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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고 합리적인 선택,

디지털 PA 앰프의 새로운 기준

안정적으로 앰프를 구동하기 위해서 선로공사업체에서는 여유율을 계산하여 필

요보다 높은 출력의 제품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피커 설치에 대한 시장을 

반영하여 디지털 DPS 시리즈를 개발하였습니다. DPS는 기본적으로 실제 사양

의 출력보다 여유율을 둘 수 있도록 앰프에 내장 설계되어 있습니다. 허용치 범

위 내에 출력이라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경

제적으로 안정적인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DPS 시리즈는 기존 아날로그 앰프의 출력보다 낮은 출력군까지 갖추고 있

어 활용도가 높으며. 듀얼 채널 앰프 라인업까지 보유 하고 있습니다. 전관방송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 백화점, 공공기관부터 대규모 주상복합, 연구단지

까지 다양한 규모의 지역에서 디지털 파워 앰프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고품질의 

방송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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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원화 방송이 필요한 경우 앰프의 설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선로(층, 지역 등) 별로 1CH의 앰프를 설치

하거나 혹은 2CH 이상의 다채널 앰프를 설치하고 채널을 나누어 설치해야 합니다. 

모든 방송의 선로를 하나의 앰프로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는 스피커 선로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 층 및 전 지역에 영향을 끼

쳐 원활한 방송 시스템의 운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송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서 각 선로 별로 채널

을 분리하여 앰프를 설치해야 합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다른 층이나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여 안전하

고 신뢰성 있는 비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맞는 DPS SERIES

DPA-000xx

DPS-000xx

· 1CH : 240W/ 300W / 360W/ 600W/ 720W/ 900W / 1200W (7종) 

        ▶ DPS-240S / 360S / 480S / 720S , DPA-300S / 600S / 900S / 1200S 

· 2CH : 240W / 300W / 360W / 480D / 600W (5종) 

        ▶ DPA-300D / 600D , DPS-240D / 360D / 480D 

· 3CH : 300W (1종) ▶ DPA-300T 

· 4CH : 150W / 300W (2종) ▶ DPA-150Q / 300Q 

· 8CH : 50W (1종) ▶ DPA-50E

출력 채널

[업무용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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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S 시리즈는 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널(1CH, 2CH)과 다양한 출력 라인업(240/360/480/720W)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앰프가 설치되는 공간의 규모와 필요한 음원의 수, 다원화 여부, 선로의 구성 등에 따라 디지털 앰프의 채널과 

출력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음질의 BGM 방송 시스템이 필요한 로비와 같은 공간에

는 넉넉한 출력을 가진 480W의 DPS-480S(1CH)과 DPS-

480D(2CH)을 권장합니다. 또한, 높은 출력으로 고품질의 

음악 재생이 가능한 2Way 동축 스피커 CS-660MH를 추

천합니다.

지하주차장과 같이 넓은 공간 전체에 하나의 음원으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1CH의 디지털 파워 앰프 

DPS-720S가 적합합니다. 이 때 스피커는 넓은 공간에 

선명한 안내 방송을 전달할 수 있는 CU 시리즈를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뛰어난 음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240W

360W

480W

720W

적은 출력의 디지털 앰프가 필요한 일부분을 개보수한 공

간이나 소규모 공간의 경우는 DPS-240S(1CH)과 DPS-

240D(2CH)을 추천합니다.

중규모의 사무시설 및 교육 시설과 같이 전관방송 시스템

이 필요한 공간에는 DPS-360D(1CH)과 DPS-360D(2CH)

을 권장합니다.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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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별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환경에 맞는 제품선택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디지털 앰프

DPS 시리즈는 PA 앰프 기능을 저출력으로 구현하여 안정적인 구동을 자

랑합니다. 시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두 가지 채널(1CH, 2CH)로 구성하였

으며, 다양한 출력의 인터엠 디지털 파워 앰프 라인업을 통해 다양한 규모

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품 외관을 개선하여 기존의 전관 방송 장

비보다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240W 360W 480W 720W

Analog Amplifier
240W × 2

[Analog]

DPS-240D Digital Amplifier
240W

[Digital]

FEATURES

인터엠의 디지털 앰프는 기존의 아날로그 앰프에 비하여 놀랍도록 적은 전력으로도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으며, 

발열이 적고 무게도 가벼우므로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통한 100V/70V 선택 가능

OPTLESS 설계를 통해 High-Z 출력을 구현하여 각 채널의 스위치를 통해 

100V/70V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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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방송용 DC 24V 전원 완벽 대응

DPS 시리즈는 AC/DC 이중전원 설계가 되어 있어, 정전 등으로 인해 AC 전원에 이상이 발

생할 경우에도 배터리를 통한 DC 24V 공급이 가능합니다. DC 전원은 비상전원이므로, 전

원 스위치의 ON/OFF 여부와 관계 없이 동작합니다. 또한, DC 전원 동작 중 AC 전원이 정

상적으로 복구될 시 자동으로 AC 전원으로 전환하여 구동됩니다.

