
Dimensions (W×H×D, with rubber feet) 432 × 692 × 405 mm 500 × 343 × 454 mm 305 × 494 × 300 mm
Net Weight 23.4 kg 16.3 kg 14.9 kg
Handles Side × 2 Side × 1 Top × 1
Pole Socket 35 mm × 2 (0 and 7 degree) 35 mm 35 mm 
Rigging Points Top × 2, Rear × 1 

(Fit for M10 Eyebolts)
—

Top × 2, Rear × 1 
(Fit for M10 Eyebolts)

Optional Speaker Bracket — — UB-DXRDHR10

Amplifier DHR15 DHR12M DHR10
Amplifier Type Class-D
Power Rating *1 Dynamic 1000 W (LF: 800 W, HF: 200 W) 700 W (LF: 500 W, HF: 200 W)

Continuous 465 W (LF: 400 W, HF: 65 W) 325 W (LF: 260 W, HF: 65 W)
Cooling Fan Cooling, 4 Speeds.
AD/DA 24 bit 48 kHz Sampling
HPF OFF, 100 Hz, 120 Hz, 24 dB/Oct.
DSP Preset D-CONTOUR: FOH/MAIN, MONITOR, OFF
Protection Speaker Clip Limiting, Integral Power Protection, DC-fault

Amplifier Thermal, Output Over Current
Power Supply Thermal, Output Over Voltage, Output Over Current

Connectors Input Input1: Combo × 1, Input2: Combo × 1, RCA PIN × 2 (Unbalanced)
Output Output: XLR3-32 × 1 (CH1 Parallel Through or CH1+CH2 Mix)

Input Impedance INPUT1: LINE: 10 kΩ, MIC: 3 kΩ, INPUT2: 10 kΩ
Input Sensitivity (LEVEL: Maximum) INPUT1: LINE: 0 dBu, MIC: -32 dBu, INPUT2: 0 dBu
Input Sensitivity (LEVEL: Center) INPUT1: LINE: +10 dBu, MIC: -22 dBu, INPUT2: +10 dBu
Maximum Input Level INPUT1: LINE: +24 dBu, MIC: -8 dBu, INPUT2: +24 dBu
Controls LEVEL × 2, LINE/MIC, HPF, D-CONTOUR, THRU/MIX, POWER
Idle Power Consumption 18 W 18 W
1/8 Power Consumption 74 W 60 W
Power Requirements 100 V, 110–120 V, 220–240 V, 110 V/127 V/220 V (Brazil), 50/60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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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pecifications
* The contents of this manual apply to the latest specifications as of the publishing date. To obtain the latest manual, access the 
Yamaha website then download the manual file.

* Der Inhalt dieser Bedienungsanleitung gilt für die neuesten technischen Daten zum Zeitpunkt der Veröffentlichung. Um die 
neueste Version der Anleitung zu erhalten, rufen Sie die Website von Yamaha auf und laden Sie dann die Datei mit der Bedie-
nungsanleitung herunter.

* Le contenu de ce mode d’emploi s’applique aux dernières caractéristiques techniques connues à la date de publication du man-
uel. Pour obtenir la version la plus récente du manuel, accédez au site Web de Yamaha puis téléchargez le fichier du manuel 
concerné.

* El contenido de este manual se aplica a las últimas especificaciones según la fecha de publicación. Para obtener el último man-
ual, acceda al sitio web de Yamaha y descargue el archivo del manual.

* O conteúdo deste manual se aplica às especificações mais recentes a partir da data de publicação. Para obter o manual mais 
recente, acesse o site da Yamaha e faça o download do arquivo do manual.

* Il contenuto del presente manuale si applica alle ultime specifiche tecniche a partire dalla data di pubblicazione. Per ottenere la 
versione più recente del manuale, accedere al sito Web Yamaha e scaricare il file corrispondente.

* В содержании да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а приведены последние на момент публикации технически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Для 
получения последней версии руководства посетите веб-сайт корпорации Yamaha и загрузите файл с руководством.

* 본 설명서의 내용은 발행일 현재 최신 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신 설명서를 가져오려면 Yamaha 웹사이트에 접속 후 
해당 설명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으십시오 .

