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 방송 시스템 매뉴얼



소방법은 화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화
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고 극한의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을 
생산, 설계, 설치, 관리 모든 과정에서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1조)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법과 소방시설의 목적

◎ 소방시설의 종류

◎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물

1) 공동주택
  
4) 종교시설

7) 의료시설

10) 수련시설

13) 숙박시설

16) 창고시설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방송통신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28) 지하구

3) 문화 및 집회 시설

6) 운수시설

9) 노유자시설

12) 업무시설

15) 공장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27) 지하가

30) 복합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

5) 판매시설

8) 교육연구시설

11) 운동시설

14) 위락시설

17) 위험물저장 및 관리시설

20)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23)발전시설

26)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29) 문화재

소방시설

1.소화설비 2.경보설비 3.피난설비 4.소화용수설비 5.소화활동설비

1. 소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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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법 상의 비상방송설비

소방법 상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SC 60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를 따른다.

◎ 소방법 상 안전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의 나에 따라 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4조 1의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비상방송설비 설치 공사업의 범위

1. 소방법 개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

도로 터널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3)

03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시행규칙에
따라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E 202)

고층건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3) 소방법 외의 비상방송

·민방공경보 및 재난경보의 종류 및 신호방법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참고
(http://civil.safekorea.go.kr/civil/alarm/SignMthd.do?menuId=M_NST_SVC_03_03_01)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 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민방공경보 및 재난경보 방송

구분

공중파

단말
시설

라디오

TV, DMB, CBS

경보단말
(사이렌)

옥·내외 방송시설
(확성기 등)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경계 위험 해제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
방송

문자방송

사이렌
평탄음(1분)

파상음(3분)

(5초상승, 3초하강)

음성
방송

음성
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음성방송(반복)

CV2108G [CHIME & VOICE FILE]

■차임 트랙=5가지(2분)
■보이스 파일 녹음용량=6분(8kHz 샘플링 녹음 시)
■통신방식/속도=RS-232/9600bps
■사용전원=DC 24V,500mA
■외형 규격(W x H x D)㎜=483×44×377■중량=3kg

- 차임 기능과 사용자가 원하는 멘트를 녹음하여 송출하는 기기
- 2 TONE, 4음계(도미솔도, 도솔미도) 챠임과 2가지 사이렌을 내장
- 보이스 파일 기능이 있어 트랙을 나누어서 최대 6분까지 녹음 가능

사이렌
평탄음(1분)

파상음(3분)

(5초상승, 3초하강)
음성방송

1. 소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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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 안내 스위치 누름

(4) 비상방송 개요

 케빅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 DP3000과 CV2108을 연동하여 사전 저장된 5가지 비상안내 방송을 송출하여 각종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 비상방송 동작 및 대응 개요

자동화재 감지기 기동

경보기 방송개시

화재수신반(P형R형)

자동 화재알람 작동

자동 화재방송 개시 (비상방송설비) DP3000 / EP2211 / CV2108G

비상판넬 내장음원 방송 또는 비상마이크 대피유도방송

직상발화 해당층 이외 지역에 화재안내방송 개시

진화 감지기,비상전화 복구 화재수신반 복구, 스위치 누름

복구

발신기 - 옥내소화전 내장

현장확인

비화재 안내방송 개시

1. 소방법 개요

비상방송 스위치 또는
방송지역 선택 +
음원동작버튼 누름
또는
CV2108G+ES2116G

Siren

시각경보기 작동

화재

비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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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의 용어 정의

<NFSC202 3조 1>
"확성기"란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확성기를 말한다.

◎ 확성기

구분

컬럼형

실링형

벽부형

패션형

혼형

모델명 음압

CS-810S

CS-820S

CS-830S

CS-840S

CS-910S

CS-920S

CS-930S

CS-940S

CS-03W

CS-10W

KID 8.2

WP-03

WP-10

FM-20TS

FM-30TS

FM-40TS

WM-20T

WM-40T

WM-60T

FS-20T

FS-30T

HS-45

HS-30TS

CH-532G

HC-50T

89dB

91dB

93dB

94dB

88dB

91dB

92dB

93dB

92dB

92dB

100dB

88dB

88dB

87dB

87dB

88dB

84dB

88dB

92dB

88dB

90dB

109dB

105dB

90dB

99dB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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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3조 2>
"음량조절기"란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 음량조절기

“음량조절기”는 다음 결선도와 같이 3선식으로 결선하여 비상상황에서 음량조절기(ATT)의 음량과 관계없이 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해야 한다. 
2선식으로 배선하는 것은 음량조절기(ATT) 출력이 0이면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소방법에 위배되는 설치 방식이다. 

◎ 음량조절기 결선도

POWER AMPLIFIER

POWER AMPLIFIER

COM BLACK

EM RED

HOT BLUE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TT의 음량과
관계없이 비상방송이 송출

2. 시스템 설계

- 선로구성은 Relay Group의 COM 출력을 
확성기의 검정선(Black)과 결선하고 HOT, 
EM 출력을 해당 실(ROOM)에 설치된 음량
조절기(ATT)에 연결한 후 음량조절기(ATT)의 
출력을 확성기의 빨강선(Red)에 결선한다.

- 음량조절기(ATT)의 기능은 평상 시 확성기
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확성기의 음량
이 0인 상태라도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음량
조절기(ATT)의 음량과 관계없이 비상방송 송
출이 되어야 한다.

