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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AM/USB/SD PLAYER

사용하시기 전에
- 사용하시기 전에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오래도록 DIGIPAX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증에 대하여
- 사용설명서 후면에는 보증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 의해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
수리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이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대리점에서 보증서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포장에 사용된 포장용 박스 등은 잘 보관하셨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A/S를 받으실 때 이용해 주십시오.
- 본 기기의 A/S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8년간 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
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 A/S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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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주의사항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
면 감전될 우려가 있습니다.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
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
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마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
선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
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
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는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끗한 천
으로 닦아주십시오.

RACK 설치 시 주의사항
앰프 위는 안됩니다.
아래쪽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튜너와는 되도록 멀리해 주십시
오.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 코드를 전
원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
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
하지 마십시오.

설치 시 주의사항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10℃ 이하의 저온이나 +40℃
이상의 고온인 곳에는 설치하
지 마십시오. 제품의 성능 저하
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
다.
난방기구 주위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
십시오.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
등을 놓지 마십시오.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
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전압은 교류 220V/60Hz
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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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본 기기는 공중파 FM/AM 수신 기능과 USB 재생, SD CARD 재생 기능을 겸하고 있는 멀티 소
스 플레이어로써, FM/AM 수신 방송과 USB 또는 SD CARD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FM 또는 AM 선택 수신 방송기능.
- USB 음원 재생 방송기능.
- SD CARD 음원 재생 방송기능.
- FM/AM 방송 동시에 USB 또는 SD CARD 방송기능.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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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상태 및 소스 표시 LCD

- 기능 설정과 FM/AM/USB/SD CARD의 상태 및 제어를 표시하는 LCD창입니다.
- USB와 SD CARD가 모두 삽입되어 있으면 USB가 표시되고, 둘 중에 하나만 삽입되어 있으면
삽입된 미디어가 표시됩니다.
- [USB/SD]와 [FM/AM(이하 TUNER)] 중 선택된 소스 앞에 “>”가 표시됩니다.
- 전면 판넬의 모든 버튼은 선택된(“>”표시) 소스에 대하여 동작합니다.

2. USB/SD CARD SLOT

음원이 저장된 USB 또는 SD CARD를 삽입하는 슬롯입니다.

3. FM/AM 설정 버튼

라디오 수신용 FM 또는 AM방송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4. USB/SD 설정 버튼

음원이 저장된 USB 또는 SD를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5. MODE 설정 버튼

[USB/SD]와 [TUNER] 중 제어할 소스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선택한 소스에는 “>”가 표시됩니다.

6.

: STOP 버튼

- [USB/SD] MODE : 재생중인 음원을 정지합니다.
- [TUNER] MODE : 재생중인 방송을 정지합니다.

7.

: PLAY / PAUSE 버튼

- [USB/SD] MODE : 음원을 재생 혹은 일시 정지하는 버튼입니다.
- [TUNER] MODE : FM 또는 AM방송을 시작합니다.

8.

: 음원의 처음으로 이동 / UP 버튼

- [USB/SD] MODE : 재생중인 음원 파일의 처음(00:00”)구간으로 이동합니다.
- [TUNER] MODE :
- [SEEK]버튼을 누르고 해당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번씩 상위 주파수를 AUTO SCAN합니다.
- [TUNE]버튼을 누르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상위 주파수를 SCAN합니다.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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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9.

: 다음 곡 재생 / DOWN 버튼

- [USB/SD] MODE : 재생중인 음원 파일을 정지하고 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 [TUNER] MODE :
- [SEEK]버튼을 누르고 해당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번씩 하위 주파수를 AUTO SCAN합니다.
- [TUNE]버튼을 누르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수동으로 하위 주파수를 SCAN합니다. 세밀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10.

/ SCAN : Repeat, Random 기능 / 주파수 스캔 버튼

- [USB/SD] MODE : 짧게 누르면 음원 반복 기능, 길게 누르면 음원의 재생 순서가 무작위로
바뀝니다.
- [TUNER] MODE : 전체 가용 주파수 대역을 AUTO SCAN하고 SCAN된 주파수 대역들을 Preset에
저장합니다.

11.

/ SEEK : 이전 폴더 재생 / SEEK 버튼

- [USB/SD] MODE : DISK에 저장된 이전 폴더의 음원이 재생됩니다.
- [TUNER] MODE : 방송 주파수 대역을 찾기 위한 버튼입니다.
SEEK 버튼을 누르면 방송 주파수를 탐색(SCAN) 할 수 있습니다.

12.

