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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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마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
선 위험의 원인이 됩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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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 지점에 신
고하여 주십시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
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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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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13 채널 입력, 2채널 마스터 출력
1 채널에서 9채널까지 마이크 또는 외부기기 입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마스터 출력 A 또는 B를 선택할수 있는 PAN 기능이 있습니다.
외부기기 입력 10, 11, 12, 13번 채널은 특별히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 있도록
10번과 12번 채널은 마스터 A 에 출력되고 11번과 13번 채널은 마스터 B 에 출력이 됩니다.
–Phantom Power 콘덴서 마이크전원
입력 1번과 2번 채널은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18V 전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독립된 음질 조절 기능
각 채널 별로 고음과 저음을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riority 우선 출력기능
1번과 2번 채널은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자동으로 다른 모든 채널에 우선하여 출력되며
다른 모든 채널의 입력은 차단 됩니다.
–EM 입력 채널
비상방송 또는 화재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14번 채널에 음성신호가 입력되면 프리앰프의 출력이 차단되고 EM 신호가 출력채널 1, 2로 직접
출력됩니다.

동작방법
–전면의 모든 볼륨을 최소로 하고, 직류 24V 전원을 극성에 맞게 입력단자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전원 스위치에 램프가 켜짐 상태이면 본 기기는 동작합니다.
–입력에 마이크, CD, 또는 튜너를 연결하여 입력 볼륨을 절반 정도 올리고, PAN 볼륨을 조절하여
출력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가운데 12시 방향이면 출력A, B 채널이 모두 선택 됩니다.
이제 LED 레벨미터를 확인하며 마스터 출력 볼륨을 서서히 올려줍니다.
출력감도 부족 시 입력볼륨을 조금 더 올립니다.
–소리를 모니터 하면서 고음과 저음을 조정하여 줍니다. 보통은 가운데 0점에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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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입력 채널 볼륨 조절기
각 채널의 입력 음량을 조절하는 볼륨 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채널의 볼륨은 0점으로 완전히 내
려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2. 입력 신호와 피크 레벨 표시기
채널마다 어떤 입력신호가 잡히면 녹색 LED가 신호에 따라 깜박입니다. 만약 입력신호가 과도
하게 높으면 즉 0 dB이상이면 적색 LED가 함께 켜집니다.
3. 고음 음질 조절기
고음을 조절하는 볼륨 입니다. 조정을 원하지 않을 때는 0 의 위치를 권장합니다.
4. 저음 음질 조절기
저음을 조절하는 볼륨 입니다. 조정을 원치 않을 때는 0 의 위치를 권장합니다.
5. 마스터 출력 선택 볼륨 (PAN)
마스터 출력 A 와 B를 선택하는 조절기 입니다. 볼륨을 A쪽으로 완전히 돌리면 마스터 A로만
출력이 되고 가운데 12시방향 0지점이면 마스터 A, B모두 출력이 됩니다. 볼륨을 A쪽으로 조금
돌리면 마스터 B의 출력이 조금 감쇠 됩니다. 반대로 B쪽으로 조금 식 돌리면 마스터 A의 출력
이 점점 감쇠 됩니다.
6. 외부기기 입력 볼륨 조절기
외부기기 입력 음량을 조정하는 볼륨입니다. 채널 10번과 12번은 마스터 A로 출력이 되고
채널 11번과 13번은 마스터 B로 출력이 됩니다.
7. 마스터 출력 음량 조절기
각 입력 채널로부터 믹싱된 총 출력을 조절하는 마스터 볼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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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마스터 출력 레벨 표시기
마스터 출력의 레벨을 표시하는 LED미터 입니다. 0 dB 이하로 마스터 볼륨을 사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9. 전원 스위치
본 기기의 전원스위치 입니다.

후면 판넬 각부의 명칭과 기능

1. 마이크 입력
마이크를 연결하는 XLR 잭 입니다. (1:GND, 2:HOT, 3:COLD)
밸런스 입력 잭인데 만약 언밸런스로 입력 할시는 3번 COLD를 1번 GND에 연결하여 주십시요
2. 외부기기 입력 잭
외부기기를 연결하는 잭 입니다. 밸런스 입력으로 디자인 되어 있습니다.
스테레오 타입의 55플러그를 사용하여 밸런스 입력을 배선하면 좋습니다.
만약 언밸런스 입력일 때는 스테레오 타입을 사용하지 마시고 모노타입의 55플러그를 사용시면
편리하고 유리합니다.
3. 팬텀 파워 스위치
MIC1 과 MIC2의 콘덴서 마이크용 팬텀파워 스위치 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XLR잭의 2번, 3번
핀에 18V 전원이 공급됩니다.
※주의: 이 스위치를 켜기 전에 전면의 입력 볼륨을 완전히 내리고 스위치를 켜주십시오
팬텀 스위치 동작시에 쇼크 노이즈 발생으로 다른 장비에 무리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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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테레오 라인 입력
외부기기 입력 레벨(CD, 튜너, 데크, MP3)의 스테레오 입력 단자 입니다.
단 출력은 L, R을 믹스하여 모노 출력으로 됩니다.
스테레오 시설을 원하시면 7채널과 8채널을 사용하여 입력단자 하나 식 사용하시고 PAN
조절 볼륨을 조정하여 출력을 A, B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5번항의 외부기기 입력잭
을 이용하십시요.
5. 라인 입력
외부기기 라인 입력 잭 입니다. 언밸런스 입니다. 10번과 12번은 마스터 A로 출력되고
11번과 13번은 마스터 B로 출력 됩니다. 스테레오로 사용할시 편리 합니다.
만약 라인 입력이 마스터 A, B로 모두 출력되어야 할시는 입력 10번과 11번을 콘몬하여 입
력하십시요
6. 녹음출력 잭
마스터 볼륨에 관계없이 A출력과 B출력이 각각 출력 됩니다. -10dB 기준레벨 입니다.
7. 마스터 출력 잭
마스터 출력 잭 A와 B 입니다. 출력은 600Ω BALANCE 이며 메인 앰프로 집적 연결 되거
나 EM판낼 또는 오디오 분배기에 연결됩니다.
8. EM 입력 잭
비상 방송을 위한 입력 잭 입니다. -20dB 이상의 신호가 입력되면 믹스의 출력이 차단되
고 이 입력으로 전환 됩니다.
9. DC 전원 입력 단자
본 기기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 입니다. 사용 전원은 DC 24V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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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 전기적 특성
정격출력
Master Output ........................................................................ +5dB/600Ω BALANCE
Rec Output ......................................................................... -10dB/1KΩ UNBALANCE
입력감도
MIC (CH1~9) ....................................................................... - 40dB/600Ω BALANCE
AUX (CH1~6) ........................................................................ -10dB/600Ω BALANCE
AUX (CH7~9) ...................................................... -10dB/1kΩ L/R MIX UNBALANCE
AUX (CH10~13) .............................................................. -10dB/600Ω UNBALANCE
EM 입력감도 ....................................................................... -20dB/600Ω BALANCE
저음 고음 특성
TREBLE ............................................................................................................ ±12dB
Bass .................................................................................................................. ±12dB
주파수 특성
100Hz ~ 20KHz............................................................................................-2dB 이내

- 일반적 특성
사용전원........................................................................................................... DC24V
소비전력 ............................................................................................................. 10W
중량.................................................................................................................... 8 kg
외형.................................................................................... 482(W)×88(H)×280(D)mm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당사 사정에 따라 일부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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