SPECIFICATIONS 제품사양 

3W/30W

62g/157g

175 x 70 x 48

Rated Power

중량

외형규격(WxHxD)(mm)

- 세련되고 현대화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에 조화

- 간편한 설치

- SCREW 대신 블럭 타입 커넥터를 적용하여 간편한 결선 가능

MODULE PLATE에 적합한 볼륨 컨트롤러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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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3조 3>
"증폭기"란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 증폭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PWM 신호로 변환하여 증폭한다. 이러한 펄스 신호는 증폭이 쉽고 노이즈에도 강하여 아날로그 앰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90% 정도로 월등히 높다.

◎ 디지털 앰프 출력 원리

구분 모델명 출력

아날로그

SYS120 120W

SYS240

SYS360

PA2141/M

PA2142/M

PA2261/M

PA2262/M

240W

360W

140W

140W+2CH

260W

260W+2CH

DA2165

DA2168

500W

800W

MA2298 100W*8CH

디지털

모듈형 디지털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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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의거한 설계

<NFSC202 4조 1, 2>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  
    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음 그림은 층의 모든 부분과 확성기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확성기를 배치한 것이다.

◎ 확성기 배치

 확성기가 설치되는 천장 높이와 확성기의 출력 그리고 주위 소음 레벨에 따라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
라질 수 있다.

SSS

SSS

25m25m25m

25m25m

25m

25m

2. 시스템 설계

1m

1.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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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그림에서 소리 전달이 가장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공간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이는 확성기에서 가장 원거리이며 각 확성기의 소
리가 중첩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벽에서의 반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음성 전달력이 더 떨어지게 된다. 

<음압 레벨 및 음성전달지수>
 다음 그림은 위와 유사한 형태의 공간에 대해 전기 음향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음압레벨과 음성전달지수를 예측한 것으로 공간의 가장자리 
쪽 음압레벨 및 음성 전달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성기의 배치는 확성기 간 거리보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전기 음향시뮬레이션을 통해 음압레벨과 음성전달지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음압레벨이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SSS

SSS

음압레벨 음성전달지수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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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레벨>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주위 소음이다. 평상 시 소음 레벨이 높은 공장 등의 시설, 체육 
시설 등과 일반 사무실은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기 힘들다. 미국 NFPA72에서는 장소에 따라 주위 소음 레벨보다 10~15dB 높을 것을 권장하
고 있다.

◎ 확성기 배치와 음압 레벨

일반적 사무실의 소음 레벨은 60~70dB, 공장 등은 
80~90dB, 음악이 깔리는 카페 등은 70~ 75dB, 음식
을 가공하는 식당 주방은 85dB 내외, 도서관은 
40dB 내외로 공간의 사용 용도에 따라 음압 레벨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확성기를 설치하는 장소의 용
도에 따라,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하기 위해 
필요한 음압 레벨은 다르다

<스피커 간격 별 레벨>
다음은 너비 10m, 길이 50m, 높이 3m 공간에 대해 CS-03W를 적용하여 전기 음향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일반적 사무실의 경우 소음 레벨이 
65dB 수준으로 10dB 높은 음압을 얻기 위해 15m 간격으로 스피커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페 같이 소음 레벨이 다소 높은 공간은 10m 
이내 간격으로 스피커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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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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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4조 3>
· 음량조절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실의 용도에 따라 비상방송설비에서 송출되는 음악 및 안내방송의 음량을 조절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음량을 OFF한 상태에서도 비상방송 송
출은 정상적으로 송출되어야 한다. 케빅의 모든 비상방송시스템은 3선식 방송이 가능하다.

◎ 음량조절기 설치

<NFSC202 4조 4>
·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다음 그림과 같이 케빅 비상방송설비(DP3000, DP2000)은 조작스위치가 0.8~1.5m 에 위치한다.

◎ 음량조절기 설치

POWER AMPLIFIER

POWER AMPLIFIER

COM BLACK

EM RED

HOT BLUE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ATT의 음량과
관계없이 비상방송이 송출

2. 시스템 설계

1.5m

0.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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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4조 6>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증폭기란 신호의 증폭작용을 하는 증폭장치를 뜻하며 통상 앰프라고 한다.
 조작부란 수동방송송출이 가능한 장비로, 주제어장치와 원격 제어장치(리모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음량조절기 설치

<NFSC202 4조 7>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삭제 <2013.6.11>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비상방송 필수 설치 장소 

<DP 3000> 증폭기

<Digi Combo> 복합형 증폭기

<RM or MR Series> 탁상형 조작부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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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4조 6>
· 층수 5층 이상, 연면적 3,000㎡ 초과
· 지상 11층 이상(연면적 무관)
· 연면적 3,000㎡ 초과
· 지하 3층 이상(연면적 무관)

◎ 비상방송설비 의무설치 기준

· 확성기의 출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은 1W) 이상일 것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해야 하며, 조작부의 스위치는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는 1, 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한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는 구분경보방식으로 해야 한다.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는 1, 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한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는 구분경보 방식으로 해야하고 기타의 
   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일제경보방식으로 한다.
· 업무용 방송설비와 공유하는 것은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다른 전기회로에 의하여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
    느 조작부에서도 당해 소방 대상물의 전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해야 한다.

◎ 비상방송설비 설치 기준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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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는 1, 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한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는 구분경보방식으로 해야 한다.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는 1, 2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는 발화한 층,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하는 구분경보 방식으로 해야 하고 기타 
    의 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일제경보방식으로 한다.
· 케빅 전관방송 설비(DP3000, DP2000, Digi Combo, Semi)는 모두 직상발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 비상방송 송출 원칙

경보발령층발화층

발화층 & 직상층

1층 & 2층 &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2층 이상의 층

1층

지하층

1F

2F

3F

4F

5F

방화벽

1F

2F

3F

4F

5F

지하 지하

1F

2F

3F

4F

5F

방화벽

1F

2F

3F

4F

5F

지하 지하

2. 시스템 설계

15



<NFSC202 4조 8>
·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절체기(PG2104)를 이용하여 일반 방송을 차단하고 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하다.

