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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주의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 주의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
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용설명서를 찾기 쉬운 안전한 곳에 보관
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설치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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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앰프의 전원을 끄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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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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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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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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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1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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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이 커넥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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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피커 잭에 스피커를 연결할 때에는 스피커 케이블만을 사용
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급상 주의
• 제품의 틈새(포트)에 손가락이나 손을 넣지 마십시오.

화재 경고

• 제품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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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앰프의 출력이 본 제품의 출력 용량보다 낮아야 합니다(108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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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앰프를 제일 나중에 켜십
시오. 이와 마찬가지로 전원을 끌 때는 파워 앰프를 제일 먼저
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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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오작동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
니다.
• 너무 큰 신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앰프 클립 현상 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드백(마이크를 사용할 때)
- 악기 등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크게 울리는 음향
- 지속적으로 매우 크게 울리는 왜곡된 음향
- 앰프가 켜진 상태에서 케이블을 꽂거나 뽑을 때 발생하는 잡음
앰프의 출력이 본 제품(프로그램)의 출력 용량보다 낮더라도
제품이 손상되거나 오작동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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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제품 또는 기타 주변 장치의 오작동/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취급 및 유지보수
• 먼지, 진동이 많은 곳, 극심한 저온 혹은 고온의 장소에 본
제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패널의 외관 변형,
불안정한 작동 또는 내부 부품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스피커 드라이버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스피커를 병렬로 연결할 때 반드시 앰프의 정격 부하
임피던스(108페이지 참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피던스
부하 연결 시 앰프의 정격 범위를 벗어날 경우 앰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청소할 때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도료희석제, 용제, 세정액 또는 화학약품 처리된 걸레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변색 또는 탈색을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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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회로
• 전체 풀레인지 라우드스피커에는 과도한 전력에 의한 손상
으로부터 고주파 드라이버를 보호하는 자체 리셋 폴리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우드스피커 캐비닛의 고주파 출력이
손실되면 파워 앰프의 전원을 즉시 차단하고 2 ~ 3분간 기다
립니다. 폴리 스위치가 리셋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폴리 스위치로 인해 신호가 중단되지 않을 정도로 전원을 낮춘
상태에서, 전원을 재인가하고 고주파 드라이버의 성능을
점검한 후 계속합니다.

정보
 본 사용설명서 정보
• 본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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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maha는 부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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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Yamaha CHR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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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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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본 설명서에 사용된 그림 예시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CHR15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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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 이 제품은 고품질의 스피커로, 원활한 지향성이 특징이며 바람으로 인한 굉음을 줄여 고해상도 음질을 실현하는 포트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장치의 하이인풋 내구성 및 보호 회로를 통한 뛰어난 신뢰성 덕분에 높은 음압을 구현합니다.
• 다양한 용도에 최적화된 종합적인 라인업을 자랑합니다. CHR15는 강력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메인 스피커로 사용하기에 이상적
이고, CHR12M은 사운드 특성이 모니터링에 최적화되어 있어 소형 플로어 모니터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회전식 혼이 장착된
CHR10은 고정 설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선택 사양인 브래킷을 이용하여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자연적인 질감이 살아 있는 CHR의 우드 캐비닛은 손상에 매우 강한 내구성 있는 코팅이 특징으로 운송, 설치, 철거 중 긁힘 및
충격으로부터 캐비닛을 보호합니다.
• SpeakON 입력/출력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병렬 연결 가능).
• 아이볼트 리깅 및 브래킷을 이용한 설치가 가능합니다(CHR15/CHR10).

