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C-5308
NETWORK CONTROLLER

Operation Manual 사용설명서

2017 Digipax Incorporated. Operation Manual (Vol. 0)
www.digipax.co.kr

DNC-5308 NETWORK CONTROLLER

DIGIPAX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본 기기의 충분한 성능 발휘를 위해 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고 올바른 사용법
으로 오래도록 DIGIPAX(디지팍스)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보증에 대하여
- 사용설명서 후면에는 보증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 의해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은 무료 수리
의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이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
로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는 실비의 수리료를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대리점에서 보증서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포장에 사용된 상자 등은 잘 보관하셨다가 기기 이동을 하시거나 A/S를 받으실 때 이용해 주십시오.
- 본 기기의 A/S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8년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 주의: A/S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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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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
시오.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 지점에 신
고하여 주십시오.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
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
는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끗한 천으로 닦아주
십시오.

RACK 설치 시 주의사항
앰프 위는 안됩니다.
아래쪽으로 설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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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
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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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기구 주위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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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징
- 8CH 오디오 입력/ 출력
- 8CH 접점 입력/ 출력
- 오디오 샘플링 주파수 : 44.1KHz
-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캐스트 방식에 의한 오디오 전송 및 수신
- 전용 오디오 보드(PCIe 타입) 사용
- 16개의 LED로 8개의 입력채널 및 8개의 출력채널 상태 표시
- LCD 디스플레이에 상태 표시
- 자체 입력되는 소스에 대해서 출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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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부 명칭 및 기능

1. 상태 표시창
장비의 상태를 표시하는 LCD DISPLAY입니다.
2. RUN LED
장비의 동작을 표시하는 LED 입니다.
3. INPUT LED
Client ID 1 ~ 8 까지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LED 입니다.
4. OUTPUT LED
Client ID 9 ~ 14 까지 연결 상태를 표시하는 LED 입니다.
단, 7번은 마이크 방송, 8번은 음원 및 TTS 방송을 표시합니다.
5. ESC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6. SAVE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7. MENU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8. ENTER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9. LEFT / RIGHT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10. UP / DOWN 버튼
사용하지 않습니다.
11. 전원 스위치
기기의 전원을 ON/OFF하는 스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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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면부 명칭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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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면 전원 스위치
AC 전원 ON/ OFF 스위치 입니다.
2. AC 전원 입력 단자
전원 코드 연결 단자입니다. 사용전원은 AC 100-240V,50/60Hz입니다.
3. PS/2 Mouse(green), PS/2 Keyboard(purple) 단자
PS/2 마우스 연결 단자(Green), PS/2 키보드 연결 단자(Purple) 입니다.
4. RS-232 단자
232통신을 위한 단자입니다.
5. VGA 단자
모니터 연결 단자 입니다.
6. USB 2.0 / NETWORK 단자
USB 2.0 장치와 연결하는 단자 입니다.
NETWROK 통신을 위한 단자 입니다.
7. Line-out/ Microphone 단자
Line-out (Yellow Green): 스피커, 헤드폰 연결 단자 입니다.
Mic(Pink): 마이크 연결 단자 입니다.
8. AUDIO INPUT 단자(CH1 ~ CH8)
음원의 입력 단으로 Line-out (Yellow Green)의 출력을 AUDIO INPUT 2CH 단자로 연결합니다.
9. AUDIO OUTPUT 단자 (CH1 ~ 8)
각 채널에 재생되는 음원을 출력하는 단자 입니다.
10. CONTACT INPUT 단자 (CH1~8)
접점 입력용 단자입니다.
11. CONTACT OUTPUT 단자 (CH1~4)
접점 출력용 단자입니다.
12. REMOTE 단자 (DC/ DATA/ AUDIO)
리모트 앰프 사용시 필요한 단자로 DC전원/ DATA/ AUDIO LINE을 연결합니다.
13. DC 24V 입력단자
본 기기의 직류 전원(DC24V)을 공급하는 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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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격 및 성능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본 규격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Main System>
CPU--------------------------------------------------------------------- Intel Dual Core 1.86GHz
RAM------------------------------------------------------------------------------------ 4GB PC3L
HDD------------------------------------------------------------------------------ SSD 850 120GB
OS------------------------------------------------------------------------------- Windows 10 Pro
구성------------------------------------------------------------------ LCD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AUDIO>
입/출력 레벨-------------------------------------------------------- 1V / 22KOhm + Balanced
오디오채널------------------------------------------ IN: 8CH / OUT: 8CH (8x8 매트릭스 구성)
모니터링------------------------------------------------------각 채널 입/출력 오디오 모니터링
왜율(THD)-------------------------------------------------------------------------------- 0.05%
싞호대 잡음비(S/N)----------------------------------------------------------------------- 82dB
지원 샘플링 주파수----------------------------------------------------------------- 44.1/ 48KHz
양자화 비트 ------------------------------------------------------------------------------- 16bit

데이터통싞>
통싞방식 -------------------------------------------------접점/ RS-485/ RS-232/ Ethernet(UTP)
접점 입출력 -----------------------------------------------------------------IN: 8CH / OUT: 4CH
최대전송거리---------------------------------------------------------------------------------

∞

시리얼 통싞 속도---------------------------------------------------------- 2,400 ~ 115,200bps
ETHERNET(LAN)------------------------------------------------------- 10-100 Base-T, (RJ-45)
기타 ------------------------------------------------------------------ LAN/WAN 모두 사용가능
Multicast: -> 1:70 , Unicast -> 1:20

일반특성>
동작온도 ------------------------------------------------------------------------ -10°C ~ +40°C
사용전원 ------------------------------------------------------------------ AC 220V-240V, 60Hz
소비전력 ------------------------------------------------------------------------------- 22W 이하
외형치수 및 중량 ---------------------------------------- 482(W) X 88(H) X 322(D)mm / 4.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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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어플리케이션

1. 원격관제 프로그램 탑재
2. 리모트 앰프를 이용한 마이크방송 전송
3. PC 음원방송 전송
4. 리모트 앰프를 이용한 32개 그룹, 160개 구역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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