 ◎ 일반방송차단

KND257 M1636F

PG2104 KA3000

KPS153

비상방송신호

▣ 자동 전화 가능

- 입력된 접점 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전환 시켜줍니다.

▣ 우선 순위 기능

▣ 4원화 기능

▣ INDIGATOR 기능

- 입력된 신호의 우선순위를 정해 놓아 우선순위가 늦은 신호를 차단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신호만 출력됩니다.

- 4원화 방송이 필요로 할 때 사용 가능하도록 입력 4회로 출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방송중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입력신호별로 LED를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합니다.

우선순위

1

2

3

4

5

입력신호

EMERGENCY

TIMER

RM1

Rm2

LINE INPUT

EMERGENCY ▶ TIMER Rm1 Rm2 LINE INPUT 순으로 출력▶  ▶  ▶ 

2. 시스템 설계

DC24V

DC INPUT

E/M RM1 COM

TIMER RM2

CONT OUT3 OUT2 OUT1 EM TIMER RM1 RM2 IN4 IN3 IN2 IN1

 - 직류 전원과 연결하여 본 장비를 동작시키기 위한 직류 전원(DC 24V) 입력단자입니다.

   ※ 전원 연결 시에는 극성에 주의하여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DC 입력 단자

 - 각각의 모드에 대한 무접점을 입력하는 단자입니다.

2 접점 입력 단자

- 본 기기의 출력을 다른 장비로 전달하기 위한 잭이며, BALANCE TYPE으로 되어 있습니다.

3 오디오 출력 단자

- 입력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입력 단자입니다.

4 E.M(비상) 입력 단자

- RM1, RM2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입력 단자입니다.

5 TIMER 입력 단자

- RM2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입력 단자입니다.

6 RM1 입력 단자

- IN1, 2, 3, 4 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입력 단자입니다.

7 RM2 입력 단자

   - LINE 신호를 연결하는 잭입니다.

   - 각기 다른 신호를 4개 까지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8 오디오 입력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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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4조 10>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
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하나의 건물에 2 이상의 수신기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둘 중 어느 수신기에서도 모든 화재발생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비상방송설비도 모든 층에 방송할 수 있도록 제어 및 오디오 신호를 연동해야 한다.(케빅 DP3000, DP2000 가능)

각 수신기와 비상방송설비가 동일한 방재실 안에 설치하여 한 장소에서 동시에 화재발생상황을 확인하고 방송할 수 있는 경우 각 방송설비에 
상호 방송기능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 복수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시스템 설계

아파트형 수신기상가용 수신기

상가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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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202 4조 11>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방송 개시 소요시간

케빅 비상방송설비 전제품군 10초 이내 방송개시 가능

<NFSC202 4조 12 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케빅 PA 앰프는 비상사태로 인한 전압불안정 상황(80% 전압)에서도 비상방송 송출이 가능하며 정전 발생 시 DC24V 전환하여 앰프 효율의 
80%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

◎ 정격전압 80% 작동

준용 표준
· KS C IEC 60268-1.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1부:일반”
· KS C IEC 60268-3. “사운드 시스템 장비-제3부:증폭기”
· AES17-1998, “AES standard method for digital audio engineering-Measurement of digital audio equipment
· K60065, “오디오, 비디오기기 및 이와 유사한 전자기기의 안전＂

DC 전원 지원 확인 시험
DUT 출력 단자에 부하 저항 연결 후, DC24V를 인가하여 출력이 정격 출력 대비 80% 이상, THD+N이 3% 이하인지 확인한다.

2.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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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계산 사례

◎ 배터리 용량 계산법

① 소비전력 : 700W
② 부하역률 : 0.8
③ 예비율 : 1.3
④ 총 용량(VA) : 

① 소비전력 : 200W
② 부하역률 : 0.85
③ 예비율 : 1.3
④ 총 용량(VA) : 

⑤ Backup 전원 : 24V(DC)
⑥ Battery 전류

⑤ Backup 전원 : 24V(DC)
⑥ Battery 전류

⑦ 용량 : Backup time : 30분 ⑦ 용량 : Backup time : 30분

⑧ 총 Battery 용량 ⑧ 총 Battery 용량

12V/23.70AH x 2EA 12V/6.37AH x 2EA

에너지 효율이 월등히 높은 디지털 앰프를 사용하면 소비전력 감소, 에너지 절약, 설치공간 절약, Battery, UPS 용량 등을 줄일 수 있어 
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700

0.8
x 1.3 = 1137.5VA

200

0.85
x 1.3 = 305.88VA

1137.5

24
= 47.40AH

305.9

24
= 12.75AH

30

60
= 23.70AH47.40AH x

30

60
= 6.37AH12.75AH x

2. 시스템 설계

·아날로그 앰프 – PA2262/M(260W x 2CH) ·디지털 앰프 – MA2298(100W x 8CH)

■정격출력=500W /효율 85%■HPF 300Hz 12dBoct,스위치
■1XLR in 1XLR 링크출력/SPDIF 디지털 오디오 입력단자
■주파수특성=60Hz-20KHz■입력감도=0dBu■S/N비=85dB이상
■외형 규격(W x H x D)㎜=482(w)X44(H)X378(D)■중량=5.4Kg