<평상 시> <AC 전원 차단 시>

AC 100-240 V

DC 24 V Battery

AC 100-240 V

DC 24 V Battery

정전 등 돌발적인 전원차단 

우선순위(Priority) 입력을 통한 비상방송 재생 가능

DPS 시리즈의 우선순위(Priority) 기능을 이용하면 비상 시 자동적으

로 경보방송이 출력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후면의 PRIORITY 단

자에 접점이 입력될 경우, PRIORITY 단자로 입력된 신호가 PGM 입력

보다 우선하여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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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동작 표시 LED

AC/DC 전원의 공급 여부, STBY 상태, 각 채널 별로 SIG, -10 dB 출

력 레벨과 Clip, Protect 여부 등을 LED의 점등 상태와 컬러를 통해 

직관적으로 모니터링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 전면의 채널 별 볼륨을 

통해, 각 채널 별로 독립적인 음량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섬세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높은 S/N, 낮은 THD

DPS 시리즈는 100dB 이상의 높은 S/N과 0.1 % 이하의 낮은 THD로, 잡음 없이 선명하고 섬세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는 고품질의 상업용 앰프입니다. 따라서 최근 PA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BGM 재생에 매우 적합하여, 

쇼핑몰이나 백화점, 은행 등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 S/N : Signal to Noise (신호 대 잡음비)를 나타내는 값으로 수치가 높을 수록 잡음이 없는 깨끗한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 THD : Total Harmonics Distortion(전고조파 왜곡)의 약자로 수치가 낮을 수록 왜곡이 없는 소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BGM ♩♩
♩

♪

♪
♪ ♬

♬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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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으로 전원을 ON/OFF할 수 있는 AC REMOTE 기능 제공

장비 후면의 리모트 단자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장비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

비가 대기 모드일 경우 리모트 단자에 접점이 입력되면 장비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외부 접점 기기
접점 신호

1F 방재실 3F 사무실 DPS-시리즈

POWER ON/OFF

보호회로로 뛰어난 안정성 제공

DPS 시리즈는 입력 전압이 정해진 전압 범위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이를 감지하여 차단하는 OVP(Over-Voltage 

Protection), UVP(Under-Voltage Protection)와 Limiter, 과전류 차단 등의 다양한 보호 회로를 통해 극한의 상황에

서도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고장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 반드시 선로 체크 및 임피던스 체크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전
류

고전압

저전압



10

1CH DPS LINE-UP

Digital Power Amplifier
DPS-240S/360S/480S/720S

DPS-240S DPS-360S DPS-480S DPS-720S

정격출력 240W 360W 480W 720W

출력전압/임피던스
100V/41.7Ω 100V/27.8Ω 100V/20.8Ω 100V/13.9Ω

70V/20.4Ω 70V/13.6Ω 70V/10.2Ω 70V/6.8Ω

입력 감도 1V/10kΩ

T.H.D 
(AES17,1/8 Power)

0.5% 이하(AES17, 1/7 Power,1kHz)

신호 대 잡음비 
(20kHz LPF)

100dB 이상

주파수 응답 특성 
(1W, ±3dB)

60Hz~20kHz

사용온도 -10℃~40℃

사용 전원 AC 220-240V, 50/60Hz, DC 24V

소비 전력 130W 250W

중량 (세트) 6.9kg 7.96kg

외형 (세트) 482(W) × 88(H) × 371(D)mm
482(W) × 88(H) × 

424(D)mm

하나의 음원으로 방송하는 1원화 공간

한 선로당 하나의 앰프를 연결하는 공간을 위한 싱글 채널의 앰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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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NT PANEL

REAR PANEL

➊ AC, STBY, DC LED

➋ 신호 출력 LEVEL 표시기

➌ 음량 조절 볼륨

➍ 통풍구

➎ 전원 스위치

➊ AC 전원 단자

➋ DC 전원 단자

➌ AC POWER REMOTE 단자

➍ FAN 통풍구

➎ PRIORITY INPUT 및 접점 단자

➏ PRIORITY VOLUME 조절기

➐ 출력 단자

➑ OUTPUT VOLTAGE 선택 스위치

❾ PGM INPUT 단자

➊➋

➌

➍

➎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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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음원이 필요하여 다원화 방송을 하는 공간

한 선로당 하나의 채널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공간을 위한 듀얼 채널의 앰프입니다.

