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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의 안정성과 디지털의 편의성을 통합한 

디지털 PA 시스템의 대명사

6000 시스템은 PA 시스템의 기준을 만들어온 인터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성, 호환성, 편리성을 두루 갖춘 

통합 제어형 디지털 PA 시스템입니다.

소규모 아날로그 시스템 구성부터 관공서,학교,사옥, IBS빌딩 

등에 필요한 디지털 다원화 시스템으로 PC 프로그램을 통한 

원격제어 및 손쉬운 사용환경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전관방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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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

모 델 명 품   명

CD-6208 Multi Source Player

CD-610U CD/MP3/WMA Player

NTU-100 Network Tuner

TU-6200 Stereo Tuner

PC-6335 Cassette Deck

PE-6103 Chime & Siren

PV-6232 Multi-Voice File

PW-6242A Weekly Program Timer

RM-6024 Remote Mic

RM-6012KP Remote Mic Key Pad

RME-6108 Remote Mic Extender  

RM-6016 Remote Mic

DIB-6000 Direct Box 

컨트롤러 _ 아날로그 >>>>>

모 델 명 품   명

PX-6116 Matrix Switche

ES-6116 Emergency Switcher

PS-6116 Speaker Selector

RG-6116 Relay Group

TB-6116 Terminal Board

컨트롤러 _ 디지털1원화 >>>>>

모 델 명 품   명

ECS-6216P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S Em Combination System

ER-6116 Emergency Router

MS-6100 Management Software

컨트롤러 _ 디지털8원화 >>>>>

모 델 명 품   명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MS-6800 Management Software

PMC-6208 Program manual Controller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1. 개념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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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

모 델 명 품   명

DPA-300S Digital Power Amp (300W x 1CH)

DPA-300D Digital Power Amp (300W x 2CH)

DPA-300T Digital Power Amp (300W x 3CH)

DPA-300Q Digital Power Amp (300W x 4CH)

DPA-600S Digital Power Amp (600W x 1CH)

DPA-600D Digital Power Amp (600W x 2CH)

DPA-900S Digital Power Amp (900W x 1CH)

DPA-1200S Digital Power Amp (1200W x 1CH)

DPA-130DC Digital Power Amp (300W x 1CH)

DPA-230DC Digital Power Amp (300W x 2CH)

DPA-430H Digital Power Amp (300W x 4CH)

DPA-5075M Digital Modular Amp (75W x 4CH)

PA-6312 Analog Power Amp (120W)

PA-6324 Analog Power Amp (240W)

PA-6336 Analog Power Amp (360W)

PA-6348 Analog Power Amp (480W)

전송장비 >>>>>

모 델 명 품   명

AOE-212N Audio Over Ethernet

FTA-108S / FRA-108S Optical Transmitter/Receiver

DAC-288 DANTE Amplifi er Controller (8 in / 8 out)

CSP-126DAN DANTE Amplifi er Controller (2 in / 6 out)

공통장비 >>>>>

모 델 명 품   명

EP-6216 Emergency Panel

PM-6228 Monitor Panel

LM-6228 Line Monitor

AFD-6218 Amp Fault Detector

SC-6224 Speaker Line Checker

TP-6231 Telephone Paging

ES-6132R Fire Sensor Receiver

PG-6104 Program Exchanger

PP-6213 Pre Amplifi er

LM-6414 Mic Line Amplifi er

PO-6106 Program Distributor

PF-6302 Auto Blower

PD-6359 Power Distributor

PD-6311 Power Distributor

PB-6207 Battery Charger

BP-6100 Blank Panel

BP-6200 Blank Panel

BP-6300 Blank Panel

ARM-911 Automatic Remote Message

RM-911D Remote Mic (Desk Type)

RM-911W Remote Mic (Wall Type)

CIA-01/02/03 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

CIA-09/10/11 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

DANTE Amplifi er Controller (8 in / 8 out)DANTE Amplifi er Controller (8 in / 8 out)

DANTE Amplifi er Controller (2 in / 6 out)DANTE Amplifi er Controller (2 in / 6 out)

CIA-01/02/03CIA-01/02/03 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

CIA-09/10/11CIA-09/10/11 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Communication Interface Accessory



 

MICROPHONE

MULTI SOURCE PLAYER (CD-6208)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FIRIE SENSOR RECEIVER (ES-6132R)

PRE AMP (PP-6213)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EMERGENCY PANEL (EP-6216)

SPEAKER SELECTOR (PS-6116I)

EM SWITCHER (ES-6116)

REMOTE MIC (RM-6016)

음 원 부

MATRIX LOGIC (PX-6116)

제 어 부

화재수신반

외부접점

AUDIO DISTRIBUTOR (PO-6106)

DIGITAL POWER AMP (DPA-300D)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WALL
SPEAKER COLUMN

SPEAKER

TERMINAL BOARD (TB-6116I)

RELAY GROUP (RG-6116)

출 력 부

R형 화재수신반 (OPTION)

R형

P형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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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MULTI SOURCE PLAYER (CD-6208)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FIRIE SENSOR RECEIVER (ES-6132R)

PRE AMP (PP-6213)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EMERGENCY PANEL (EP-6216)

SPEAKER SELECTOR (PS-6116I)

EM SWITCHER (ES-6116)

REMOTE MIC (RM-6016)

음 원 부

MATRIX LOGIC (PX-6116)

제 어 부

화재수신반

외부접점

AUDIO DISTRIBUTOR (PO-6106)

DIGITAL POWER AMP (DPA-300D)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WALL
SPEAKER COLUMN

SPEAKER

TERMINAL BOARD (TB-6116I)

RELAY GROUP (RG-6116)

출 력 부

R형 화재수신반 (OPTION)

R형

P형



 

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P/S)

WALL
SPEAKER COLUMN

SPEAKER

화재수신반

MICROPHONE

MULTI SOURCE PLAYER (CD-6208)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BATTERY CHARGER (PB-6207)

POWER DISTRIBUTOR (PD-6359)

PRE AMP (PP-6213)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EMERGENCY PANEL (EP-6216)

REMOTE MIC

CONTROL PC

USB

RS-485

DI BOX (DIB-6000)

음 원 부

전 원 부

제 어 부

AUDIO DISTRIBUTOR (PO-6106)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FIRE SENSOR RECEIVER (ES-6132R)
R형 화재수신 (OPTION )

EM ROUTER (ER-6116)
시나리오 방송 (OPTION) 

출 력 부

DIGITAL POWER AMP (DPA-300D)

외부접점 

P형

R형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1.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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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P/S)

WALL
SPEAKER COLUMN

SPEAKER

화재수신반

MICROPHONE

MULTI SOURCE PLAYER (CD-6208)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BATTERY CHARGER (PB-6207)

POWER DISTRIBUTOR (PD-6359)

PRE AMP (PP-6213)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EMERGENCY PANEL (EP-6216)

REMOTE MIC

CONTROL PC

USB

RS-485

DI BOX (DIB-6000)

음 원 부

전 원 부

제 어 부

AUDIO DISTRIBUTOR (PO-6106)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FIRE SENSOR RECEIVER (ES-6132R)
R형 화재수신 (OPTION )

EM ROUTER (ER-6116)
시나리오 방송 (OPTION) 

출 력 부

DIGITAL POWER AMP (DPA-300D)

외부접점 

P형

R형



 

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WALL
SPEAKER COLUMN

SPEAKER

화재수신반

BATTERY CHARGER (PB-6207)

POWER DISTRIBUTOR (PD-6359)

DIGITAL MATRIX CONTROLLER 
(PX-6216)

PROGRAM MANUAL CONTROLLER 
(PMC-6208)

CONTROL PC

DI BOX (DIB-6000)

REMOTE MIC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음 원 부

전 원 부

EMERGENCY PANEL (EP-6216)

제 어 부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FIRE SENSOR RECEIVER (ES-6132R)
R형 화재수신 ( OPTION )

R형

P형

출 력 부

MICROPHONE

MICROPHONE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MULTI SOURCE PLAYER (CD-6208)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수동제어 (OPTION)

USB

외부접점

DIGITAL POWER AMP (DPA-300D)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1. 개념

구성도 - 6000 8원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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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WALL
SPEAKER COLUMN

SPEAKER

화재수신반

BATTERY CHARGER (PB-6207)

POWER DISTRIBUTOR (PD-6359)

DIGITAL MATRIX CONTROLLER 
(PX-6216)

PROGRAM MANUAL CONTROLLER 
(PMC-6208)

CONTROL PC

DI BOX (DIB-6000)

REMOTE MIC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음 원 부

전 원 부

EMERGENCY PANEL (EP-6216)

제 어 부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FIRE SENSOR RECEIVER (ES-6132R)
R형 화재수신 ( OPTION )

R형

P형

출 력 부

MICROPHONE

MICROPHONE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MULTI SOURCE PLAYER (CD-6208)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수동제어 (OPTION)

USB

외부접점

DIGITAL POWER AMP (DPA-300D)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 활용
기존 아날로그 장비 중 일부 교체 및 추가만으로 디지털 PA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1

9000 ANALOG 6000 8원화

EP-9216

PP-9213

ES-9116

PS-9116

PX-9116

RG-9116

TB-9116

EP-9216

PMC-6208

TB-9116

ECS-6216MS

PX-6216

기존장비

신규추가장비

아날로그 디지털

잡음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중요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전송이 불가합니다. (2km 이하)
네트워크 전송이 불가합니다.

잡음에 대한 영향이 적습니다.
중요 데이터를 손실없이 보존합니다.
손실없이 장거리 전송이 가능합니다.
광, LAN/전용망 WAN을 이용한 다채널 복합전송이 
가능합니다.
AOE-212N : 2CH
DAC-288, FTA/FRA-108S : 8CH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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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 (Inter-M Network System)를 이용하여 개별적인 방송시스템을 분산식 시스템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타사의 R형 화재수신반에서 전송한 화재정보데이터를 ES-6132R을 통해 6000시스템으로 

전달 할 수 있어 소방법에 의거한 비상방송이 가능합니다.

ES-6132R (Fire Sensor Receiver)

2

3

R형 화재수신반 연결을 통한 비상방송

INS를 통한 분산식 광전송

INS
INS

INS

INS

INS

INS

INS

개별식 방송 시스템

분산식 방송 시스템



 

1  계정목록
 - 계정을 관리하는 화면으로 삭제, 변경시에는 직접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계정 설정 메뉴
 - 추가 : 신규 계정을 추가합니다.

 - 삭제 : 계정을 선택하여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변경 : 변경할 계정을 선택하여 모든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3  계정 정보 입력 화면
 - 추가, 삭제, 변경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적용됩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

지정된 ID에 대한 방송 권한 제한

사용자 계정을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4  IP/PW 설정화면에서 역할을 설정하여 접근 권한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기능
역할

비고
Admin Operator User Guest

설정 변경 O X X X ID/PW 설정, 시나리오 작성, Macro 작성, 장비설정 등

EM 제어 O O X X 비상 방송 관련 동작

스케줄링 O O O X PC TIMER 방송

BGM 제어 O O O X 음원 및 방송지역 제어

모니터링 O O O O 동작상태 모니터링

1

2

- MS-6100 IP/PW 설정 -

1

3

4

2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보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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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한설정
 1) 사용자권한 : "User"

 2) 음원선택 : "Ch1 : CDP" (채널1번 : CDP 선택)

 3) 출력선택 : "출력1" (출력1번 선택)

 (출력1번에 연결된 지역 ZONE을 선택 가능합니다.)

