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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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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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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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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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음원 장비용 DIGILINK 출력
- LCD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멀티 표시
- AUTO POWER OFF 기능
- 원격 콘트롤 기능
- 오작동 방지를 위한 LOCK기능
- RS 232 입력 : 1CH , RS 232 출력 : 8CH
- TOUCH KEY PAD
- 사용 전원 : DC 24V

RACK 설치 시 주의사항
- 본 기기를 설치하실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RACK 내부에 공기 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2. 앰프를 많이 설치하실 때에는 5대 마다 BLANK PANEL을 설치하여 공기 순환이
용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기능 설명
1. 본 장비는 DSP 및 각종 통신 장비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며, 설정 및 동작은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됩니다.
2. 장비에서는 설정된 포트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초기화면에서 “MENU”키를 누르면 설정된 화면이 나옵니다.

4. “up“ , “DOWN” 키를 누르면 설정된 포트별 장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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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DC 전원 입력 단자
본 기기의 DC 전원을 공급하는 연결 단자입니다. 사용 전원은 DC24V 입니다.
2. 초기화 단자
본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을때 초기화 하는 스위치입니다.
3. RS-232 단자
PC와 통신 하기위한 RS-232터미널입니다.
4. ISP 단자
시스템 내부의 마이콤을 UPGRADE할 때 사용합니다.
5. ID 설정 스위치
시스템의 ID NO.를 설정하기 위한 DIP 스위치입니다.
6. DIGI LINK 출력 1,2
외부기기를 DIGI LINK로 연결하여 조정하는 단자
7. RJ 45
사용하지 않음(OPTION)
8. RS-232 단자 8개
외부에 연결되는 RS-232단자 8개와 통신 하기 위한 RS-232 터미넣입니다.

(주) 합동전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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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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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 전기적 특성
RS-232 입력....................................................................................................12 Vp-p
RS-232 출력 ...................................................................................................12 Vp-p
DIGI-LINK 출력..................................................................................................5 Vp-p
- 일반적 특성
사용전원........................................................................................................... DC 24V
외형 ......................................................................................482(W)×44(H)×281(D)mm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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