- 500W 디지털 파워 앰프이며 아날로그/디지털 증폭기로서 효율이 뛰어남
- DC/AC SMPS가 내장되어 별도 UPS없이 비상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
-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회로, DC 전압 보정 및 보호회로,
   온도 상승 보호회로 내장 설계

DA2165 DIGITAL PA AMPLIFIER

■정격출력=800W /효율 85%■HPF 300Hz 12dBoct,스위치
■1XLR in 1XLR 링크출력/SPDIF 디지털 오디오 입력단자
■주파수특성=60Hz-20KHz■입력감도=0dBu■S/N비=85dB이상
■외형 규격(W x H x D)㎜=482X44X378■중량=6.2kg

- 800W 디지털 파워 앰프이며 아날로그/디지털 증폭기로서 효율이 뛰어남
- DC/AC SMPS가 내장되어 별도 UPS없이 비상 배터리로 구동이 가능
-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회로, DC 전압 보정 및 보호회로,
   온도 상승 보호회로 내장 설계

DA2168 DIGITAL PA AMPLIFIER

G2B 22614825 조달가격 \1,650,000G2B 22614824 조달가격 \1,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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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 용량 계산법

2. 시스템 설계

① KVA : 정격부하용량

② P.F: 부하역률 (0.8)

③ Emin : BATTERY 종지전압(10.68/CELL)

④ η : INVERTER 효율 (0.88)

⑤ Nc : BATTERY 수량(CELL)

1. 기호

2. 최대 BATTERY 방전전류

3. BATTERY 용량(CAh)

◎ Back up time(정전보상 시간) 및 K값

▶ Min =  Back up time(정전보상 시간)
    K = 규정 방전시간 정수

KVA x 1000 x P.F
Emin x Nc x η

[A]I =

CAh = I x K = AH

예제1) UPS 10KVA
         BATTERY 100AH x 20
         BACK UP TIME은?

10,000 x 0.8
10.68 x 20 x 0.88

= 43 [A]I =
8,000
188

=

CAh = 43[A] x X = 100 [AH]
100 [AH]
43 [A]

X = = 2.3

Min

10

20

30

40

K

0.70

0.93

1.15

1.37

Min

50

60

90

120

K

1.58

1.78

2.31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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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NFSC604 제7조>
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를 발할 것
2.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3.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3)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NFSC 604) 에 의거한 설계

<고층건축물의 정의(건축법 2조 19항)>

2. 시스템 설계

5F

1F

B1

축전지(24V)

옥내간선
(전원까지 전용배선)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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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원화 전관방송시스템 특징

윈도우 환경의 GUI를 사용한 원터치 방식으로

손쉽게 장비 세팅, 변경, 추가가 가능합니다.

깔끔한 배선마감 & 배선의 원가절감깔끔한 배선마감 & 배선의 원가절감

아날로그 장비보다 배선의 수량이 확연히 줄어들어 원가절감과

깔끔한 마감으로 복잡함이 없으며 차후 기기의 변경 및 확장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상 및 긴급상황 즉시대처비상 및 긴급상황 즉시대처

방송담당자 및 운영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도 비상 상황이나 장비의

불량 발생이 일어나면 지정된 담당자에게 즉시 문자를 전송하여

화재 및 비상상황을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로그파일 시스템을 통한 사용기록 저장로그파일 시스템을 통한 사용기록 저장

방송을 하거나 방송장비의 세팅 값을 변경하였을 경우 시간과 작동의 내역를

저장하여 방송 변경의 유무 및 방송사고 후의 방송행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동작 상태 및 장비가 동작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컴퓨터에 저장하고,

로그파일은 파일 크기에 따라서 날짜 별로 저장하여 쉽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방송을 그룹으로 지정하여 더욱 편리하게... 손쉽고 깔끔한 배선마감과 원가절감의 일석이조 효과

비상상황을 신속히 알려 피해를 최소화 방송여부 및 장비사용의 기록 저장

비상시설에 꼭 필요한 스피커 라인 체크기능 비상시설에 꼭 필요한 스피커 라인 체크기능 

스피커 회선의 합선 및 단선을 세팅한 시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스피커 선로의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스피커 합선 및 단선으로

인한 선로 이상 발생시 릴레이 그룹을 자동 차단하여 앰프를

보호 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 그룹을 자동 차단하여 앰프를 보호

편리한 원터치 기능편리한 원터치 기능

매번 페이더를 올려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와 다르게 자주 사용하는 방송 (조회 / 아침명상의 시간 / 등, 하교 BGM등)을

할 때마다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한후 필요한 때에 원터치로 불러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원터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번거로운 방송 세팅. 원터치 세팅으로 고민 해결!