3. 접속성공
 Ch1번 음원 및 출력1에 연결된

  ZONE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MS-6800 클라이언트 접속
 (User 권한을 가지고 있는 "jupiter2002"로 접속합니다.

 1) IP : MS-6800 서버프로그램의 IP주소로 입력합니다.

 2) Port : 서버프로그램의 Port를 입력합니다. (기본값 : 4100)

 3) ID : 사용자명을 입력합니다.

 4) Password : 사용자 암호를 입력합니다. (대소문자 구분)

 5) 접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 MS-6800 IP/PW 설정 (사용자권한이 "User"인 경우) -



 

※ 앰프와 폴트 디텍터의 수량은 8:1 비율로 구성합니다. 
※ Spare Amp의 용량 고장앰프의 용량을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으로 설계합니다.

AFD-6218
AMP FAULT

1

8

9

16

POWER AMP #1

POWER AMP #8

SPARE AMP

AUDIO #1

AUDIO #8

AFD-6218
AMP FAULT

1 9

16

POWER AMP #1

POWER AMP #8

SPARE AMP

AUDIO #1

AUDIO #8

Error

8

앰프 고장 및 스피커 선로 체크

PC 고장에 대비한 설정값 백업 기능

앰프의 이상 유무를 실시간 진단하여 에러 발생시 알람 경보를 통해 사용자가 장비고장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에러발생 앰프는 자동으로 예비앰프로 절체(전환)되어 방송장비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에러발생 앰프의 이상증상 해결 시 자동으로 예비앰프로 전환된 신호가 원래 앰프로 복귀됩니다.

● 화재 비상 방송

    - 일반 Macro 설정시에는 ECS-6216P에 동일 정보가 저장되어 PC 장애를 대비합니다.(1원화 시스템)

    - 비상 시나리오 기능 설정시에는 ER-6116에 동일 정보가 저장되어 PC 장애를 대비합니다.(1원화 시스템)

● TIMER 방송

    - PW-6242A가 연결되어 있으면 PC에 문제가 있을 시 자동 절환됩니다. (우선순위: PC TIMER > PW-6242A)

※ 주의

    PW-6242A에서 스케줄 작성시 시작/종료 시각은 PC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PW-6242A로 동작될 경우에는 PC와는 달리 무조건 전체 지역으로만 방송됩니다.

● RM Macro 동작

    - Macro 설정 정보가 ECS-6216P에 저장되어 PC 장애를 대비합니다.(1원화 시스템)

    - Macro 설정 정보도 PX-6216에 저장되어 있으니 PC 장애를 대비합니다.(8원화 시스템)

1

2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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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설정 변경 및 사용자의 조작 기록을 로그파일로 저장하여 날짜 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현재 선택된 날짜의 로그상태를 표시합니다.

2 오늘 로그상태를 표시합니다.

3 로그날짜 : 로그 날짜를 선택합니다.

4 자동삭제 : 로그파일 삭제 기간을 설정합니다.

      (삭제주기 : Off(삭제 안 함),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3 로그파일을 통한 사용기록 저장/확인

(MS-6800 로그 확인)

1 3

2 4



 

스피커 기본 16회선, 최대 160회선 확장1
기본 1회선으로 ECS-6216MS를 추가 연결하면 160회선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Sp #1

Sp #1

Sp #160

Sp #16 ECS-6216MS
(Emergency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Emergency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Emergency Combination System)

PX-6216을 연결하여 16IN 8OUT의 오디오 입출력 매트릭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동시에 8개 지역에 각각 다른 음원을 송출할 수 있는 8원화 방송이 가능합니다.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ZONE...

ZONE...

ZONE...

ZONE 157

ZONE 158

ZONE 159

ZONE 160 MAX

Up to 160 Zone control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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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RE SENSOR : 소방수신반 접점에 의한 화재지역 대피방송 송출

●  NORMAL SENSOR : 접점에 의한 설정지역 BGM 방송 송출

●  EP-MIC : 접점에 의한 설정지역 EP-6216의 비상 MIC 송출 

●  PRESET MODE : 접점에 의한 프리셋 설정 지역 송출 

●  위의 네가지 모드를 통해 접점을 이용한 다양한 방송이 가능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로컬지역과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접점입력포트 (ECS-6216MS후면)

화재접점, 일반접점 등 입력접점 설정에 따라 외부장비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8원화 시스템)

2 입력접점 타입 설정



 

●  RM-6024는 기본 24개의 Key를 통해 출력을 제어

●  12개의 Key를 갖춘 RM-6012KP를 2개까지 추가해 출력확장

    ※ RM-6024 + 6012KP + 6012KP = 24CH + 12CH + 12CH = 48Key

CH 4

N0. 1~8

RME-6024 #1

RME-6024 #2

RME-6024 #3

RME-6024 #4

RM 1~8

RM 9~18

RM 17~24

RM 25~32

PX-6216

CH 1

CH 2

CH 3

CH 4

RM-6024 #4 RM-6024 #3

PX-6216

RM-6024 #2 RM-6024 #1

아날로그 : 최대 2대        디지털 1원화 : 기본 2대, 최대 16대        디지털 8원화 : 기본 4대, 최대 32대

➊ 

➋

➌
12CH24CH

RM-6024 RM-6012KP ➊ All 선택, Level Meter, 상태LED

➋ Chime/Talk 버튼

    모니터 스피커

➌ 지역선택 버튼

   총 24개

12CH

리모트 마이크 32대 확장3
- PX-6216에 RME-6108 4대를 연결하면 최대 32대의 리모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원화 시스템)

- ECS-6216P에 RME-6108 2대를 연결하여 최대 16대의 리모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원화 시스템)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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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대의 CLIENT PC를 이더넷 네트워크로 MAIN PC에 연결하여 시스템 방송제어 및 장비 동작상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1원화 Client PC는 1대 운용가능) 또한, Client PC에서 USB MIC를 이용한 리모트 

마이크 방송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 운영방식은 MS-6800서버프로그램 방식과 동일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버프로그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0 Page 참조)

4 CLIENT PC를 통한 원격제어

Main PC 및 제어 S/W

USB

Client PC 및 제어 S/W

Client PC 

DIGITAL MATRIX CONTROLLER

DIB-6000

RS-485

NETWORK

(MS-6800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실행화면)



 

실시간 컴퓨터 방송1

< 음원기기가 3개 이하인 경우 DIB-6000을 통해 PC제어가 가능합니다. >

< 볼륨제어 >

< 음원기기가 4개 이상인 경우 DLM-106을 통해 PC 제어가 가능합니다. >

< CD 동작 제어 >

< TUNER 동작 제어 >

< PC 음원 제어 >

CD & TUNER

DLM-106
제어 PC

시스템의 전체 음원 및 PC음원, CDP, TUNER 등의 각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CD & TUNER

PX-6216

PX-6216

제어 PC

USB

DIB-6000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설치 / 운용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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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기능2
음원선택, 출력지역선택, 방송시작 까지의 3단계 절차를 프리셋으로 저장하여 PC프로그램 상의 버튼이나 PX-6216 

전면의 버튼을 통해 원터치로 동작 시킬 수 있습니다.

PC 프로그램의 프리셋

PX-6216 프리셋 버튼

1

2

1

3

2

3

음원선택

Zone 선택 

방송시작

●  방송에 필요한 1, 2, 3 동작을 <프리셋> 버튼 하나에 저장하면 클릭 한번으로 방송 가능  

운용 프로그램에서 리모트 마이크의 키별 매크로 설정이 가능하여 사용환경의 변화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리모트 마이크 제어

●  기존 아날로그 방식(개별회선 선택)

1:1 Key 제어방식

●  Key별 1개 회선만 제어 가능

●  Macro 방식 (여러 회선 선택) 1:N Key 제어 방식

●  회선별 제어와 별개로 다른 Key에 Macro 제어 기능 

설정 가능

➊ ➊ 

➊ 

➋
➋

➋

➌

➌

➌

➍



 

예약 방송4
일정한 주기로 계속되는 시보나 안내방송을 운영 프로그램으로 예약하여 자동으로 스케쥴 방송이 가능하며 휴일은 

주기에 상관없이 비활성화가 가능합니다. (39, 41, 48 Page 참조)

  스케줄 방송 쉬는날 

●  스케줄 방송은 보통 일주일 단위로 셋팅되어 휴일에는 방송이 되지 

않도록 스케줄을 바꾸거나 스케줄 방송을 꺼두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  이제는 휴일목록 관리를 통해 휴일을 설정해 두면 그 날에는 스케줄

방송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되어 휴일마다 스케줄을 수정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습니다.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2. 특징

설치 / 운용 편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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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시나리오

비활성화

설정

설정

Fire Mode

비상방송 해제모드5
소방수신반에서 발생하는 오류신호 때문에 비상방송이 출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

(단선, 출력부 전원OFF) 을 사용하지 않고 PC컨트롤 만으로 간단하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

1F

2F

3F

4F

5F

6F

7F

비활성화 버튼으로
간단히 오동작 해제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EXITEXIT

1F

2F

3F

4F

5F

6F

7F

EXITEXITEXIT

오류신호에
의한 비상방송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

EXITEXITEXITEXITEXIT

1F

2F

3F

4F

5F

6F

7F

3F

4F
비활성화 버튼으로
간단히 오동작 해제

EXIT

EXIT

EXIT

EXIT

EXIT

EXIT

1F

2F

3F

4F

5F

6F

7F

오류신호에
의한 비상방송

장비간 CAT.5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배선으로 시공 편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전송거리는 최대 1km까지 가능하며 500m 이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6 CAT.5 케이블의 편의성



 

 모델명  :  PMC-6208 (Program Manual Controller)

 목   적  :  PC 오류 시 수동방송제어 

 기   능  :  RS-485 통신을 통해 PX-6216을  제어하는 장비 

              (음원 입출력 Matrix 제어, 볼륨조정, EQ 등 조정)

 개 요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3. 사용방법

수동 제어 PMC-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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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anual Controller

디지털 PA 시스템인 6000 8원화 시스템을 PC없이 수동제어하기 위한 장치로 <PX-6216에 내장된 기능을 원격제어>

하는 장비입니다.   

PX-6216의 주요 기능인 오디오 입/출력 매트릭스, 오디오 입/출력에 대한 볼륨, EQ 등을 대형 LCD창을 통해 확인하며

로터리 스위치를 통해 수동제어할 수 있습니다.