포함된 부속 품목
• 사용설명서(본 책자)

89

컨트롤 및 커넥터
후면

[INPUT/PARALLEL] 커넥터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여 파워 앰프 또는 파워
믹서에 연결하는 용도의 speakerON 커넥터(Neutrik
NL4)입니다. speakON 커넥터 연결 시에는 Neutrik
NL4 플러그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스피커 잭에 스피커를 연결할 때에는 스피커
케이블만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유형의 케이블
을 사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peakON 플러그
돌려서 잠금

주
CHR12M의 경우, [INPUT/PARALLEL] 커넥터가
양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밑면/측면

CHR15

경사형 폴 소켓(CHR15)
CHR15는 밑면에 2개의 폴 소켓이 있습니다. 바닥과
수평이 되거나 바닥으로 7도 가량 기울어지도록 스피커의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켓은 상용 스피커
스탠드 및 35mm 직경의 스피커 폴에 맞게 조정됩니다.

경사형 폴 소켓
7°
FRONT

7°
0°

폴 소켓(CHR12M, CHR10)
CHR12M은 측면에 폴 소켓이 있고 CHR10은 밑면에
있습니다.

CHR12M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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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10 밑면

연결
와이어링
플러그는 반드시 아래 그림과 같이 연결해야 합니다.

 Neutrik speakON 플러그(NL4)
2– (연결되지 않음)
2+ (연결되지 않음)

1+ :
1– :

스피커 병렬 연결
[INPUT/PARALLEL] 커넥터는 내부에 병렬로 연결됩니다. 첫 번째 CHR은 [INPUT/PARALLEL] 커넥터 중 1개로 앰프(파워 앰프,
파워 믹서 등)에서 신호를 수신하고, 이 신호를 나머지 [INPUT/PARALLEL] 커넥터를 통해 두 번째 CHR로 보냅니다.
CHR을 병렬로 연결할 때는 반드시 앰프가 드라이브할 수 있는 부하 임피던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CHR 1개의 공칭 임피던스는 8Ω
이며 병렬로 연결된 CHR 2개의 총 임피던스는 4Ω입니다. 이 경우 앰프는 4Ω 미만의 부하 임피던스를 드라이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앰프에서

앰프

다음 CHR로

첫 번째 CHR
(임피던스: 8Ω)

두 번째 CHR
(임피던스: 8Ω)

병렬 연결(총 임피던스: 4Ω)

 올바르지 않은 연결
앰프의 입력을 양쪽 [INPUT/PARALLEL] 커넥터에 동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위험한 단락이 발생합니다.

및
L 채널

앰프

R 채널

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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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예시
주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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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어는 아이볼트용 나사 구멍 및 핸들 중앙에 위치한
U-브래킷(CHR10만 해당)용 나사 구멍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U-브래킷을 사용한 예시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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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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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볼트를 사용하여 공중 설치(CHR15 및 CHR10만 해당)
시중에서 판매되는 긴 아이볼트(30–50mm 길이)를 위쪽(2개 위치)과 후면 아래쪽(1개 위치)에 있는 나사 구멍에 부착합니다.
나사의 직경은 M10입니다. 장치를 매달 경우에는 위쪽에 2개 지점이 필요함을 숙지하십시오.
나사 구멍

M10 아이
볼트

최대 45°
풀백 포인트

 풀백 포인트
후면 아래쪽

 아이볼트 고정
공장 출고 시 고정된 접시머리나사를 제거한 후 아이볼트를 와셔에 삽입
하여 부착합니다.

아이볼트에 나사
접착제를 도포합니다.

풀백 포인트
(M10 나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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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다는 각도
아이볼트의 강도는 매다는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볼트는 직각을 기준으로 0 ~ 45도 범위 이내(그림과 같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올바른 경우: 직각에서 45° 이내
최대 45°

0°
45°

잘못된 경우: 아이볼트를 아래 그림과 같이 매달지 마십시오.