간편한 운영 환경간편한 운영 환경

교내의 예약 방송(수업시작 및 종료 멜로디등)을 PC상으로 운영자가

손쉽게 설정 및 편집 할 수 있으며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므로 

여러 가지의 음원들을 쉽고 편리하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알림과 손쉬운 음원 교체

간단한 예약 방송간단한 예약 방송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이면 국내외 어느곳에 있어도 손쉽게 방송을

제어할 수 있으며, 또한 마이크가 연결된 상태라면 

위성전송까지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고 44KHz 8bit 모노압축)

방송 담당자가 타지역에서 긴급 방송 및 제어를 원할경우

인터넷 네트워크 방송 및 음성전송 가능인터넷 네트워크 방송 및 음성전송 가능

앰프의 입력과 출력을 서로 비교하여 적정레벨이상 출력이 없는 경우

앰프의 고장으로 판단하고 미리 준비되어 있는 앰프로 전환하여 

방송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고 예방의 앰프 체크기능방송사고 예방의 앰프 체크기능

방송 시 앰프 상태 체크하여 준비된 방송 사고 예방

자동 복구 기능을 수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오류가 발생하면 장비

점검을 요구하는 알람이 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여 시스템을 최적 상태로 유지

고장경보 발생기능고장경보 발생기능

Digital Switch Matrix를 이용하여 신학기 반 개편 등으로 학년과 반의

교실이 바뀔 때마다 직접 스피커 회선을 바꾸던 작업을 라인 변경없이 

간편한 스위치 선택으로 원하는 송출 선택이 가능하며, 수동모드와

GUI를 이용한 원터치 방식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로 변경을 매우 손쉽게... 회로 변경을 매우 손쉽게... 

학교 방송같은 경우 매년 학급 변경 시 스피커 회선 변경 작업을 더욱 쉽게...

본사와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신속한 A/S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오류 등 고객의 불편사항을 원격으로 신속히!

원격제어에 의한 신속한 A/S원격제어에 의한 신속한 A/S

3 Digital PA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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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다원화 전관방송시스템 [기본 구성도]

A. RACK SECTION(음향시스템) 제품 구성품 Product List

Signal Data REC Digilink
범
례Block Diagram

※본 시스템은 회선 수 및 용량에 따라 제품의 수량을 증감하여 규모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U PT

Amp  Checker

Auto Blower

Battery

Battery  Charger

Blank Panel

Blank Panel

C. D. P

Digital  Tuner

Chime &  Voice File

Control PC  Desk

Digital  Matrix

Digital Mixer

Digital Mixer  Software

EM Panel

Switch Matrix

8CH

Auto Fan

12V/100Ah

DC 24V

2H

1H

1CD+USB

FM/AM

5Source

Steel/Custom

RS232

16CH

DPSware3

E/M

16CH

제품명 모델명 및 규격 수량

1

1

2

1

3

2

1

1

1

1

1

1

1

1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M Switcher

Mic Ext.  Cord

Mic Stand

Microphone

Monitor  Panel

Power Amp

Power  Distributor

Program  Distributor

Program  Timer

Rack  Cabinet

Relay Group

Remote Amp

Remote  Receiver

Speaker  Selector

Macro Controller

EM/16CH

L-10M

Desk Type

Dynamic

10CH

500W

AC220V/60Hz

2IN/8OUT

14Track

19"

16CH

F.S.K

4CH

16CH

16CH

제품명 모델명 및 규격 수량

1

1

1

1

1

3

1

1

1

1

2

1

1

1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SPEAKER #NSPEAKER #N

SPEAKER #1SPEAKER #1
MICROPHONE

MT2116

FROM.
화재수신반

ES2116G

EMERGENCY SWITCHEREMERGENCY SWITCHER

SPEAKER SELECTOR#1SPEAKER SELECTOR#1

DIGITAL MATRIX

PROGRAM TIMERPROGRAM TIMER

DIGITAL TUNER

PT 2117

C.D.P(3EA)

CD2117

CHIME & VOICE FILECHIME & VOICE FILE

MONITOR PANEL

PM2210A

BATTERY (2EA)
[12V/100AH]

Auto Blower Power Distributor

EMERGENCY PANELEMERGENCY PANEL

MACRO CONTROLLERMACRO CONTROLLER

- DPSware3 소프트웨어
- 일체형 컴퓨터(터치모니터)

SS2116I

Remote Amp

REMOTE AMP RECEIVERREMOTE AMP RECEIVER

RE2114

Power AmpPower Amp

DA2165

PW2208G

CV2108G

D
IG

IT
A

L 
M

IX
E
R

D
P

30
00

R
G

21
16

G
R

G
21

16
G

R
EL

AY
 G

R
O

U
P#

1
R

EL
AY

 G
R

O
U

P#
2

Audio

EP2211EP2211

PX2111

AB-2204A PD2320

Power AmpPower Amp

DA2165

Power AmpPower Amp

DA2165

AMP CHECKER

AC2208G

디지털 다원화 방송시스템의 기본 구성도로 오디오 믹서
의 모든 기능 및 라디오, CD플레이어 등 음원장비를 원도우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16입력에 16출력인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500W의 디지털 파워 앰프로 구성되었으며, 

AV COMAV COM

CM2717GCM2717G

MACRO REMOTE

UTP

MR2016

S
X2

21
6

SW
IT

C
H

 M
AT

R
IX

 #
2

S
X2

21
6

SW
IT

C
H

 M
AT

R
IX

 #
1RM2010

U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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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IXER [DP3000]
DPSware3 GUI

다양한 입력채널 기능다양한 입력채널 기능

16개의 모든 입력 채널에는 고급 제품에만
볼수 있는 PHANTOM(+48V), PAD(-20dB), 
PEQ(HI, HI-MID, LOW-MID, LOW), 
EXPANDER, COMPRESSOR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개의 모든 입력 채널에는 고급 제품에만
볼수 있는 PHANTOM(+48V), PAD(-20dB), 
PEQ(HI, HI-MID, LOW-MID, LOW), 
EXPANDER, COMPRESSOR 등의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원화 방송16원화 방송

16in x 16out 믹서를 사용하여 동시에 16개 지역에
개별 방송이 가능하며, 각 입력 채널마다
MUTE ON/OFF 스위치 및 입력 볼륨, 
입력 레벨미터 등이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6in x 16out 믹서를 사용하여 동시에 16개 지역에
개별 방송이 가능하며, 각 입력 채널마다
MUTE ON/OFF 스위치 및 입력 볼륨, 
입력 레벨미터 등이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릴레이 그룹(스피커셀렉터)릴레이 그룹(스피커셀렉터)

사용자가 방송을 출력할 지역을 개별선택과
그룹선택이 가능하며, ALL 버튼을 추가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더했습니다.