Graphic  LCD : 화면의 Mode를 표시

로터리 스위치 : 커서 이동 및 볼륨조절용

Menu  : Main 화면으로 이동

◀ ▶  : 커서 이동용

Enter  : 커서 이동 후 실행용

ESC  : 전 단계로 메뉴이동

모드스위치 : AUTO, PC모드, PMC모드를 설정

Service단자 : 제품 유지보수용

Upgrade Port : 펌웨어 업그레이드용

Reset  : 장비 초기화 스위치

Data In/Out : DIB-6000과 PX-6216에 연결하는

     통신단자

전원 입력 : DC 24V 전원단자

3

2

1

9

8

7

6

5

4

10

11

12

3

21

10987

654

11 12

주요기능

 1. GRAPHIC EQ : 출력 8채널에 대한 7밴드 EQ조절

 2. PC 제어모드, PMC 제어모드, 자동모드 :  볼륨 및 EQ 조절 시 사용 됩니다.

 3. 입력 볼륨설정 및 제어 : 입력  16채널에 대한 볼륨 Up / Down 제어

 4. 출력 볼륨설정 및 제어 : 출력  8채널에 대한 볼륨 Up / Down 제어

 5. 입력, 출력 채널에 대한 오디오 설정 :  입력된 오디오를 원하는 출력채널로 송출하도록 설정 / 조정하거나 입력음원을

    최대  4개까지 믹싱 가능



 

주의

● 최초 시스템 설치 시 PC (MS-6800)를 이용하여 PX-6216의 장비설정을 해야합니다.

● PMC-6208 수동제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PX-6216의 SW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 PMC-6208 수동제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CS-6216MS의 SW버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Ver 0.1.0.16)

 시스템  구성도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3. 사용방법

수동 제어 PMC-6208

SPEAKER LINE CHECKER (SC-6224) 
스피커 선로 감시 (OPTION)

EM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WALL
SPEAKER COLUMN

SPEAKER

화재수신반

BATTERY CHARGER (PB-6207)

POWER DISTRIBUTOR (PD-6359)

DIGITAL MATRIX CONTROLLER 
(PX-6216)

PROGRAM MANUAL CONTROLLER 
(PMC-6208)

CONTROL PC

DI BOX (DIB-6000)

REMOTE MIC

DIGITAL TUNER (TU-6200)

VOICE FILE (PV-6232)

WEEKLY TIME (PW-6242A)

음 원 부

전 원 부

EMERGENCY PANEL (EP-6216)

제 어 부

FAULT DETECTOR (AFD-6218)
앰프감시 (OPTION)

증 폭 부

MONITOR PANEL (PM-6228) FIRE SENSOR RECEIVER (ES-6132R)
R형 화재수신 ( OPTION )

R형

P형

출 력 부

MICROPHONE

MICROPHONE

CD PLAYER (CD-610U)

NETWORK TUNER (NTU-100)

MULTI SOURCE PLAYER (CD-6208)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
외부접점 연동 (OPTION)

수동제어 (OPTION)

USB

외부접점

DIGITAL POWER AMP (DPA-3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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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800을 이용해 시스템의 EP, 화재접점, ECS출력, 그룹, 프리셋, Timer 등의 시스템 기능세팅

PX-6216의 소프트웨어 버전 업데이트 (Ver 0.0.0.2), ECS-6216MS의 SW 업데이트 (Ver 0.1.0.16) 필요

 PMC-6208의 메뉴 중 <Mode>를 선택하여 운용

MS-6800

DIB-6000

CONTROLUSB

PX-6216 (Matrix Controller)

 상세기능 설명

 * 평상 시 PC로만 운영 가능하며 PC 고장 시 PMC 모드로 자동변경

 * PC로만 제어가능

 * PC고장 시 PMC 모드로 사용

 PMC-6208을 이용한 음원 입출력 채널조정 및 볼륨 조정 후 <ECS-6216MS>에서 Zone을 선택하여 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MS-6800

DIB-6000 PX-6216 (Matrix Controller)PMC-6208 (Manual Controller)

ControlControlUSB

MS-6800

DIB-6000 PX-6216 (Matrix Controller)PMC-6208 (Manual Controller)

ControlControlUSB

MS-6800

DIB-6000 PX-6216 (Matrix Controller)PMC-6208 (Manual Controller)

ControlControlUSB

MS-6800

DIB-6000

ContrUSB

ECS-6216MS (EM Combination)PX-6216 (Matrix Controller)PMC-6208 (Manual Controller)



 

  System Remote MIC Station
RM-6024는 원거리 지역에서 6000 시스템을 컨트롤 하여 마이크, 차임, BGM 방송을 하는 장비입니다.

RM-6012KP는 RM-6024의 키 패드를 확장하는 장비입니다.

RM-6024 RM-6012KP

● 24개 컨트롤 키

24개의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 키 패드 확장

RM-6012KP를 2대까지 사용하여 24개의 컨트롤 키를 48개 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 Zone Macro 기능

PC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각 버튼마다 Zone Macro 기능이 있어  한 

개의 버튼에 여러개의 지역을 묶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 방송

 고사양의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고음질의 방송이 가능합니다.

● CHIME 방송

 CHIME 기능을 사용하여 방송 전, 후에 방송시작, 종료를 알려줍니다.

● AUX 입력

AUX 입력 단자를 통해 외부의 음원을 MIXING하여 방송이 가능합니다.

● 출력 레벨 LED

LED 레벨 메터 표시기를 통해 출력되는 신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송 상태 표시 기능

전원/통신이상/우선순위 방송 상태를 LED로 표시하여 쉽게 리모트 

앰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벨

방송 출력 지역의 식별을 위해 지역 선택 버튼 옆에 라벨부착이   

가능합니다.

● CAT5 케이블

CAT5 케이블을 이용하여 DATA와 AUDIO를 하나의 라인에 전달하여 

시공 및 유지보수가 간편합니다.

● 볼륨컨트롤

MIC/CHIME/AUX 개별 볼륨을 통해 입력되는 소스의 볼륨 조정이 

가능합니다.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3. 사용방법

리모트 마이크 RM-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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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REAR PANEL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DC 전원 입력 단자

ADDRESS 스위치

DATA & AUDIO 단자

MIC/AUX/CHIME 볼륨

AUX 입력 단자

3

2 5

1 4

ALL 버튼

콘덴서 마이크

출력 레벨 LED

상태표시 LED

CHIME 버튼

3

2

1

5

4

TALK ON/OFF 버튼

ZONE 표시 LED 및 라벨

지역 선택 버튼

사이드 패드

확장 키패드 (RM-6012KP)

8

7

6

10

9



 

  SPECIFICATIONS
모 델 명 품   명

채널 24CH

통신 방식 RS-422 (최대거리 1km)

오디오 성능

MIC

INPUT SENSTIVITY -58dB

THD+N 0.5% 이하

FREQUENCY RESPONSE 120Hz ~ 20kHz

S/N 50dB 이상

AUX

INPUT SENSTIVITY -10dB

THD+N 0.5% 이하

FREQUENCY RESPONSE 120Hz ~ 20kHz

S/N 60dB 이상

사용온도 -10℃ ~ +40℃

사용전압 DC 24V

중량 (세트)
RM-6024 1.2kg

RM-6024KP 250g

외형 (세트)
RM-6024 456(W) x 65(H) x 200(D) mm

RM-6024KP 137(W) x 54(H) x 155(D) mm

※ 외형도

6
5

199
456

120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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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마이크 RM-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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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Mic / Line)
DATA (RS-485)

  APPLICATIONS



 

1

1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5

9

2

3

4

·PC의 MP3 & CD-ROM 음원 재생

·CDP/TUNER 기기 음원 재생

·시나리오 방송의 동작상태를 설정, 해제, BYPASS 로 표시

·설정 : 비상접점 입력시 시나리오 방송의 동작이 설정된 상태

·해제 : 비상접점 입력시 일반 비상방송의 동작이 설정된 상태 

·Bypass : 시나리오 방송을 동작중 시나리오 방송을 멈추고 일반 비상방송 방송으

로 전환

·1개의 버튼으로 여러 개의 존을 한번에 선택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버튼으로 장비

설정창에서 GROUP 버튼마다 존을 지정하여 사용 (그룹버튼 16개 지원)

·전원 공급기를 ON/OFF 제어하는 버튼으로 전원공급기가 OFF 되어 있을 때에만 

사용 가능

·AFD : 앰프 동작/절체 상태 모니터링, 실시간 점검 

·PB : 베터리 충전 전압/전류 상태 모니터링

·PD : AC/DC 전원 공급상태 모니터링, ON/OFF제어 

·SC : 스피커 선로상태 모니터링, 실시간 점검

·각 장비의 동작상태를 모니터링 및 제어 창 

·비상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비인 PB-6207의 모니터링 화면으로 충전 전압/전류 

상태를 표시

음원제어

EM 시나리오 방송 상태

그룹 선택

전원 공급기 버튼

장비 모니터링 버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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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10

11

12

9

13

14

15

·출력별 현재의 방송모드를 나타내는 창으로 EM > FIRE > TIMER > RM > BGM 으로 

구분하여 표시

·지역선택 스위치를 BGM 방송(PS)이 아닌 비상방송(ES)으로 전환하는 버튼

·CLIENT PC에서 PC 마이크를 연결하여 방송을 하는 버튼으로 SERVER PC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방송을 출력할 Zone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개별 Zone과 장비 별로 선택이 가능

·잠금 : 보안을 위한 키로 잠금 상태일 때는 모니터만 가능하며 ID/PW 입력후 조작 

가능

·통신 : PC와 DIB의 통신상태 표시

·원격제어 : SERVER PC와 CLIENT PC의 통신상태 표시

·PC TIMER 예약 방송 기능으로 예약된 시간에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된 음원을 재

생할 수 있음

·FIRE SENSOR 로 동작하는 비상 시나리오 방송을 수동으로 동작시키기 위한 화면

창을 나타내는 버튼

·FIRE SENSOR 오 동작으로 인한 방송 출력 존을 수동으로 ON/OFF 제어하기 위한 

화면창을 나타내는 버튼

·Fire 접점 입력에 대한 메크로 설정 및 비상 시나리오 작성 (시간, Zone, 음원)

·지역이름 설정, 그룹 설정, RM 메크로 설정

·포트설정, ID/PW 설정, 시스템 로그확인, 기타 장비 설정 및 선번장 관리

시스템 모드 표시

EM 모드 전환 버튼

PC MIC 동작 버튼

Zone Control 화면

상태표시 아이콘

스케줄러

Fire Mode
▶수동 시나리오 버튼

▶비활성화 버튼

EM 라우터

장비 설정

설정 및 확인



 

1

7

8

9
10 11 12 13 14

2

3

4

5 6

1 2

3

4

5
·CDP/Tuner/Deck/내부 BGM 음원 조작

·입력 16개/출력 8개의 볼륨 조정

·출력 8 개의 7 Band EQ 조정

·음원선택 > 출력 Zone 선택 > 방송시작 3단계를 프리셋 버튼하나로 동작

·8원화 출력별 현재의 방송모드를 나타내는 창으로 EM > FIRE > TIMER > RM > 

BGM 으로 구분하여 표시

·전원 공급기를 ON/OFF 제어하는 버튼으로 전원공급기가 OFF 되어 있을 때에만 

사용 가능

·지역선택 스위치를 BGM 방송 (PS) 이 아닌 비상방송 (ES) 으로 전환하는 버튼

소스기기 조작 Preset 설정

방송 상태

전원 공급기

비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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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11