금지

금지

금지

금지

매다는 지점이
단 1개임

직각에서 45°
초과
45°초과

45°초과

전용 U-브래킷(CHR10에만 해당)을 사용하여 설치

CHR1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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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UB-DXRDHR10은 Yamaha BBS251 Baton 브래킷 등 별도 판매되는 선택 사양인 브래킷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CHR10에는 회전식 혼(90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장 출고 시 수직 방향의 CHR10 방향성은 음향을 수평 방향으로 퍼지게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음향을 제한하거나 좁히는 설정입니다. CHR10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방향성을 넓히고자 할 경우에는 혼을
돌려 방향성을 바꿀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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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혼(CHR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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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hillips 헤드 스크루드라이버로 나사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캐비닛 내부의 너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나사(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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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회전

수직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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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증상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인

가능한 해결 방법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케이블이 제 위치에 완전히 고정되도록
끝까지 연결합니다.
• “1+” 및 “1–”에 연결하고 플러그를 돌려
잠급니다.

마이크가 스피커를 향해 있습니다.

마이크가 소리를 포착하는 영역에서 스피커를
멀리 떨어뜨리십시오.

음향이 너무 많이 증폭됩니다.

입력 장치의 음량을 낮추고 마이크를 음원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피드백).

스피커의 총 임피던스가 앰프의 최소 부하
임피던스 미만입니다.
앰프가 정지됩니다.

예:
2개 이상의 스피커(8Ω)가 하나의 파워 앰프에
연결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부하 임피던스가 6Ω
입니다.

고주파 범위가 감쇠됩니다.

보호 회로가 HF 단위로 작동합니다.

파워 앰프의 최소 부하 임피던스를 확인하고
해당 임피던스 미만이 되지 않도록 병렬로
연결된 스피커의 수를 줄입니다.

주의사항(87페이지)의 “보호 회로”를 참조하
십시오.

그래도 특정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Yamaha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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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pecifications (English only)

General Specifications
General

CHR15

CHR12M

System Type

CHR10

2-way Speaker, Bass-reflex Type

Frequency Range (-10 dB)

49 Hz–20 kHz

61 Hz–20 kHz

55 Hz–20 kHz

Coverage Angle

H90° × V60°

H90° × V90°

H90° × V60° (Rotatable)

Maximum SPL (Calculated, 1 m)

125 dB SPL

123 dB SPL

122 dB SPL

2.0 kHz

1.5 kHz

2.5 kHz

Crossover Frequency
Nominal Impedance
Power Rating
(IEC noise)

8Ω

8Ω

8Ω

NOISE

250 W

250 W

175 W

PGM

500 W

500 W

350 W

MAX
Sensitivity (1 W, 1 m)
Transducer

LF

Diameter

1000 W

1000 W

700 W

95 dB SPL

93 dB SPL

93 dB SPL

15" Cone, 2.5" Voice Coil

12" Cone, 2.5" Voice Coil

10" Cone, 2" Voice Coil

1.4" Voice Coil,
Compression Driver

1.75" Voice Coil,
Compression Driver, coaxial

Magnet
HF

Diameter

Ferrite

Magnet

Enclosure

Ferrite

CHR15

CHR12M

Material, Color
Floor Monitor Angle
Dimensions (W×H×D, with rubber feet)

1.4" Voice Coil,
Compression Driver

CHR10

Plywood, Black, Polyurea coating
—

57°

—

432 × 692 × 405 mm

500 × 343 × 454 mm

305 × 494 × 300 mm

Net Weight

22.0 kg

15.6 kg

13.7 kg

Handles

Side × 2

Side × 1

Top × 1

35 mm × 2 (0 and 7 degree)

35 mm

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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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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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B-DXRDHR10

Pole Socket
Rigging Points
Optional Speaker Bracket
Connectors

—

SpeakON NL4MP × 2 (parallel conn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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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ienungsanleitung herunter.
* Le contenu de ce mode d’emploi s’applique aux dernières caractéristiques techniques connues à la date de publication du man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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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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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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外形尺寸
 CHR15
80
317

°

2×M10
336
432

692

644

405

M10

Unit: mm
単位：mm

 CHR12M

500

454

45

232

°

95

57

343

8

400

Unit: mm
単位：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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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CHR10

155

°

85

2×M10

205

M8

300

214

150

494

446

243.5

305

M8

M8

M10

156

155

2×M8

Unit: mm
単位：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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