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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PLAYER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
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오래도록 DIGIPAX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증에 대하여
- 사용설명서 후면에는 보증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 의해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은
무료 수리의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이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는 경
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료를 청구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대리점에서 보증서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포장에 사용된 포장용 박스 등은 잘 보관하셨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A/S를 받으실 때 이용해 주
십시오.
- 본 기기의 A/S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8년간 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
비스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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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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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으로
는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RACK 설치 시 주의사항
앰프를 많이 설치하실때에는
3대마다 Blank Panel을 설치
하며 공기순환이 용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튜너와는 되도록 멀리해 주십
시오.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 코드를 전
원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
다.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
치하지 마십시오.

설치 시 주의사항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
항 등을 놓지 마십시오.
-10℃ 이하의 저온이나
+40℃ 이상의 고온인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성
능 저하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
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난방기구 주위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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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8채널 소스 선택
- 각 채널 별 USB/SD 소스 장치 선택 및 재생
- 폴더 내 모든 파일 재생 기능
- MP3, WMA, WAV 형식의 고음질 음원재생 기능
- 다음 폴더 이전 폴더 재생
- 다음 파일 이전 파일 재생 기능
- 반복 재생(모든 파일, 한 파일, 폴더 내 파일)
- 랜덤 재생 기능
- 빠른 앞으로 재생 빠른 뒤로 재생 기능
- 음원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타이틀, 아티스트, 앨범) 추출 기능
- 현재 재생되고 있는 파일 이름, 음원 시간, 파일 번호 표시 기능
- 소스 장치에 들어 있는 총 폴더 수 및 파일 수 추출 기능
- EQ 설정
- 8개의 접점 입력 2개의 접점 출력
- 원격제어 모니터링 기능(PC제어 프로그램 사용)
- RS232/RS485/네트워크 통신 기능
- LCD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상태 표시
- 전면 버튼 방식으로 간편 조작 기능
- RTC 기능
- 18개의 키를 사용한 조작
- 사용 전원 : DC24V , DC24V ADAPTOR
4 DMP-5208 Multi Player DIGIP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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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상태 표시창
장비의 상태를 나타내는 FND DISPLAY입니다.
2. USB 단자(CH1~CH4)
MP3, WMA, WAV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지원하는 USB단자 입니다.
3. SD CARD단자(CH1~CH4)
MP3, WMA, WAV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지원하는 SD CARD단자 입니다.
4. CH 버튼
사용할 CH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5. USB/SD 버튼
USB 또는 SD CARD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6. VOL 버튼
볼륨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8. EQ 버튼
EQ 모드로 진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9. FAST REVERSE 버튼 ( l◀◀ )
음원을 빨리 되감기 위해 사용합니다.
10. PLAY/PAUSE 버튼 ( ▶/Ⅱ)
재생 및 일시 정지를 원할 때 사용합니다.
11. STOP 버튼 (■)
재생을 정지시키는 버튼입니다.
12. FAST FORWARD 버튼 (▶▶l )
음원을 빨리 감기 위해 사용합니다.
13. FILE -/+ 버튼
USB, SD CARD 연주 곡의 전후 곡을 찾을 때 사용합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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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RPT(REPEAT)
버튼 USB,SD CARD에 들어 있는 곡들을 반복모드로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15. RND(RANDOM) 버튼
USB,SD CARD에 들어 있는 곡들을 무작위로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16. MENU 버튼
각 CH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17. VOLUME UP/DOWN 버튼
볼륨을 감소 또는 증가 시킬 때 사용합니다.
18. LEFT/RIGHT 버튼
Mute ON/OFF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19. ENTER 버튼
볼륨이나 EQ 설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0. 전원 스위치
기기의 전원을 ON/OFF하는 스위치입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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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XLR Mono 출력 단자 (1~8CH)
각 채널에서 재생되는 음원을 Mono로 출력하는 단자입니다.
(1~4CH: USB or SD CARD 음원 선택재생 / 5~8CH: SD CARD 음원만 재생)
2. RCA Stereo 출력 단자 (1~4CH)
1~4CH의 USB or SD CARD에서 재생되는 음원을 Stereo로 출력하는 단자입니다.
3. SD CARD SLOT 단자 (CH5~CH8)
MP3, WMA, WAV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지원하는 SD CARD SLOT 단자 입니다.
-재생가능 SD 카드: SD/ SDHC/ MMC/ mini-SD(젠더연결)
4. ETHERNET 단자
NETWROK 통신을 위한 단자 입니다.
5. REMOTE 출력 단자 (접점 출력)
접점을 출력하는 단자로 외부기기와 연동 시킬 수 있습니다.
6. EVENT 스위치 (접점 입력)
접점을 입력 받아 기기를 제어 할 수 있게 하는 단자입니다.
7. ID SET 스위치
시스템의 ID NO.를 설정하기 위한 ID 세팅 스위치입니다.
8. RS-232 단자
PC와의 232통신을 위한 단자입니다.
9. RS-485 단자
PC와의 485통신을 위한 단자입니다.
10. RESET 스위치
기기를 초기화 시키는 스위치입니다.
11. DC 24V 공급 단자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24V 전원 공급 단자입니다.
12. DC ADAPTOR 단자
AC전원을 공급하여 사용할 경우 DC 24V/ 2A ADAPTOR를 연결하는 전원 공급 단자입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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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작 방법
1) 초기화면
- 초기화면으로 전원을 켜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표시 됩니다.