12

13

13

·1원화와 기능 동일 (8원화는 현재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방송할 음원소스 선택

·매크로 기능으로 2개 이상의 음원을 한번에 선택 가능

·방송을 출력할 Zone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개별 Zone과 그룹 별로 선택이 가능

·잠금 : 보안을 위한 키로 잠금 상태일 때는 모니터만 가능하며 ID/PW 입력후 조  

작 가능

·통신 : PC와 DIB의 통신상태 표시

·원격제어 : SERVER PC와 CLIENT PC의 통신상태 표시

·쉬운 편집과 정보 저장 및 불러오기

·자주 사용하는 방송패턴을 설정하여 저장

·EM Sensor 입력에 대한 Macro 설정 및 대피

·방송 시나리오 작성 (시간, Zone, 음원)

·장비 입출력, 존 이름, 그룹, RM매크로, 접점연동, EP-MIC/시보기 매크로, 음원매

크로의 다양한 소스 설정

·통신포트, Login 계정, Log 내용확인, 기타설정 등에 대한 정보 확인 및 변경

비상 방송

음원 선택

Zone Control 화면

상태표시 아이콘

스케줄러

프리셋 설정

EM 라우터

장비 설정

환경 설정



 

·그룹설정을 통하여 자주사용하는 Zone 별로 그룹을 지어 한번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11

2
2

3

3 4

4

5

5
6

6

7

7

장비설정 선택

그룹설정 선택

그룹선택

그룹 이름 입력

그룹별 존 선택

저장

방송 존 선택시 그룹으로 선택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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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그룹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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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설정을 통하여 음원선택, 존 선택, 방송시작의 3단계가 한번에 동작됩니다. 

1

2

6

4

1

3

5

2

4

3

5

6

7

7

프리셋 창을 선택하여 프리셋 저장 상태를 

확인 및 프리셋 이름을 변경가능

저장할 프리셋 번호선택

음원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후 프리셋 설정

※ 설정시의 음원선택, 방송 존 과 함께 볼륨값과 EQ 설정값도 같이 
저장됩니다.

※ PX-6216의 전면 PRESET 버튼을 사용하여 동일하게 동작가능

Zone 선택 

방송시작

프리셋을 더블 클릭하면 방송 시작

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프리셋 설정 및 활용



 

·접점 매크로 설정을 통하여 접점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11

2
2

3

3 4

4

장비설정 선택

접점설정 선택

접점이 입력될 ECS-6216MS 장비 번호선택 

접점 번호 및 센서 동작타입 선택

※ 동작타입(F,N,E,P)에 따른 설정과 동작이  다릅니다.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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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접점 매크로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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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10

6 7

8

9

5

5

5

5

6

7

8

9

10

F : 화재접점으로 설정시

N : 일반접점으로 설정시

E : EP-MIC 설정시

P : PRESET 설정시

접점 번호별 화재방송 존 선택

일반접점 Macro 선택

접점 번호별 EP-MIC 방송지역 선택

미리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을 사용하므로 4번 동작으로 설정이 완료

매크로 번호 선택 

음원 선택

Zone 선택 

설정 저장

접점번호 별 매크로 번호선택

※ 설정 후 접점입력시 화재비상방송

※ 설정 후 접점입력시 BGM 방송

※ 설정 후 접점출력 장비를 이용하여 접점입력후 EP 6216 MIC로 방송

※ 설정후 접점입력시 설정되어 있는 프리셋 동작



 

·RM 버튼별로 한 지역이 아닌 매크로 설정으로 방송 동작이 간편합니다.

11

2
2

3

3 4

4
5

5

6

7

6

7

8

장비설정 선택

RM 설정 선택

사용할 RM 번호 활성화 (ON/OFF)

매크로 설정할 RM 장비번호 선택

매크로 설정할 버튼 선택

버튼별 Zone 선택

설정 저장

RM 마이크에서 키패드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설정한 Zone이 선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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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RM 매크로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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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TIMER 예약 방송 기능으로 예약된 시간에 원하는 지역으로 설정된 음원을 재생할수 있습니다.

1

2

2

1

3

3

4

4

휴일관리

목록관리

예약명, 예약시간, 방송음원

스케줄링 선택

방송지역 설정

예약설정 저장 

휴일관리를 통해 휴일을 지정해 놓으면 지정된 날짜에

는 방송이 되지 않습니다.

목록관리를 통해 예약리스트 편집 및 요일별 복사/삭제

가 편리합니다

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스케쥴링 설정 및 활용



 

·RM 버튼별로 한 지역이 아닌 매크로 설정으로 방송 동작이 간편합니다.

11

2

2

3
6

4

5

6

7

3
4

5

7

장비설정 선택

시나리오 방송을 설정할 접점
(SENSOR) 

번호를 선택

접점입력후 방송이 시작될 시간을 설정 

방송할 (PV-6232장비)오디오 파일번호를 선택

방송할 Zone을 선택

추가버튼으로 리스트에 추가

설정 저장

※ 3-6을 반복하여 시간 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리스트를 완성합니다.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3. 사용방법

운영소프트웨어 MS-6800 (8원화) - EM 시나리오 방송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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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9

시나리오 사용 설정

설정 저장

※ 설정방법은 일반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접점입력이 2개 이상 동시에 동작할 경우 특별시나리오

에 설정된 대로 동작합니다.

화재수신반의 접점 출력 오류시 잘못된 접점 입력을 차

단하는 버튼으로 에러대응이 간편합니다.



 

● 상업시설은 각 층마다 판매분야 및 용도가 다른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역/층별 용도에 따라 방송구역을 세분화하여 방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방제센터, 인포메이션,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음원을 

제어하고 유연한 음원 방송이 가능한 6000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 입니다.

Application 상업시설 (1원화)
(백화점, 대형 쇼핑센터, 멀티플랙스 영화관, 병원 등)

1층 잡화

로비

푸드코트

사무실

주차장

2층 생활용품

3층 의류
방송실

운영센터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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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교육시설물의 특성상 주기적인 알림 방송과 다양한 음원 소스를 즉각적으로 활

용하기 용이해야 하며, 특화된 공간 (교무실, 방송실, 다목적실 등) 에서 각 지역별로 

음원 송출과 비상시 대피 방송으로 상황을 대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출력지

역 선택을 언제,어디서나 PC를 통해 자유롭게 제어 할 수 있는 유연한 기능을 제공

하는 6000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 입니다. 또한, 다원화 장비 (PX-6216) 추가를 통

해 학년별 개별 방송을 지원합니다.

Application 교육시설 (8원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연수원 등)

5원화
교무실

6원화
1학년

7원화
3학년

8원화
강당

4원화
2학년

3원화
운동장

2원화
행정실

1원화
특별실

방 송 실



 

● 각 교육시설물의 특성상 주기적인 알림 방송과 다양한 음원 소스를 분리하여 방송이 

가능해야 하며, 특화된 공간(강당, 다목적실)등에 음원 장거리 전송장비(DAC-288)와 

연동하여 고품질 음원을 다목적실/강당에도 방송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출력지역을 

8원화로 분리가 가능하고, 고품질 오디오(SR)과 연동이 가능하여 강당이나 다목적실

에도 방송 송출 및 제어가 가능한 6000 시스템과 고품질(S.R) 연동이 최적의 시스템

입니다.

Application 교육시설 (S.R)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연수원  등)

방 송 실

교무실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5학년

시청각실

강당4학년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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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시설은 각 층마다 판매분야 및 용도가 다른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

라 각 지역/층별 용도에 따란 방송구역을 세분화하여 방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

한, 각 층마다 광고, 선전을 위한 방제센터, 인포메이션, 서비스센터 등 영상방송과 연계되어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오디오/영상방송이 가능한 6000 + 영상송출 (S-Media) 이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Application 교육/상업시설 (AV)
(학교, 연수원, 백화점, 쇼핑센터, 영화관, 병원 등)

운영센터

방송실

1층 잡화

2층 생활용품 3층 의류

고객센터

A/V 홍보관

이벤트 홀바케트 홀

주차장



 

6000 SYSTEM

PX-6216

POWER AMPLIFIER

ECS-6216MS

Ethernet(TCP/IP)

Ethernet(TCP/IP)

Ethernet(TCP/IP)

Fiber Optic(Single Mode : 28km)

외부접점

RM-6011D

RM-6011W

전관방송

장거리 전송

고품질(S.R) 연계 구성2CH
(Stereo)

2CH
(Stereo)

4CH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블럭도 - 6000 시스템 + 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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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SYSTEM

PX-6216

POWER AMPLIFIER

ECS-6216MS

Ethernet(TCP/IP)

Ethernet(TCP/IP)

Ethernet(TCP/IP)

Fiber Optic(Single Mode : 28km)

외부접점

RM-6011D

RM-6011W

전관방송

장거리 전송

고품질(S.R) 연계 구성2CH
(Stereo)

2CH
(Stereo)

4CH



 

S-Media

RM 1 + CD

HEM-6500

CV-400

Giga SW

Giga SW

To. HEADEND

SB-300

SB-304HD

SB-300HD

HD 카메라

교실 TV

교실 스피커

DIB-6000

RM-6024/6012KP

RM-6024/6012KP x 3

TUNER

MIC + CD RM 2

RM 3 CD

RM 4 PC TIMER

컨트롤 PC

화재수신반

통합방송

16 채널 입력

HD(급)소스

HD 모듈레이터

HD 스위쳐/믹서

SD(급)소스 HD(급)서버

영상방송 부분

전관방송 부분

8원화 방송 출력

MS-6800
6000 SYSTEM

POWER AMPLIFIER

DPA-300D x 4

VOICE FILE

HD A/V MIXER

HDMS-0808

EMERGENCY PANEL

RS-485

HD 4CHHD

HDMS-0404H

PX-6216

Program Manual Controller
(PMC-6208)

RME-6108

ECS-6216MS
8원화 오디오
매트릭스

Matrix (16 x 8)

16채널 Mixer
(In/Out VR, EQ)

PC Control

Relay Group

Speaker Selector

EM Selector

Terminal Board

비상수신 및
지역 확장 장치

ES-6132R

P형 접점 입력

R형RES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블럭도 - 6000 시스템 + 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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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dia

RM 1 + CD

HEM-6500

CV-400

Giga SW

Giga SW

To. HEADEND

SB-300

SB-304HD

SB-300HD

HD 카메라

교실 TV

교실 스피커

DIB-6000

RM-6024/6012KP

RM-6024/6012KP x 3

TUNER

MIC + CD RM 2

RM 3 CD

RM 4 PC TIMER

컨트롤 PC

화재수신반

통합방송

16 채널 입력

HD(급)소스

HD 모듈레이터

HD 스위쳐/믹서

SD(급)소스 HD(급)서버

영상방송 부분

전관방송 부분

8원화 방송 출력

MS-6800
6000 SYSTEM

POWER AMPLIFIER

DPA-300D x 4

VOICE FILE

HD A/V MIXER

HDMS-0808

EMERGENCY PANEL

RS-485

HD 4CHHD

HDMS-0404H

PX-6216

Program Manual Controller
(PMC-6208)