장비상태장비상태 모니터링

설치된 당사 장비상태를 한눈에 모니터링하는 기능으로
전원분배기, 배터리 충전기, 앰프등의 동작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음원음원장비

1.CT2117 : CDP+USB+TUNER
2.CD2117 : CDP+USB
3.PT2117 : TUNER

음원 장비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전용 GUI를 통하여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각종 음원 장비 제어가
가능합니다.

전관방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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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BAND GEQ출력채널 7BAND GEQ
16개의 모든 출력 채널에 7-BAND 그래픽
이퀄라이져를 적용하여 더 세밀한 음원 제어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음색 조절이 
가능 합니다.

16개의 모든 출력 채널에 7-BAND 그래픽
이퀄라이져를 적용하여 더 세밀한 음원 제어가
가능하며,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음색 조절이 
가능 합니다.

매크로매크로 기능

16CH 매크로 장비를 사용하여 최대 32개의
매크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버튼 한번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저장하여 동작할 수 있습니다.

설치환경설치환경
■운영체체=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CPU=펜티엄3 400Mhz ~펜티엄4 1.6Ghz 이상
■RAM=128M ~ 256이상
■HDD=50M~80G이상
■기타=RS-232 통신포트

G2B 22720464DIGITAL MIXER \2,926,000조달가격DP3000

층별이나 존별로 방송을 자유롭게 할수있어 
완벽한 멀티채널 방송이 가능합니다.

16개 ZONE방송16개 ZONE방송

DPSware 3 GUI는 16 입력, 16출력의 DIGITAL MIXER 제품인 DP3000 장비를 제어하기 위한 전용 프로그램 입니다. 
MIXER를 제어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음원 소스 제어 또는 전관 방송을 위한 비상 방송 셋팅, 예약방송,
리모트 방송, 등의 모든 기능을 GUI 한 화면에서 가능합니다.

25

3 Digital PA System. 



디지털 다원화(16zone) 전관방송시스템 랙 구성도

CM2717G [AV COM]

PW2208G [PROGRAM TIMER]

CV2108G [CHIME & VOICE FILE]

CD2117 [CD PLAYER]

PT2117 [AM / FM TUNER]

PM2210A [MONITOR PANEL]

AB-2204A [AUTO BLOWER]

DP3000 [DIGITAL MIXER]

ES2116G [EMERGENCY SWITCHER]

SS2116I [SPEAKER SELECTOR]

PX2111 [DIGITAL MATRIX]

MT2116 [MACRO CONTROLLER]

DA2165 [DIGITAL POWER AMP]

DA2168 [DIGITAL POWER AMP]

SX2216 [SWITCH MATRIX]

RG2116G [RELAY GROUP]

PD2300 [POWER DISTRIBUTOR]

BP220 [BLANK PANEL]

BP210 [BLANK PANEL]

[DPSWARE3 GUI]

BC2200A [BATTERY CHARGER]

EP2211 [EMERGENCY PANEL]

MA2298 [MULTI DIGITAL AMP]

RM2000A [REMOTE AMP]
 [REMOTE AMP]or RM2010

RR2204 [REMOTE RECEIVER]
 [REMOTE RECEIVER]or RE2114

MR2016 [MACROREMOTE]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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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BOUT

- 비상 발생시 비상멘트 송출, 입력 채널 우선 순위 방송 가능

- 전면에 상태 LED를 내장 하여 사용자가 상태 확인 용이.

- PTT MIC를 내장하여 비상 방송에 적합함.

EP2211
EMERGENCY PANEL

SPECIFICATIONS

FEATURES

- 타사 장비 연동 사용 가능 설계 / 32bit 고속 CPU 적용 

- MP3급 고음질 비상 멘트 및 각종 음원 SD 카드저장 

- GUI를 이용한 이벤트 플레이어 기능 

- 모니터 스피커 및 전면의 FIRE 창으로 비상시 확인 용이

■입력 채널=5CH■출력 채널=1CH
■접점 출력=5 CH(EM, TIMER, RM1, RM2, BGM)
■접점 입력=4 CH(EM, TIMER, RM1, RM2)■SD CARD=4GB 내장
■통신방식/속도=RS-232 / 9,600bps■전원=DC24V / 0.3[A] 이하
■외형규격=482(W) x 88(H) x 378(D)■중량=5kg
■재질=PANEL : AL/3T, CASE : STEEL(EGI)/1T

G2B 22563567EMERGENCY PANEL \748,000조달가격

PRODUCT ABOUT

- 16x16 DIGITAL AUDIO MIXER로 고성능의 DSP를

   내장하여 고음질의 음원 청취가 가능

- 고급 제품에서 볼수 있는 Graphic EQ 기능 내장

- 1U 사이즈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좋음.

- 전면에 입,출력 신호 LED를 장착하여 상태 확인 용이.