* 本書は、発行時点での最新仕様で説明しています。最新版は、ヤマハウェブサイトから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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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电路图

●PROTECTION●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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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

Protection Logic

EQ

EQ
MONITOR

D-CONTOUR

FOH/MAIN

OFF

HPF

100Hz

OFF

OUTPUT

HF

LF

INPUT

AD

DA

DA

DSP

HF

LF

HA

MIC/LINE

LEVEL

HA

LEVEL

2 (LINE)

Pin

Combo
(Balance)

Combo
(Balance)

(CH1 THRU)

(CH1+2 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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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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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_eu_en_02)

(weee_eu_de_02)

(weee_eu_fr_02)

Information for users on collection and disposal of old equipment:

This symbol on the products, packaging, and/or accompanying documents means that used electrical and elec-
tronic products should not be mixed with general household waste.
For proper treatment, recovery and recycling of old products, please take them to applicable collection points, in 
accordance with your national legislation.

By disposing of these products correctly, you will help to save valuable resources and prevent any potential negative 
effects on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which could otherwise arise from inappropriate waste handling.

For more information about collection and recycling of old products, please contact your local municipality, your 
waste disposal service or the point of sale where you purchased the items.

For business users in the European Union:
If you wish to discard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please contact your dealer or supplier for further informa-
tion.

Information on Disposal in other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This symbol is only valid in the European Union. If you wish to discard these items, please contact your local author-
ities or dealer and ask for the correct method of disposal.

Verbraucherinformation zur Sammlung und Entsorgung alter Elektrogeräte

Befindet sich dieses Symbol auf den Produkten, der Verpackung und/oder beiliegenden Unterlagen, so sollten 
benutzte elektrische Geräte nicht mit dem normalen Haushaltsabfall entsorgt werden.
In Übereinstimmung mit Ihren nationalen Bestimmungen bringen Sie alte Geräte bitte zur fachgerechten Entsor-
gung, Wiederaufbereitung und Wiederverwendung zu den entsprechenden Sammelstellen.

Durch die fachgerechte Entsorgung der Elektrogeräte helfen Sie, wertvolle Ressourcen zu schützen, und verhin-
dern mögliche negative Auswirkungen auf die menschliche Gesundheit und die Umwelt, die andernfalls durch 
unsachgerechte Müllentsorgung auftreten könnten.

Für weitere Informationen zum Sammeln und Wiederaufbereiten alter Elektrogeräte kontaktieren Sie bitte Ihre örtli-
che Stadt- oder Gemeindeverwaltung, Ihren Abfallentsorgungsdienst oder die Verkaufsstelle der Artikel.

Information für geschäftliche Anwender in der Europäischen Union:
Wenn Sie Elektrogeräte ausrangieren möchten, kontaktieren Sie bitte Ihren Händler oder Zulieferer für weitere Infor-
mationen.

Entsorgungsinformation für Länder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Dieses Symbol gilt nur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Wenn Sie solche Artikel ausrangieren möchten, kontak-
tieren Sie bitte Ihre örtlichen Behörden oder Ihren Händler und fragen Sie nach der sachgerechten Entsorgungsme-
thode.

Informations concernant la collecte et le traitement des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Le symbole sur les produits, l’emballage et/ou les documents joints signifie que les produits électriques ou électro-
niques usagés ne doivent pas être mélangés avec les déchets domestiques habituels.
Pour un traitement, une récupération et un recyclage appropriés des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
niques, veuillez les déposer aux points de collecte prévus à cet effet, conformément à la réglementation nationale.

En vous débarrassant correctement des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vous contribuerez à la 
sauvegarde de précieuses ressources et à la prévention de potentiels effets négatifs sur la santé humaine qui pour-
raient advenir lors d’un traitement inapproprié des déchets.

Pour plus d’informations à propos de la collecte et du recyclage des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
ques, veuillez contacter votre municipalité, votre service de traitement des déchets ou le point de vente où vous 
avez acheté les produits.

Pour les professionnels dans l’Union européenne :
Si vous souhaitez vous débarrasser des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veuillez contacter 
votre vendeur ou fournisseur pour plus d’informations.