RME-6108

ECS-6216MS
8원화 오디오
매트릭스

Matrix (16 x 8)

16채널 Mixer
(In/Out VR, EQ)

PC Control

Relay Group

Speaker Selector

EM Selector

Terminal Board

비상수신 및
지역 확장 장치

ES-6132R

P형 접점 입력

R형RES



 

DC24V

PBX

LAN

Portable 
player

CD-6208(BGM)

ARM-911

PSI-5120ARM-911W

PC

PC

RM-911D
RS-422+AUDIO

RM-911D

RM-911W

RM-911W

DIB-6000

PX-6216

RM-6024

DPA-300D

DPA-300D

DPA-300D

DPA-300D

ARM-911A

ECS-6216MS

PC
DIB-60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결선도 - ARM-911A + 6000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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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6228

PE-6103

TU-6200

CD-6208

PC-6335

PP-6213

PW-6242A

PV-6232

EP-6216

PO-6106

RME-6108

ER-6116

ECS-6216P

ECS-6216P

SC-6224

ES-6132R

AFD-6218

DPA-230DC

PA-6336

(SPARE)

PB-6207

PD-6359

RM-6024

DIB-6000

PC

RM-6024

DIB-6000

PCRM-01

PM-6228

PE-6103

TU-6200

CD-6208

PC-6335

PP-6213

PW-6242A

PV-6232

EP-6216

PO-6106

RME-6108

ER-6116

ECS-6216P

ECS-6216P

SC-6224

ES-6132R

AFD-6218

DPA-230DC

PA-6336

(SPARE)

PB-6207

PD-6359

AUDIO 라인

ANT 라인

SPEAKER

RS-422,485 라인

RS-232 라인

DIGI-LINK 라인

접점 라인

FIRE 라인

결선도 - 디지털 1원화



 

PM-6228

PE-6103

TU-6200

CD-6208

CD-6208

PC-6335

DLM-106

PV-6232

EP-6216

RME-6108

PX-6216

ECS-6216MS

SC-6224

ES-6132R

AFD-6218

DPA-230DC

PA-6336

(SPARE)

PB-6207

PD-6359

RM-6024

DIB-6000

PC

RM-6024

DIB-6000

PCRM-01

PM-6228

PE-6103

TU-6200

CD-6208

CD-6208

PC-6335

DLM-106

PW-6242A PW-6242A

PV-6232

EP-6216

RME-6108

PX-6216

ECS-6216MS

ECS-6216MS ECS-6216MS

SC-6224

ES-6132R

AFD-6218

DPA-230DC

PA-6336

(SPARE)

PB-6207

PD-6359

AUDIO 라인

ANT 라인

RS-422,485 라인

RS-232 라인

DIGI-LINK 라인

접점 라인

FIRE 라인

SPEAKER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4. 응용사례

결선도 - 디지털 8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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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

PM-6228

PE-6103

CD-611

TU-610

PC-6335

PP-6214

TP-6231

EP-6216

ES-6116

PX-6116

PS-6116

PA-6324

PA-6324

RG-6116

TB-6116

PB-6207

PD-6359

PM-6228

PE-6103

CD-611

TU-610

PC-6335

PP-6214

TP-6231

EP-6216

ES-6116

PX-6116

PS-6116

PA-6324

PA-6324

RG-6116

TB-6116

PB-6207

PD-6359

결선도 - 아날로그



 

CD-6208
● 24bit/192KHz 대응하는 DAC 칩으로 고 음질 오디오 실현

● 3빔 방식의 최첨단 메커니즘 사용

● MP3/WMA 대응, 강력한 녹음기능

● MEMORY DISK, USB, INSTANT PLAY, AUTO PLAY, PITCH 

CONTROL, RS-232C 기능

● DIGITAL 출력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280(D) mm

MULTI SOURCE PLAYER

CD-610U
● 3빔 방식의 최첨단 메커니즘 사용

● MP3/WMA/WAV 대응

● USB, AUTO PLAY 기능

● AMX, CRESTRON INTERFACE (RS-232C) 지원

● DC 24V 전원 사용 가능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280(D) mm

CD/MP3/WMA PLAYER

NTU-100
● 국내/외 인터넷 라디오 수신가능

● 웹을 통한 라디오 재생, 정지, 초기화, 재시작, 

● 예약방송 시간 및 라디오 채널설정 가능

● 예약방송 시 접점출력을 통한 외부장비 연동 가능

● 최대 40개의 고정라디오 채널 내장 및 사용자 20개 채널 

 추가 기능

● 암호설정 및 로그기록을 통한 보안 및 장비관리

● 사용전압 : AC 220~240V 50/60Hz

● 규격 : 482(W) x 44(H) x 280(D) mm

NETWORK TUNER

●  FM / AM 스테레오 튜너

●  FM/AM 40개의 방송 주파수 기억

●  자동 선국 기능이 있어 방송국을 자동으로 선택 가능

●  AMX, CRESTRON INTERFACE (RS-232) 지원

●  아날로그 출력 : STEREO (XLR, RC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280(D) mm

TU-6200 STEREO TUNER

소스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5.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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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6335
● 무신호 녹음 기능

●  NORMAL DUBBING 기능

●  DIGI_LINK 기능으로 원격제어 가능

●  녹음 및 재생 LEVEL CONTROL VOLUME

●  6 DOT INPUT/OUTPUT LED LEVEL METER

●  사용전압 : AC 220V 60Hz, DC 24V

●  규격 : 482(W) × 132(H) × 280(D) mm

STEREO DOUBLE CASSETTE DECK

PE-6103
● 3가지 기능의 차임과 평탄 및 파상레벨의 사이렌을 갖추고 

있어 다양하게 사용가능

● 2TONE, 4음계 차임은 아름다운 음색으로 방송 시작과 종료

시의 신호음으로 적절히 사용가능

● 평탄 및 파상 2가지 음을 선택할 수 있어 비상 경계경보 혹

은 각종 훈련정보로 사용하시기에 적합

CHIME / SIREN

PW-6242A
●  16kHz Sampling Rate의 15종 멜로디 채용

●  보이스 파일(PV-632)과의 RS-232C 통신을 통한 

     INTERFACING 기능

●  메모리 보호 기능으로 정전시 장시간 기억 내용 보존

●  PC 프로그램 사용시 더욱 간편하게 예약 설정 가능 

    (최대 999개)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280(D) mm

WEEKLY PROGRAM TIMER

● MP3 방식의 256kbps 샘플링을 사용하여 고음질의 음원을 

재생하고 녹음 가능

● 1GByte의 내장형 Flash Memory 채택으로 녹음 시간 대폭 확장

● USB 단자를 통해 PC와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PC에서 

파일(MP3 FILE)을 편리하게 Upload 및 Download 가능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380(D) mm

PV-6232 MULTI VOICE FILE

RM-6024
● 리모트 마이크로써 기본 24개의 키 설정

● MIC / AUX / CHIME에 대한 볼륨 조절

● 각각의 버튼마다 지역 매크로 설정 가능

● 확장 키 패드(RM-6012KP) 최대 2대까지 확장

● 통신방식 : RS-422

REMOTE MIC



 

RME-6108
● 리모트 마이크(RM-6024) 확장용 장비로써 최대 2대까지 

확장 가능

● PC SOFTWARE에서 리모트 마이크 우선순위 설정 변경 

가능

(기본 : CH1 > CH2 > CH3 > CH4 > CH5 > ..... > CH8)

● 기본적으로 리모트 마이크 8대 연결 가능하며, RME-6108 

확장시 최대 16대(RM-6024)까지 연결가능

REMOTE MIC EXTENDER

RM-6016
● 아날로그 전용

● 스피커 회선 콘트롤 기능

● 방송전 예고음 방송 가능, 4음계의 CHIME 채용

● 외부 신호 입력, 출력 레벨 LED, TALK CONTROL SWITCH

● 사용전압 : DC 24V

● MIC : CM-916

REMOTE MIC

DIB-6000
● PC와 통신 인터페이스를 위한 USB 단자

(USB TO SERIES 컨버터 내장, RS-485 통신)

● MIC / LINE 입력 및 볼륨 조절

● MIC / LINE 입력에 대한 우선순위 제어 가능

● UNBALANCE / BALANCE 신호변환 (LINE IN / OUT)

DIRECT BOX

소스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5. 제품 소개



 

6000 SYSTEM ▒ 61

NOTE



 

ECS-6216P
● 6000 시스템을 운용하는 메인 제어 장비로써 우선순위

에 따른 방송 제어

(Emergency > Timer > Remote 1 > Remote 2 > Main)

● 비상(ES) 및 일반방송(PS) 선택에 의해  출력 16채널에 

대한 방송을 원하는 채널에 송출 가능

● PC와 장비의 이원화로 PC가 없어도 자체 MANUAL 방송

이 가능

● 자동 화재 감지를 위한 FIRE SENSOR 입력(P형) 16채널

EM COMBINATION SYSTEM

● EM 시나리오 자동 방송 제어

● 99가지 음성 메시지 제어(음원은 PV-6232에 저장)

● 16 FIRE 접점에 대해 16개 시나리오(개당 64 Play List)

● PC에서 작성한 시나리오 정보를 내부 메모리에 저장

● 총 10대 확장(일반 시나리오 160개, 특별 시나리오 1개)

ER-6116 EMERGENCY ROUTER

● 전 지역 방송 상태 모니터링

(최대 160 Zone, RS-485 통신)

● 시스템 LOG 기록(EM, RM 방송에 대한 Text 및 

MP-3 파일 PC의 HDD에 저장)

● MP-3 LOG 파일 재생 전용 USB 스피커 연결 가능

● PC MIC(Client PC 전용) 마이크 방송 가능

● PC 음원(HDD)을 이용한 BGM 방송

● PC 음원(HDD), 소스기기(CDP)를 이용한 TIMER 방송

MS-6100 MANAGEMENT SOFTWARE

● 출력 지역 확장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는 장비로서 

ECS-6216P와 연동하여 최대 9대까지 확장이 가능

(16채널 X 9대 = 144 지역)

● 비상(ES) 및 일반방송(PS) 선택에 의해  출력 16채널에 

대한 방송을 원하는 채널에 송출 가능

● 자동 화재 감지를 위한 FIRE SENSOR 입력(P형) 16채널

ECS-6216S EM COMBINATION SYSTEM

컨트롤러 디지털 1원화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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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S-6216MS와 연동되어 8원화 방송이 가능한 메인 

시스템 컨트롤러

● PC SOFTWARE를 통해 제어되는 16X8의 오디오 

매트릭스 장비

● 7 BAND EQ, MUTE CONTROL, 입출력 볼륨제어, 믹싱

제어 기능

● RM 4대 연동가능(RME 확장을 통해 최대 32대 연동)