DP3000
DIGITAL MIXER

DPSware3 GUI

G2B 22720464DIGITAL MIXER \2,926,000조달가격

SPECIFICATIONSFEATURES

- 16 밸런스 마이크/라인 입력

- GAIN, 팬텀파워, PAD, (0-50msec delay), 채널 MUTE

   LCF(FREQ가변), EXPANDER/GATE, COMP / LIMITER

   PEQ(H, L, MH, ML)

- MIC -60 ~ -0dB, LINE -40 ~ +20dB 입력레벨 조정

- 16개 입력 / 출력 매트릭스 선택스위치

- PC 콘트롤 시스템제어 GUI

- 16개 출력 채널 7밴드 G.EQ 내장

- 사용자 중심의 GUI 연동 제어 방식 / 정전 보상 기능 내장

- 2개 임베디드 고속 DSP채용 / 입력및 출력 표시 LED

- DC+24V 전원 동작 / RS-232C 표준 제어 프로토콜

■입력=16CH■출력=16CH■통신방식/속도=RS-232 / 115,200bps
■사용전원/전류=DC24V / 1[A]이하
■외형 규격=482(W)x44(H)x378(D)■중량=3.6kg

전관방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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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ABOUT

본 기기는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 상태를 셋팅하여 원터치로 장비를

동작시키는 장비이며, PC의 고장 등으로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당사의 MR2016과 연결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소스의 우선 순위는 일반 방송과 동일하며 그 이외의 동작보다는

우선 순위가 낮으므로 동작 및 사용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MT2116
MACRO CONTROLLER

SPECIFICATIONS

FEATURES

- 당사의 DP3000 시스템을 원터치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 당사의 MR2016(Macro Remote Amp) 연결하여 원거리에서도

   동작이 가능하며, 사용 수량은 1대까지 가능합니다.

■통신방법=RS-232
■통신속도=9,600bps■채널=16CH
■사용전압=DC24V■소비전류=0.2A 이하
■재질=CHASSIS -> STEEL / 1T, A/L -> 3T
■외형규격(mm)=483(W)x44(H)x378(D)
■중량=3.5kg

MACRO CONTROLLER

RESET

RS-232 OUT

RS-232 INPOWER

DC 24V

OUT

REMOTE

UNIT
ADDRESS

MR 2016
MACRO REMOTE AMP

매크로 컨트롤 리모트 앰프도 있습니다.

G2B 22819568 \594,000조달가격

3 Digital PA System. 



\990,000

콤보 익스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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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 특징
Digi Combo System

1. 뛰어난 공간 절약

2. 획기적인 예산절감

6

3. 비상 SMS 기능
비상상황이나 불량 발생시 SMS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관리자 또는 책임자에게 핸드폰으로 자동 
통보됩니다.

6. 전용소프트웨어
DCAware

여러제품을 조합하여 복잡하게 구성된 
시스템을 간편하게 하나의 제품으로 
실현하였습니다.

단순 아날로그 장비와 
비교하여도 획기적으로 
예산이 절감 됩니다.

5~7배

공간절약
5~7배

공간절약

5. Line Checker 기능
비상방송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일
선로 및 스피커의 불량여부를 자동으로 검사합니다.

비 상  SMS 문 자  전 송비 상  SMS 문 자  전 송

비 상  이 메 일  전 송비 상  이 메 일  전 송

Emergency

비 상 상 황비 상 상 황 고 장

4. mp3 Player 기능
음악지원(mp3), USB, SD Card(16G)의 기능과
동작상태를 한눈에 볼수있는 LCD창이 있습니다.

SD CARD

USB/SD REPEAT

MUTE

USB

R

PREV NEXT

V- V+

PLAY

DCAware 232Port로 연결된 컴퓨터에서 자유롭게 콘트롤 하며,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되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운영체체

R A M

기 타  

    

C P U

H D D

최  소 

    

권  장 

    Windows xp, Windows 7,Windows 8

    

RS-232 통신포트 

    

펜티엄3 400Mhz

128M

50M

 

    

펜티엄4 1.6Ghz 이상

256M 이상

80G 이상

 

    

Normal 및 비상 Speaker Selector, Relay Group등 방송 구역 설정

TCP/IP 네트워크 연결.(서버/클라이언트) 인터넷을 통해 서버PC에 

접속하여 디지콤보 장비를 제어가능

방송 log 저장Source 기기의 제어

주 출력 볼륨 및 3밴드 E.Q 조정

니터 스피커의 ON/OFF

주 전원 제어 / PC 예약방송 기능 / Line Checker 기능

채널확장 가능

모

Normal 및 비상 Speaker Selector, Relay Group등 방송 구역 설정

TCP/IP 네트워크 연결.(서버/클라이언트) 인터넷을 통해 서버PC에 

접속하여 디지콤보 장비를 제어가능

방송 log 저장Source 기기의 제어

주 출력 볼륨 및 3밴드 E.Q 조정

모니터 스피커의 ON/OFF

주 전원 제어 / PC 예약방송 기능 / Line Checker 기능

채널확장 가능

DG SERIES
DIGI COMBO AMPLIFIER

DG2412(120W) / DG2424(240W) / DG2436(360W) / DG2448(480W)
20회로 기본에 16회로 추가(옵션) 확장가능!! 일반방송에서 비상방송까지 완벽하게 해결

- 포터블 앰프로서 소규모 독립, 전관 비상방송에 적합
- 랙타입의 전관방송장치 대부분의 기능을 본기기 하나로 수행가능
-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조합한 제품으로 전용 PC S/W로 제어가능
- 기존의 포터블시스템과 달리 비상방송 기능 수행