Informations sur la mise au rebut dans d’autres pays en dehors de l’Union européenne :
Ce symbole est seulement valable dans l’Union européenne. Si vous souhaitez vous débarrasser de déchets 
d’équipements électriques et électroniques, veuillez contacter les autorités locales ou votre fournisseur et deman-
der la méthode de traitement appropri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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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_eu_es_02)

(weee_eu_pt_02a)

(weee_eu_it_02)

Información para usuarios sobre la recogida y eliminación de los equipos antiguos

Este símbolo en los productos, embalajes y documentos anexos significa que los productos eléctricos y electróni-
cos no deben mezclarse con los desperdicios domésticos normales.
Para el tratamiento, recuperación y reciclaje apropiados de los productos antiguos, llévelos a puntos de reciclaje 
correspondientes, de acuerdo con la legislación nacional.

Al deshacerse de estos productos de forma correcta, ayudará a ahorrar recursos valiosos y a impedir los posibles 
efectos desfavorables en la salud humana y en el entorno que de otro modo se producirían si se trataran los des-
perdicios de modo inapropiado.

Para obtener más información acerca de la recogida y el reciclaje de los productos antiguos, póngase en contacto 
con las autoridades locales, con el servicio de eliminación de basuras o con el punto de venta donde adquirió los 
artículos.

Para los usuarios empresariales de la Unión Europea:
Si desea desechar equipos eléctricos y electrónicos, póngase en contacto con su vendedor o proveedor para obte-
ner más información.

Información sobre la eliminación en otros países fuera de la Unión Europea:
Este símbolo solo es válido en la Unión Europea. Si desea desechar estos artículos, póngase en contacto con las 
autoridades locales o con el vendedor y pregúnteles el método correcto.

Informações para os utilizadores relativas à recolha e eliminação de equipamentos usados

Este símbolo, presente em produtos, embalagens e/ou incluído na documentação associada, indica que os produ-
tos elétricos e eletrónicos usados não devem ser eliminados juntamente com os resíduos domésticos em geral.
O procedimento correto consiste no tratamento, recuperação e reciclagem de produtos usados, pelo que deve pro-
ceder à respetiva entrega nos pontos de recolha adequados, em conformidade com a legislação nacional em vigor.

A eliminação destes produtos de forma adequada permite poupar recursos valiosos e evitar potenciais efeitos pre-
judiciais para a saúde pública e para o ambiente, associados ao processamento incorreto dos resíduos.

Para mais informações relativas à recolha e reciclagem de produtos usados, contacte as autoridades locais, o ser-
viço de eliminação de resíduos ou o ponto de venda onde foram adquiridos os itens relevantes.

Informações para utilizadores empresariais na União Europeia:
Para proceder à eliminação de equipamento elétrico e eletrónico, contacte o seu revendedor ou fornecedor para 
obter informações adicionais.

Informações relativas à eliminação em países não pertencentes à União Europeia:
Este símbolo é válido exclusivamente na União Europeia. Caso pretenda eliminar este tipo de itens, contacte as 
autoridades locais ou o seu revendedor e informe-se acerca do procedimento correto para proceder à respetiva eli-
minação.

Informazioni per gli utenti sulla raccolta e lo smaltimento di vecchia attrezzatura

Questi simboli sui prodotti, sull’imballaggio e/o sui documenti che li accompagnano, indicano che i prodotti elettrici 
ed elettronici non devono essere mischiati con i rifiuti generici. 
Per il trattamento, il recupero e il riciclaggio appropriato di vecchi prodotti, si prega di portarli ai punti di raccolta desi-
gnati, in accordo con la legislazione locale.

Smaltendo correttamente questi prodotti si potranno recuperare risorse preziose, oltre a prevenire potenziali effetti 
negativi sulla salute e l’ambiente che potrebbero sorgere a causa del trattamento improprio dei rifiuti.

Per ulteriori informazioni sulla raccolta e il riciclaggio di vecchi prodotti, si prega di contattare l’amministrazione 
comunale locale, il servizio di smaltimento dei rifiuti o il punto vendita dove sono stati acquistati gli articoli.

Per utenti imprenditori dell’Unione europea:
Se si desidera scartare attrezzatura elettrica ed elettronica, si prega di contattare il proprio rivenditore o il proprio for-
nitore per ulteriori informazioni.

Informazioni sullo smaltimento negli altri Paesi al di fuori dell’Unione europea:
Questi simboli sono validi solamente nell’Unione Europea; se si desidera scartare questi articoli, si prega di contat-
tare le autorità locali o il rivenditore e richiedere informazioni sulla corretta modalità di smaltime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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