● PC와의 통신상태 장애시 6개의 프리셋을 통한 수동 방송 

제어

● 다양한 오디오 입력(COMBO, XLR, RCA)

● 시리얼 통신을 통한 3개의 음원 원격 제어 가능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ECS-6216MS

PMC-6208

● PX-6216과 연동하여 제어되는 시스템 존(ZONE) 컨트롤러

● 우선순위에 의한 방송 제어 가능

● 자동 화재 감지를 위한 FIRE SENSOR 입력(P형) 16채널

● 총 10대 확장으로 160존 제어 가능

(16 Zone X 10 Set = 160 Zone)

● RS-485 통신을 통한 채널 확장

● PC오류 시 PX-6216을 수동제어하는 장비

● 출력 8채널에 대한 Graphic EQ 조절

● 입력 16채널, 출력 8채널에 대한 볼륨조절

● 입력 10채널에 대한 출력채널 설정 및 믹싱제어

EMERGENCY COMBINATION SYSTEM

PROGRAM MANUAL CONTROLLER

MS-6800
● 매트릭스를 통한 지역 개별 방송 지원(최대 8원화)

● 방송내역 로그 저장 가능

● 전 지역 방송 상태 모니터링

(최대 160 Zone, RS-485 통신)

● PC MIC(Client PC 전용) 마이크 방송 가능

● PC 음원(HDD)을 이용한 BGM 방송

● PC 음원(HDD), 소스기기(CDP)를 이용한 TIMER 방송

● 소스기기(CDP, TUNER) 원격 제어 가능

MANAGEMENT SOFTWARE

컨트롤러 디지털 8원화



 

DPA-Series

●  2 Unit Size 고출력 CLASS-D PA 앰프

●  국내 최초 1200W, 900W 출력 구현

●  SMPS 전원을 사용한 고효율 / 저중량 구현

●  "전압 클램프 승압형 컨버터 기술" 특허취득

 (특허번호 : 10-1349906)

● 획득한 인증서 KS, KCC, CE, CSA C-US, FC, GOST

●  기존 아날로그 앰프 대비 최대 1/7 수준의 소비전력

●  DC 24V 운영 시에도 정격출력 가능

●  SNR 103dB, THD 0.03% 고음질 구현

●  8종의 다양한 출력, 다양한 채널의 Line-Up으로 

   용도에 맞게 선택의 폭이 넓음

     1채널(S): 300W / 600W / 900W / 1200W (4종)

     2채널(D): 300W+300W / 600W+600W (2종)

     3채널(T): 300W+300W+300W (1종)

     4채널(Q): 300W+300W+300W+300W (1종) 

●  우선순위 입력 지원 (Priority 오디오 입력) 

●  스위치를 이용한 100V / 70V 출력 선택 가능

●  AC/DC 겸용 전원 설계 (DC 24V)

●  접점을 이용한 Power On/Off Control 가능

●  사용전압: 220V/60Hz, DC 24V

●  규격 : DPA-300S/600S/300D

           482(W) x 88(H) x 397(D)mm 

           DPA-900S/1200S/600D/300T/300Q

           482(W) x 88(H) x 450(D)mm 

DIGITAL POWER AMPLIFIER
DPA-300S / 300D /  300T / 300Q/ 600S / 600D / 900S / 1200S 

DPA-5075M
●  적립형 모듈 타입

●  4+1채널, 예비 앰프 전환 기능

●  디지털 앰프 및 SMPS 채택으로 저소비 전력,

 저발열 설계

●  각 모듈별 독립전원(SMPS) 설계 

●  AC 220V 및 DC 24V 구동

●  HPF(High Pass Filter) : 65Hz / 400Hz(-3dB)

●  시그널 매핑 기능

●  출력 브릿지 기능

DIGITAL MULTI AMPLIFIER

DPA-130/230DC
● 1 UNIT COMPACT SIZE 설계

● 고출력 PA 앰프 (채널당 300W)

● 비상 방송용 전원(DC 24V) 완벽 대응

● 독립형 멀티 채널 앰프

● 신기술, 고품질 설계

● 완벽한 보호회로

● 400Hz 하이패스 필터 채용 (65Hz / 400Hz)

● 사용전압: 220V/60Hz, DC 24V

● 규격: 482(W) x 44(H) x 420(D)mm 

POWER AMPLIFIER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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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6312
●  저잡음 고출력 회로 채택 95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와 

 120W RMS 정격 출력시 의율 1%이하의 성능 발휘

●  400Hz, High Pass Filter 내장, 필요시에 Filter Switch를 

 ON하여 저역 잡음 제거

●  사용전압 : AC 220V 60Hz, DC 24V

●  규격 : 482(W) x 132(H) x 280(D) mm

POWER AMPLIFIER

PA-6324
● 저잡음 고출력 회로 채택 95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와 

 240W RMS 정격 출력시 의율 1%이하의 성능 발휘

●  400Hz, High Pass Filter 내장, 필요시에 Filter

 Switch를 ON하여 저역 잡음 제거

●  사용전압 : AC 220V 60Hz, DC 24V

●  규격 : 482(W) x 132(H) x 280(D) mm

POWER AMPLIFIER

PA-6336
● 저잡음 고출력 회로 채택 95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와 

 360W RMS 정격 출력시 의율 1%이하의 성능 발휘

● 400Hz, High Pass Filter 내장, 

 필요시에 Filter Switch를 ON하여 저역 잡음 제거

● 사용전압 : AC 220V 60Hz, DC 24V

● 규격 : 482(W) x 132(H) x 280(D) mm

POWER AMPLIFIER

PA-6348
● 저잡음 고출력 회로 채택 95dB 이상의 신호대 잡음비와 

 480W RMS 정격 출력시 의율 5%이하의 성능 발휘

● 이득 조절 볼륨으로 정격출력의 -12dB 

 (출력전압의75%) 까지 가변

● 400Hz, High Pass Filter 내장, 

 필요시에 Filter Switch를 ON하여 저역 잡음 제거

● 사용전압 : AC 220V 60Hz, DC 24V

● 규격 : 482(W) x 132(H) x 280(D) mm

POWER AMPLIFIER



 

● 화재 자동 경보기와 연결하여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

● 무인 방송 기능은 내부의 자동 방송(음성 합성 및 사이렌) 

장치나 외부의 자동 방송 장치와 연결하여 사용하고, 

외부 자동 방송은 자동 방송 장치와 연결하여 무인 

● 상태에서도 방송이 가능

● 내부 자동 방송 시에는 화재 발생시 초기에 사이렌이 방

송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 방송을 시작하는 동작 

상태가 반복

● 점검 및 시험을 위한 스위치가 부착

EP-6216 EMERGENCY PANEL

● 각 출력을 LED 미터로 표시하도록 3색 칼라로 장치, 랙 

전체의 출력 레벨 확인 가능

● 본 기기 중앙하단의 채널 선택스위치로, 8대의 파워앰프

를 선택하여 각각의 출력 레벨 확인과 모니터 동시가능

● 사용중인 파워앰프의 출력이 8개 채널로 각각 표시

● 고출력 스피커를 사용하여 명료하고 풍부한 음량으로 각 

파워앰프의 출력상태를 확인

● 음량 조절스위치를 절환하여,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

PM-6228 MONITOR PANEL

AFD-6218
● 각 채널에 연결된 앰프의 동작 상태를 설정된 체크시간 

간격에 맞춰 자동으로 체크

● 각 채널에 연결된 앰프의 동장 상태를 전면 LED를 통해 

표시

● 앰프 체크시 이상(Fault)이 발생한 채널은 예비(Spare) 

앰프로 자동 전환

● 자동 체크하는 시간 간격을 5가지로 설정 가능

● 8채널 AMPLIFIER FAULT DETECTOR

● 앰프 이상(Fault) 발생 시 부저(Buzzer) 동작 및 접점 출력

● 윈도우 프로그램을 통한 상태 모니터링 및 체크

(RS-485 통신)

AMP FAULT DETECTOR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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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6224
● 각 채널의 LED 상태로 스피커 선로 이상유무 확인

●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스피커 선로의 체크 시간 간격을 

5분부터 200분까지 설정하여 자동 반복 테스트 가능

● 스피커가 연결되지 않은 채널은 테스트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채널의 테스트를 방지

● 스피커 라인 체크 시 고주파 테스트 신호를 사용함으로

써 체크 중 청취자에게는 들리지 않음

● 스피커 임피던스 측정 오차 범위를 10% 또는 20%로 간

단하게 선택가능

SPEAKER LINE CHECKER

● 일반 전화선(국선)이나 전화 교환기를 통한 내선과 본 장

비를 연결시 일반 전화기, 핸드폰, 공중 전화 등을 사용

하여 PAGING 방송가능

● 2선식 : 일반 전화기와 같은 방식

● 4선식 : 내선에서의 교환기와의 INTERFACE 방식

 (2W E&M)

● SECURITY, DELAY TIME의 SETTING 유무와 정상 상태 

표시

● 전화기 END 신호 감지 기능

●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방송 연결 메시지는 사용자가 직접 녹음하여 사용 가능

● 타 장비에서 시리얼 통신 단자를 통해 본 기기를 제어 가능

●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 가능

●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방송 운용 모드를 선택 가능

● 방송 연결 메시지를 운영자가 직접 녹음하여 사용 가능

(최대 20초)

TP-6231 TELEPHONE PAGING

● 외부 노이즈 등에 강한 32채널 릴레이 출력 접점을 채용하여 

신뢰성을 확보

● Link 기능을 통하여 128채널(4대)까지 확장

● RS-422, RS-485, RS-232C 등 다양한 통신 입력에 대응

● 화재수신반의 제조사 및 층별 데이터 등을 현장에 적용하여 

데이터를 세틸할 수 있는 WINDOW 프로그램 제공

● 별도의 화재정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채널별 동작을 

수동으로 자체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직상발화 테스트 가능

ES-6132R FIRE SENSOR RECEIVER



 

● MIC LINE MIXER로 RACK에 장작할 수 있는 4 SIZE로 설

계되어 있으며, AC 전원 및 DC 전원에서 동작이 가능

● 마이크, 텐테이블, 카세트데크, CD, 튜너 등 어떠한 음원

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믹서로 특히 4채널은 스테레오로 

설계

● TRIM VR과 TRIM SWITCH  및 PECK LED를 이용하여 입

력신호를 적절하게 조절

● 3밴드의 이퀄라이저로서 마이크, 스피커, 실내구조 또는 

취향에 따라 음질 및 음색을 조절

LM-6414 MIC LINE MIXER

● 만충전(26.4V)으로 설정된 전압에 의해 방전 상태에 따라 충

전 전류를 자동 제어하여 충전되므로 배터리 보호가 가능하

며 조작이 간편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88(H) x 280(D) mm

PB-6207 BATTERY CHARGER

PP-6213
● 9개의 채널 입력과 마스터 출력, 기기의 편리한 사용을 

위한 2개의 서브출력 및 출력음량 조절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1개의 녹음용 출력이 내장