- 비상 방송에 완벽한 Line Checker 기능과 채널 확장 가능
- 출력 마스터 볼륨은 전자볼륨으로 구성 (DCAware 사용시 3밴드 전자E.Q 가능)
- 모드전환 스위치를 이용하여 셀렉터를 E.M과 Normal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
- 방열용 팬은 온도에 반응하여 속도 제어가능
- 후면 DC24V 출력 (사용전류 1[A]미만)
- 화재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20채널 무전위 접점방식 / 제품 측면에 P.T.T 마이크 장착)
- 기존의 랙타입의 전관방송장치의 대부분의 기능을 본 기기로 수행
- 전용의 소프트웨어(DCAware)로 손쉽게 컴퓨터에 의한 방송 시스템을 운영
- 20채널의 스피커 셀렉터 기능으로 많은 구역의 원활한 방송이 가능
- 리모트 앰프를 연결하여 사용가능
- 화재발생 및 리모트 작동 시 제품의 전원이 꺼져있어도 자동으로 (Main Power는 on 상태)전원이 들어와 안전하고 원활한 방송가능

FEATURES

■입력=16 채널■출력=16 채널■EM 출력=16 채널
■사용전원=DC 24V■통신방식/속도=RS232 통신 / 9600 bps

■ 입력 16채널 / 출력 16채널 의 놀라운 확장성
■ 메인장비의 스피커 확장 기능 / 비상 출력 확장 기능
■ 디지콤보시스템과 RS232통신으로 편리한 제어
■ 릴레이그룹에 라인체커가 추가된 안전한 장비 운영체제
■ 디지콤보 연동 확장시 전체 36채널 운영 가능
■ 비상방송을 위한 3선식 방식 적용

CE2216
조달가격G2B 22581665

Digi Combo Amplifier 전용 REMOTE AMP

G2B 22307777 \880,000조달가격
RG2020

G2B 22307777

■입력레벨=50dBm/-10dBm■출력레벨=0dB■신호대 잡음비=
-60dB 이상■고조파 왜곡율=0.1% 이하■사용전압=DC24V
■외형 규격(W x H x D)㎜=201×68×212■중량=1.5kg
 

■ Digi Combo Amplifier 전용 리모트 앰프
■ 방송전 차임으로 방송 예고 가능
■ 라인 레벨의 외부신호(C.D.P등)를 AUX 입력을 통하여 방송가능
■ MIC, CHIME, AUX의 개별 볼륨 조절가능
■ 개별 UNIT 번호를 설정하여 여러대의 리모트앰프를 링크 사용 가능
■ 각종 동작 상태, 출력 레벨을 LED 메터로 확인가능

3 Dig Comb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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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 2020
Remote Amp

방재센터

DECK

C.D.P

TUNER

AUX IN 1

AUX IN 2

AUX IN 3

CHIME REMOTE

DIGI LINK

EM MIC

CHIME
& 

SIREN

EM PANEL

MATRIX
LOGIC

SPEAKER
SELECTOR

&
EM SELECTOR

CPU

OUT GAIN
CONTROL

PROGRAM
EXCHANGER

PROGRAM
MONITOR

POWER
AMP

POWER
DISTRIBUTOR

BATTERY
CHARGER

CH1

CH2

CH3

CH18

CH19

CH20

BATTERY

AC 220V
60Hz Input

MAIN
SERVER COMPUTER

SUB
CLIENT COMPUTER # 1

SUB
CLIENT COMPUTER # N

RS-232

MIC IN 1

MIC IN 6

B
C

D

EA

SD/USB PLAYER

OUTPUT
LEVEL
METER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일반방송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셀렉터
구분에 따라 LED램프 컬러 변경됨
화재시 자동으로 비상방송용 셀렉터로 전환됨
내부에 릴레이그룹 장착
2선식 및 3선식 대응 

A / SPEAKER SELECTOR 

B / CHIME&SIREN 

파상 및 연속 사이렌
챠임 (도, 미, 솔, 도)
스피커 셀렉터 모드 전환 스위치
(일반방송 / 비상방송) 

F /LCD 화면

SD CARD(16G)
USB
음악지원(mp3)기능
음소거, 반복기능
오디오 레벨메타 표시
폴더번호,재생트랙번호,재생시간 표시C / 표시창

출력 레벨 표시
마스터볼륨의 위치표시
(마스터 볼륨의 개방량을 LED램프로 표시)
동작모드 표시 (E.M / REM / PGM)
전원상태 표시 (STAND BY / ON)
화재 표시 (화재발생시 "F" 깜박거림) 

D / 모니터, 마스터 볼륨

내장된 모니터스피커 ON/OFF
터치식 마스터 볼륨
Line Checker ON/OFF

E / 믹서부

MIC 6채널
AUX 3채널
콘덴서 마이크 사용을 위한 개별 
PHANTOM POWER 

F

EXPANDER COMBOCE2216

20CH 확장(OPTION)20CH 확장(OPTION)

NETWORK

NETWORK

P
R
E
 A

M
P
LI

FI
E
R

R
E
LA

Y
 G

R
O

U
P
 &

 L
IN

E
 C

H
E
C
K

E
R
(2

0
C
H

)

3 Dig Comb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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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DESIGNED BY KEVIC,INC.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10 (거제

동 150-6) 한양타워-빌 1302호

TEL.(051)506-1538  

/ FAX.(051)506-6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 FAX.(033)458-0904

E-MAIL. sales@kevic.com

대구지사(기술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로 25 (산격 

2동 1626번지) 전자상가 5동 303호

TEL.(070)8671-2767  

/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8671-2744  

/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비상 방송 시스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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