또는

버튼을 누른 후

/ TUNE : 다음 폴더 재생 / TUNE 조정 버튼

- [USB/SD] MODE : DISK에 저장된 다음 폴더의 음원이 재생됩니다.
- [TUNER] MODE : 세밀한 방송 주파수 대역을 찾기 위한 버튼입니다.
누른 후 TUNE 버튼을 누를 때마다 주파수가 UP 또는 DOWN합니다.

또는

버튼을

13. 1~9 CH 버튼 : Preset 기능 버튼

- [TUNER] MODE : [MEM]버튼을 누른 후 해당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에 주파수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14. MEM : 주파수 저장 버튼

- [TUNER] MODE : 해당 버튼을 누른 후 1~9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를 기억하여 선택된 채널에
저장됩니다.

15. POWER : 전원 버튼

- 기기의 전원을 ON/OFF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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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AM/FM TUNER

- AM : AM RADIO용 LOOP 안테나 단자입니다.
- FM : FM RADIO용 75Ω 안테나 단자입니다.

2. FM/AM MONO 출력단자

재생중인 FM/AM 방송 음원을 MONO로 출력하는 XLR단자입니다.

3. FM/AM STEREO 출력단자

재생중인 FM/AM 방송 음원을 STEREO로 출력하는 RCA단자입니다.

4. USB/SD MONO 출력단자

재생중인 USB/SD의 음원을 MONO로 출력하는 XLR단자입니다.

5. USB/SD STEREO 출력단자

재생중인 USB/SD CARD의 음원을 STEREO로 출력하는 RCA단자입니다.

6. EVENT 스위치 (접점 입력 : 1~8CH) [옵션]

접점을 입력 받아 기기를 제어 할 수 있게 하는 단자입니다.

7. 접점 OUT 단자

접점을 출력하는 단자로 외부 기기와 연동 시킬 수 있습니다.(PIN1 : TUNER / PIN2 : MP3)

8. ID SET 스위치

시스템의 ID NO.를 설정하기 위한 ID 세팅 스위치입니다.

9. RS-232 단자 [옵션]

PC와 232통신을 위한 단자입니다.

10. RS-485 단자 [옵션]

PC와 485통신을 위한 단자입니다.

11. RESET 스위치

기기를 초기화 시키는 스위치입니다.

12. DC 24V 공급 단자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24V 전원 공급 단자입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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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다이어그램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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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 전기적 특성
[FM TUNER SECTION] (22.5㎑ Mod. 1㎑)
- 수신 주파수 범위 …………………………………………………………………………..……. 87.5 ~ 108㎒
- 실용 감도 …………………………………………………………………………………………….…. 10㏈u 이하
- 전 고조파 의율(T.H.D) ……………………………………………………………………………… 0.5% 이하
- 신호 대 잡음 비(S/N with ‘A’ Filter) ……………………………………………………...…. 60㏈ 이상
- 오디오 출력 레벨(75㎑ Mod.)
- Balanced Mono ………………………………………………………………………………..…… 2V ±3㏈
- Stereo …………………………………………………………………………………………….… 650㎷ ±3㏈
[AM TUNER SECTION] (30% Mod. 400Hz)
- 수신 주파수 범위 …………………………………………………………………….…………. 522 ~ 1629㎑
- 실용 감도 ……………………………………………………………………………………………….. 60㏈u 이하

- 신호 대 잡음 비(S/N with ‘A’ Filter) ………………………………………………………… 40㏈ 이상
- 전 고조파 의율(T.H.D) ………………………………………………………………………………… 3% 이하
- 오디오 출력 레벨
- Balanced Mono ……………………………………………………………………………….. 550㎷ ±3㏈
- Stereo ……………………………………………………………………………………………..... 200㎷ ±3㏈
[USB/SD SECTION]
- 주파수 특성 .. ……………………………………………………………………………… 20㎐ ~ 20㎑ ±1㏈
- 전 고조파 의율(T.H.D) ………………………………………………………………………….... 0.05% 이하
- 신호 대 잡음 비(S/N with ‘A’ Filter) ………………………………………………………... 85dB 이상
- 오디오 출력 레벨
- Balanced Mono …………………………………………………………………………………..… 2V ±3㏈
- Stereo …………………………………………………………………………………………….… 650㎷ ±3㏈
※ 일반적 특성
- 사용 전원 ……………………………………………………………………………………………………... DC 24V
- 소비 전력 ………………………………………………………………………………………………………….… 7W
- 사용 온도 ………………………………………………………………………………………..… -10℃ ~ +40℃
- 중량 ……………..…………………………………………………………………………………………………. 3.20㎏
- 외형 ……………………………………………………………………………… 482(W) X 44(H) X 281(D)㎜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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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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