● 외부 효과기기를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외

부기기 입력 기능이 내장되어 있으며, 모든 입력에 최우선적

으로 출력되는 우선순위 입력이 각각 2채널씩 내장

●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음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각 입력채널

에 3밴드(HIGH, MIDI, LOW) 그래픽 이퀄라이저 내장

PRE AMPLIFIER

PG-6104
● 매트릭스 기기와 연결하여 REMOTE, TIMER, 비상 방송 

등이 입력될 때 자동으로 신호를 절환

● 입력된 신호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우선순위가 늦은 신호

를 차단하고 우선순위가 가장 빠른 신호만 출력

● 학교, 호텔, 백화점 등 4원화 방송이 필요로 할 때 사용 가능

하도록 입력 4회로 출력 4회로 구성

● 방송중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각 

입력 신호별로 LED를 부착하여 식별이 용이

PROGRAM EXCHANGER

공통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5. 제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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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출력 회로에 전자 밸런스 회로를 채택하여 입력/출

력의 임피던스 영향을 받지 않음

● 출력회로에 특성이 우수한 OP AMP를 채용하여 잡음 특

성 및 레벨 변화가 없음

● 출력 채널별로 음량조절 볼륨이 내장되어 주변기기의 입

력 레벨을 손쉽게 조절

● 입력에 들어오는 신호의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공급되는 

신호의 상태를 확인

● 각 출력의 신호의 상태를 표시함으로서 각 출력의 상태

를 확인

● 입력/출력 회로에 XLR 잭을 사용하여 시공 및 설치가 용이

PO-6106 PROGRAM DISTRIBUTOR

PF-6302
● PA 시스템 랙의 내부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작동하여 랙 시스템 내부의 열 상승을 방지

● 초 고감도 온도감지 소자를 사용하여 온도 감지 특성이 

매우 우수

● 정지(OFF), 수동(MANUAL) 또는 자동(AUTO) <35˚C> 스

위치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동작

● 저소음 FAN을 사용하여 2대의 FAN이 고속으로 회전해

도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AUTO BLOWER

PD-6359
●  관련기기 동작을 위한 AC OUTLET와 DC 24V 전원 공급단

자 부착

●  DC 사용시 AMP를 9대 연결할 수 있는 AMP 각각의 DC 단

자 부착

●  교류전원출력 : SWITCHED : 2000Wx3, UNSWITCHED

    :700Wx1

●  직류전원출력 : DC 24V, 5A

●  사용전압 : AC 220V 60Hz

●  규격 : 482(W) x 132(H) x 280(D) mm

POWER DISTRIBUTOR

ARM-911
●  10개의 비상 메시지 즉시 방송 기능

● SD 카드 Copy 기능

●  MP3 재생 기능

●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어 기능

●  RS-232C를 이용한 제어 기능

●  TEL IN (DTMF) 기능

●  AUX 입력 감도 선택 기능

AUTOMATIC REMOTE MESSAGE



 

DAC-288
● Audinate DANTE Network Audio 기술 적용.

● 최대 지연 10ms 이하 실시간 오디오 전송.

● 8채널 오디오 입력과 출력 지원.

● 각각 8개의 접점 입출력 송수신 지원.

● RS-232C 통신신호 송수신 기능 지원.

● S/N 90dB이상, THD 0.1이하의 고음질 오디오 전송 가능.

● 사용전압: AC 220V/60Hz, DC 24V

● 규걱: : 482(W)×88(H)×280(D)mm

DANTE  AUDIO CONTROLLER

FTA/FRA-108S
● 광 케이블을 이용한 최대 28km의 원거리 전송장비

● 24Bit, 48kHz로 변조된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는 고품질

 오디오 신호 제공(S/N 90dB 이상 THD 0.01% 이하) 

● PAD 스위치(-10dB)를 통하여 입력감도 조절가능 

● 옵션 모듈을 통하여 접점 및 데이터 송수신 가능

● AC/DC 이중 전원단자로 현장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OPTICAL TRANSMITTER / RECEIVER

AOE-212N
● Ethernet망을 이용한 장거리 전송장비

● 다중전송 기능 (WAN 1:20, LAN 1:70)

● 2 채널 오디오 양방향 전송

● 데이터(422/232/8x8 접점IO) 전송

● 고품질 오디오 S/N 92dB 이상, THD 0.1% 이하

● 사용전압: AC 220V/60Hz, DC 24V

● 규격: 482(W)×44(H)×280(D)mm

AUDIO OVER ETHERNET

INS 제품 소개 - 전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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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항   목 사    양

오디오 8채널  단방향

Data
RS-232C, RS-422 (CT/CR-100M)

RS-485 (CT/CR-600ECS)

접점 8CH IN/OUT (옵션모듈)

오디오 2채널  양방향

Data RS-232C, RS-422

접점 8 CH IN/OUT

1:20 (WAN), 1:70 (LAN)   -  전용망 사용 권장

오디오 8채널  양방향

Data RS-232C

접점 8 CH IN/OUT

PC를 통한 제어 및 모니터링 (전용 소프트웨어)

FTA-108S / FRA-108S(18km)

Optical 전송

TCP/IP 전송

DANTE 네트워크 전송

AOE-212N(LAN, WAN)

DAC-288(LAN)

AOE-212N 후면

오디오 입력 (2CH) 접점 입/출력 (8CH)

오디오 출력 (2CH) 데이터

FTA-108S 후면
FRA-108S 후면

오디오 입/출력 (1~8) 데이터 입/출력 (옵션) 접점 입/출력 (1~8) (옵션)

DAC-288 후면
1

2 3 10
7 8 9 6

4

전원

전원 스위치

DC 24V

8채널 오디오 입력부

1

2

3

4

5

Mic/Line 입력 레벨 선택 스위치

8채널 오디오 출력부

RS-232C 통신단자

Primary Dante 네트워크 단자

7

8

6

5

5
11

12

Secondary Dante 네트워크 단자

9개 접점 입력부

8개 접점 출력부

입력 레벨 조정기

10

9

11

12

12



 

FTA-108S 후면

오디오 입력(1~8)

광
 케
이
블

데이터 입력
(옵션)

접점 입력(1~8)
(옵션)

FRA-108S 후면

오디오 출력(1~8)

데이터 출력
(옵션)

접점 출력(1~8)
(옵션)

CT-100M / CT-100M
접점 8CH
8BUS용 RS-422

CT-600ECS / CT-600ECS
접점 8CH
6000용 RS-485

CT-600RM / CT-600RM
접점 8CH
RM-6024용 RS-422

* 전송장비는 기본적으로 TX 장비와 RX 장비가 1 : 1 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접점 및 통신용 전송모듈은 옵션 품목임

●  오디오 2채널 단방향 전송, 오디오 1채널 양방향 동시전송, RS-232C, RS-485, 접점 8CH 단방향 전송

●  UNICAST, MULTICAST 구성 가능

AOE-212N 후면
(송신측)

RS-232C, RS-422 연결

TCP/IP (CAT5.e)

From. 오디오 신호 2CH 입력

접점신호 8CH 입력

AOE-212N 후면
(수신측)

접점신호 8CH 출력

To. 오디오 신호 2CH 출력 RS-232C, RS-422 연결

INS 제품 소개 - 전송장비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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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SR Amp

SR Speaker

제어용 PC

DAC-288

DAC-288

Local #1

Local #2

본 관

오디오 Serial 통신

접점 네트워크

Dante Audio Controller (DAC-288) 시스템 구성도



 

DAC-288

자체방송 및 별관동에 대한 원격방송 본관동에서 송출한 방송 출력

본관동

UTP Cable (Cat5e.Cat6)

F/O Cable (SM-4C)

CONTROL PC

IP TRANSMITTER (AOE-212N)

DAC-288

광 TRANSMITTER (FTA-108S) 오디오,접점 

MICROPHONE 

REMOTE MIC 

오디오,접점 IP TRANSMITTER (AOE-212N)

광 TRANSMITTER (FRA-108S)

DIGITAL POWER AMP

SPEAKER SELECTOR(PS-6116)

별관1

SPEAKER

P형 화재수신반

광 (FTA-108S), IP (AOE-212N), Dante (DAC-288) 장비를 이용한 원격제어 사례

●  전송솔루션을 통해 원격지(옥외 및 독립된 건물 등)에 오디오/접점 신호 전송

●  전송된 오디오 신호를 앰프로 증폭

●  전송된 접점 신호를 통해 원하는 회선에 방송 송출

●  본관의 PC 또는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별관의 특정 회선에 방송송출 가능

●  IP 전송장치는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배관배선 없이 설치가능 (고정IP, 전용선)

INS 구성도 - 광 / IP 전송솔루션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6. IN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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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관 1본관동

별관 2

별관 3

오
디
오
 (8), 접

점
 (8), D

A
TA

F/O Cable (SM-4C)

F/O Cable (SM-4C)

접점

접점

FRA-108S
광 RECEIVER 

DPA-300Q
DIGITAL POWER AMPLIFIER

PS-6116
SPEAKER SELECTOR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PO-6106
PROGRAM DISTRIBUTOR

DPA-230DC
DIGITAL POWER AMPLIFIER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SPEAKER

SPEAKER

오디오

접점

OPTICAL
Control PC

DIB-6000

FRA-108S
광 RECEIVER 

SPEAKER

DPA-300Q
DIGITAL POWER AMPLIFIER

PS-6116
SPEAKER SELECTOR

FTA-108S
광 TRANSMITTER 광분배함 (FDF)

DATA, 접점
출력 모듈

접
점

후면 접점
입력 단자

ALL, GR1,
GR2

DATA, 접점
입력 모듈

광 전송장비 (FTA-108S)를 이용한 원격제어 사례

●  전송솔루션을 통해 원격지(옥외 및 독립된 건물 등) 여러 지역에 오디오/접점 신호 전송

●  전송된 오디오 신호를 앰프로 증폭

●  전전송된 접점 신호를 통해 원하는 회선에 방송 송출

●  본관의 PC 또는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별관의 특정 회선에 방송송출 가능

●  송신과 수신이 1:1 방식 연결이므로 여러지역으로 신호 송출 시 장비수량이 Pair 단위로 증가

INS 구성도 - FTA-108S/FRA-108S



 

자체방송 및 별관동에 일부장비를 

설치하여 통합제어

앰프 및 ECS-6216MS만 설치

본관동

UTP Cable (Cat5e.Cat6)

F/O Cable (SM-4C)

F/O Cable (SM-4C)

CONTROL PC

IP TRANSMITTER (AOE-212N)

광 RECEIVER (FRA-108S)

광 TRANSMITTER (FTA-108S)
(전송모듈필수)

(전송모듈필수)

(전송모듈필수)

오디오,접점,DATA 

오디오,접점,DATA 

CDP/DECK,TUNER 

MICROPHONE 

REMOTE MIC 

REMOTE MIC

오디오,접점,DATA IP TRANSMITTER (AOE-212N)

광 TRANSMITTER (FTA-108S)

광 RECEIVER (FRA-108S)