디스플레이 정보
CH1

선택한 CH을 표시해 줍니다.

SD

USB, SD CARD 중 선택된 메모리가 표시 됩니다.

13:22:24

현재 시각을 표시 합니다.

USB/SD

CH1 USB,SD CARD 슬롯에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종류를 표시 합니다.

23

현재 볼륨을 표시 합니다.

STOP

PLAY, PAUSE, STOP등 기기의 동장 상태를 표시
합니다.

000/048

000(재생 음원 순서) /048(총 음원의 수 )

2) 채널 선택

- 제품 전면의 CH버튼을 누르면 그림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
며 각 채널의 동작 상태가 표시 됩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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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B/SD 선택

- CH1 슬롯에 USB, SD CARD가 모두 장착되어 있을 경우 USB/SD
버튼을 이용하여 USB 또는 SD CARD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의 총 개수가 표시 됩니다.

4) 볼륨
- 제품 전면의 Vol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CH1
~ CH8까지의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볼륨은 최소 3에서 최대 100까지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5) 채널 정보

-MENU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CH의 폴더
수 파일 수를 확인 할 수 있으며 CH버튼을 눌러 CH1~CH8까
지의 모든 채널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E : EQ 설정 P: 반복 설정 R: Random 설정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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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Q
EQ 버튼을 누르면 EQ조절 모드로 진입하고 CH1~CH8의 EQ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Q 순서
0 OFF

1 POPS

2 JAZZ

3 ROCK

4 CLASSIC

5 R&B

6 BASS OFF

7 BASS BOOST1

8 POPS+BASS

9 JAZZ+BASS

10 ROCK + BASS

11 CLASSIC+BASE

12 R&B&BASE

13 R&B+BASE

14 BASS BOOST2

7) 재생 관련 기능
음원 재생

처음 PLAY/ PAUSE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재
생이 시작됩니다. 음원의 제목과 재생 시간이 표시
됩니다.

일시 정지

PLAY/ PAUSE버튼을 다시 누르면 음원이 일시정지
됩니다.

다음/이전 음원
선택

FILE-/+버튼을 다시 누르면 음원이 일시정지 됩니
다.

되감기 또는
빨리감기

FAST REVERSE 버튼 FAST FORWARD 버튼을 누
르면 음원을 빨리 되감거나 빨리 앞으로 감을 수
있습니다.

음원 임의 재생

RND 버튼을 누르면 음원을 임의 재생하도록
설정 됩니다.

음원 반복

RPT 버튼을 누르면 현재 음원을 반복하도록
설정 됩니다.

뮤트 기능

(주) 합동전자산업

LEFT,RIGHT버튼을 이용 뮤트를 ON/OFF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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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 전기적 특성
FTIEQUENTCY.......................................................................................20Hz ~ 20khz
S/N..................................................................................................................... 90db
- 일반적 특성
사용전원..................................................................................... DC 24V, AC ADAPTOR
외형 ......................................................................................482(W)×88(H)×323(D)mm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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