별관1

P형 화재수신반 P형 화재수신반

광 전송장비 (FTA-108S)를 이용한 원격제어 사례

●  전송솔루션을 통해 원격지(옥외 및 독립된 건물 등) 에 오디오/접점/데이터 신호 전송

●  전송된 오디오 신호를 앰프로 증폭

●  전송된 데이터 신호를 통해 원하는 회선에 방송 송출 (ECS-6216MS에 연결)

●  본관의 PC 또는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별관의 특정 회선에 방송송출 가능

● 송신과 수신이 1:1 방식 연결이므로 여러지역으로 신호 송출 시 장비수량이 Pair 단위로 증가

●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별관에서 본관 시스템 제어 (오디오 및 Data 전송)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6. INS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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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동 별관 1

별관 2

오
디
오
 (8), 접

점
 (8), D

A
TA

F/O Cable (SM-4C)

F/
O
 C
ab
le
 (S
M
-4
C
)

RS-485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RS-485

RS-485

RS-232C

FRA-108S
광 RECEIVER 

DPA-300Q
DIGITAL POWER AMPLIFIER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PO-6106
ADA

DPA-230DC
DIGITAL POWER AMPLIFIER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SPEAKER

오디오

RS-485

OPTICAL

화재수신반

화재수신반

화재수신반

Interface Unit

Control PC
DIB-6000

FRA-108S
광 RECEIVER 

PAC-5000
COMBINATION AMP

FTA-108S
광 TRANSMITTER

광분배함 (FDF)

DATA, 접점
출력 모듈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FTA-108S
광 TRANSMITTER

DATA, 접점
입력 모듈

P형 

P형 

P형 

광 전송장비 (FTA-108S)를 이용한 원격제어 사례

●  전송솔루션을 통해 원격지에 설치된 독립 시스템(PAC-5000)에 오디오 신호 전송

●  I/F 장비를 통해 전송된 Data 또는 접점신호로 PAC-5000을 제어 및 방송송출

●  송신과 수신이 1:1 방식 연결이므로 여러지역으로 신호 송출 시 장비수량이 Pair 단위로 증가

INS 구성도 - FTA-108S/FRA-108S



 

본관동 별관 1

접점

U
TP C

able (C
at5, C

at6)

접
점

오디오

오
디
오

후면 접점 입력 단자

화재 / 일반 접점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PO-6106
ADA

DPA-230DC
DIGITAL POWER AMPLIFIER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SPEAKER

오디오

접점

TCP/IP
(Ethernet)

화재수신반

Control PC
DIB-6000

SWITCHING HUB

접점 입/출력
(8CH / 8CH)

오디오 입/출력
(2CH / 2CH)

DATA
(RS-232, 422)

PX-6216
DIGITAL MATRIX CONTROLLER

센서번호 프리셋

DPA-230DC
DIGITAL POWER AMPLIFIER

ECS-6216MS
EM COMBINATION SYSTEM

SPEAKER

6000
(8원화)

AOE-212N
IP TRANSCEIVER 

AOE-212N
IP TRANSCEIVER 

NETWORK
(WAN, LAN)접점 입/출력

(8CH / 8CH)

오디오 입/출력
(2CH / 2CH)

DATA
(RS-232, 422)

IP 전송장비 (AOE-212N)를 이용한 원격제어 사례

●  전송솔루션을 통해 원격지에 설치된 독립 시스템(6000 8원화시스템)에 오디오/접점 신호 전송

●  전송된 오디오 신호는 우선순위 제어를 위해 EP 또는 PG로 입력

●  별관장비에 입력된 일반접점 신호를 통해 미리설정된(Preset) 음원이 설정된 지역에 송출

●  본관의 PC 또는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별관의 특정 회선에 방송송출 가능

 Public Addres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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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오디오, 접점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DATA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접
점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
디
오
, 접
점

본관

본관 F.D.F
(광 분배함)

시스템 장비

DAISY CHAIN

FTA

FRAFRA FTAFRA FTA

별관 별관2 별관3

IN OUT IN INOUT

SM 1C SM 1C

장
애

장애 장애

본관

본관 F.D.F
(광 분배함)

시스템 장비

FTA

FRAFRAFRA FTA

별관 별관2 별관3

IN OUT IN INOUT

광 케이블
2C

광 케이블
2C

FTA

Daisy Chain 방식 선로연결

●  선로단락 시 후속 연결장비 장애발생

●  싱글모드 광 케이블 1Core 포설

INS 구성도 - 광 케이블 배선방식



 

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Send Return 방식 선로연결

●  선로단락 시 선로전환을 통해 

후속장비 선로 전환

●  싱글모드 광 케이블 2Core 포설

본관

본관 F.D.F
(광 분배함)

시스템 장비

DAISY CHAIN

FTA

FRAFRA FTAFRA FTA

별관 별관2 별관3

IN OUT IN INOUT

SM 1C SM 1C

장
애

장애 장애

본관

본관 F.D.F
(광 분배함)

시스템 장비

FTA

FRAFRAFRA FTA

별관 별관2 별관3

IN OUT IN INOUT

광 케이블
2C

광 케이블
2C

FTA

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6. INS 연동

INS 구성도 - 광 케이블 배선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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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CAST 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오디오, 접점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DATA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접
점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
디
오
, 접
점

본관동 별관 1

별관 2별관 3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오디오, 접점

DATA FRA-108S
광 RECEIVER 

시스템

오디오 (8채널), 접점(8채널), DATA

광분배함(FDF)

광분배함(FDF)

F/O Cable (SM-4C)

FTA-108S
광 TRANSMITTER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오
디
오
 (
8
),
 접
점
 (
8
),
 D
A
TA

FRA-108S
광 RECEIVER 

광분배함(FDF)

시스템
FTA-108S

광 TRANSMITTER

본사

지사 20

지사 1

지사 2

지사 5

지사4

지사3

AOE-212N
IP TRANSCEIVER SWITCHING HUB

화재수신반

INTERFACE UNIT

오디오 (2채널), 접점 (8채널), DATA

AOE-212N
IP TRANSCEIVER

SWITCHING HUB

오디오, 접점

시스템

AOE-212N
IP TRANSCEIVER

RS
-2
32
C

SWITCHING HUB

접점

PAC-5000
COMBINATION AMP

NETWORK
(WAN,LAN)

WAN (WIDE AREA NETWORK) 1:20

UTP CABLE
(Cat5e,Cat6)

본사

본사

AOE-212N
IP TRANSCEIVER

SWITCHING HUB

2채널 오디오 양방향 전송 
8채널 접점 단방향 전송 
DATA 전송 (RS-232C, 422)

UTP CABLE
(Cat5e,Cat6)

AOE-212N
IP TRANSCEIVER

SWITCHING HUB

NETWORK
(WAN)

WAN (WIDE AREA NETWORK) 1:1

AOE-212N
IP TRANSCEIVER

SWITCHING HUB

오디오 (2채널), 접점 (8채널), DATA

UTP CAB
LE

(Cat5e,C
at6)

NETWORK
(LAN)

LAN (LOCAL AREA NETWORK) 1:70

지사 1

지사 2

지사 64

지사

MULTICAST

UNICAST

INS 구성도 - TCP/IP 선로구성



 

● 1원화 방송은 여러 음원(마이크 및 CD 등) 중 선택된 음원이 모든 지역에 방송되며 특정 지역에 

다른 방송을 송출할 경우 기존 방송중이던 지역의 방송이 차단됩니다. 

● 다원화 방송이란 여러 장소에 다른 음원(마이크 및 CD 등)을 동시에 방송하는 기능입니다.

 다원화 방송은 음원의 수량과 음원을 앰프에 분배하는 컨트롤러의 bus 출력 수량에 의해 

 8원화, 12원화, 24원화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bus 출력을 각각 앰프로 증폭해야 다원화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8000 시스템은 8원화 방송이 가능합니다.

앰프

앰프

앰프

앰프

컨트롤러

컨트롤러

음원

선택

MIC

CD-1

CD-2

CD-1

MIC

CD-1

CD-1

CD-1

CD-2

릴레이

릴레이

MIC

MIC

CD-1

CD-1

CD-2

CD-2

앰프

앰프

 다원화 방송이란?

● 매크로(Macro) 기능이란 1개 key(버튼) 또는 접점 1개를 

통해 여러 개의 출력 지역(zone)을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PA 시스템에서는 1개의 key로 1개의 출력지역

(zone)을 제어할 수 있는 1:1 key 선택 방식이었으나 소프

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PA 시스템은 1개의 key에 여러 개의 

출력지역(zone)을 묶음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용 편의

성을 높였습니다.

● 매크로 기능을 통하여 하나의 키가 하나의 존이 아닌 하

나의 키로 원하는 존을 선택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매크로 기능이란?

 Public Address System

6000 System 7. 기술 일반 사항

다원화, 매크로, 통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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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이란?

 스위치나 릴레이의 on/off 상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예) 평상시에 릴레이의 두 단자가 Open 상태이다가 특정 기능을 실행할 때 두 단자를 short 

상태로 만들어 주면 접점을 받는 장비에서 접점단자의 변화를 감지하여 시스템의 동작을 제어

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  무접점이란?  

 기계식(릴레이) 접점 대신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실효적으로 회로를 개폐하도록 한 정지

형 계전기 입니다. 접점 출력을 통해 외부장비의 전원제어 및 전동설비에 대한 동작제어, 전송

장비(AOE, FTA, DAC) 등을 이용한 원거리 장비 제어신호 송출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 RS-232C / RS-422 / RS-485 비교

●  RS-232C는 미국전자공업협회(EIA) 권고 표준 중 하나로 컴퓨터와 주변장치 간 상호접속을 위

한인터페이스 표준입니다. RS는 권고된 표준 (Recommended Standard)의 약어이고, 232는 그 

특정규격에 대한 식별번호입니다. C는 RS-232 규격에 최종버전을 나타냅니다.

●  RS-422은 컴퓨터와  단말장치사이를 직렬통신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도록 하는 표준 통신

규격입니다. 

●  RS-232C의 거리 및 전송속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RS-485는 RS-422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장치간 데이터 송수신방식인 것과 다르게 최대 수신

장비가 32개에 이르고 데이터의 단방향/양방향 전송을 모두 지원합니다.

RS-232C RS-422 RS-485

전송방식 Full Duplex Full Duplex Half Duplex

연결 가능 장비수 1 : 1 1 : 10 32

최대 연결거리 약 15m 약 1.2km 약 1.2km

최고 통신 속도 250kbps 10Mbps 10Mbps

커넥터 규격 D-SUB 9 Pin 자유 규격 자유 규격

케이블수 3 core 4 core 2 core

 통신 방식

➊ ➊

➊ ➊

#1
TxD 2 3 RxD

RxD 3 2

7 7GND

TxD

#2
RS 232

#1

#1

TRANSMITTER
RECEIVER

T(A)

Data(A)

T(B)

Data(B)

R(A)

R(B)

R(A)

R(B)

T(A)

T(B)

#2

#2

RS 422

RS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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