DPS-240D DPS-360D DPS-480D

정격출력 240W × 2 360W × 2 480W × 2

출력전압/임피던스
100V/41.6Ω 100V/27.7Ω 100V/20.8Ω

70V/20.42Ω 70V/13.6Ω 70V/10.2Ω

입력 감도 1V/10kΩ

T.H.D (AES17, 1/8 Power) 0.5% 이하 (AES17, 1/7 Power,1kHz)

신호 대 잡음비 (20kHz LPF) 100dB 이상

주파수 응답 특성 (1W, ±3dB) 60Hz~20kHz

사용온도 -10℃~40℃

사용 전원 AC 220-240V, 50/60Hz, DC 24V

소비 전력 130W 250W

중량 (세트) 7.4kg 8.25kg 8.23kg

외형 (세트)
482(W) × 88(H) × 

371(D)mm
482(W) × 88(H) × 424(D)mm

2CH DPS LINE-UP

Digital Power Amplifier
DPS-240D/360D/4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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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AC, STBY, DC LED

➋ 신호 출력 LEVEL 표시기

➌ 음량 조절 볼륨

➍ 통풍구

➎ 전원 스위치

➊ AC 전원 단자

➋ DC 전원 단자

➌ AC POWER REMOTE 단자

➍ FAN 통풍구

➎ PRIORITY INPUT 및 접점 단자

➏ PRIORITY VOLUME 조절기

➐ 출력 단자

➑ OUTPUT VOLTAGE 선택 스위치

❾ PGM INPUT 단자

➊➋

➌

➍

➎

 FRONT PANEL

REAR PANEL

➊ ➋ ➌ ➍

➎ ➏

➐ ➑ ❾

Digital Power Amplifier
DPS-240D/360D/48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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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TU-6200

CD-6208

PGM input

PRIORITY input

CU-42F
(Column Speaker)

CS-610F
(Ceiling Speaker)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우선 순위 비상 방송

매장, 업무용 빌딩과 같은 소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경우

매장, 업무용 빌딩 등 소형 건물에서 DPS 시리즈로 간편하게 방송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공지, 

BGM을 원거리에 전송하여 고품질의 방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 순위 기능을 이용하여 화재와 같은 재난 

시 비상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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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2

문화센터, 백화점, 멀티플렉스 등의 대형 건물에서 사용하는 경우

6000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체 통합 방송 및 제어는 물론, 각 공간별로 개별 방송이 필요한 문화센터, 백화점, 

멀티 플렉스 등의 대형 건물에 DPS 시리즈를 이용한 방송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재실에 설치된 

6000 시스템 에서 건물 전체에 음성, BGM, 비상 등의 통합 방송 및 제어가 가능하며, 16×8 오디오 매트릭스인 

PX-6216을과 릴레이 그룹 및 스피커 셀렉터인 ECS-6216MS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 선택적으로 음원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RM-6024

6000 System
CONTROL PC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PX-6216

DPS 시리즈

ECS-6216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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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3

다양한 이벤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이 필요한 경우

연수원, 마트와 같이 다양한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방송이 잦은 경우, ARM-911A와 DPS 시리즈를 이용하

여 간편한 방송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10개의 메시지를 저장하여 필요한 상황에 실시간 혹은 예약 방송을 

할 수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리모트 마이크를 통해 원격 안내 방송이 가능합니다.

CONTROL PC

CD-6208

ARM-911/TTS

PO-6106

DPS-360D

DPS-240S

DPS-240S

RM-911W

RM-911W

RM-911W

LOCAL #1

LOCAL #2

LOCAL #3

LOCAL #4

RM-9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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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4

공간별 분산 제어가 필요한 경우

학교, 쇼핑 센터와 같이 각 공간별로 각기 다른 음원을 재생하거나 안내메세지를 송출해야 하는 경우 오디오 매

트릭스 NPX와 DPS 시리즈를 이용하여 분산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제어 프로그램인 MP-8000

과 모바일 어플을 통해 매트릭스, 볼륨, DSP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간에 설치된 벽부형 제어기

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해당 장소에서 직접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고, 오디오 입력 및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ONTROL PC

ZONE 5

NLM-8000C WS-30T
x 8EA

ZONE 6

NLM-8000C WS-30T
x 8EA

ZONE 7

NLM-8000C WS-30T
x 8EA

ZONE 8

NLM-8000C WS-30T
x 8EA

ZONE 1

NLM-8000C WS-30T
x 8EA

ZONE 2

NLM-8000C WS-30T
x 8EA

ZONE 3

NLM-8000C WS-30T
x 8EA

ZONE 4

NLM-8000C WS-30T
x 8EA

NPX-8000

NRM-8000A

DPS-240D
x 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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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5

별관으로 원거리 방송을 하거나, 건물을 증축하여 통합 제어가 필요한 경우

다른 건물 혹은 멀리 떨어진 지역에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나, 각 지역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의 제어가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컨버터와 DPS 시리즈를 통해 간편하게 통합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별관, 메인 건물로 ARM-911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메인 건물의 방송을 별관에서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메인 건물, 별관, 경비실과 같이 원거리의 분리된 공간들을 GUI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IM-CD-6208

IM-TU-6200

6000 ANALOG 메인 건물

별관

IM-RM-6016

IM-RM-6016

IM-EP-6216

IM-ES-6116

IM-PS-6116I

IM-DPS 2CH

IM-NPX-8000

IM-GES-162

경비실

IM-DPS 1CH

IM-ARM-911A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IM-GES-162

IM-DPS-720S

IM-RG-6116

Network

NETWORK SERVER

(Network Switch)
IM-GES-162

NETWORK CONVERTER

NETWORK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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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CHING PRODUCTS

전관방송 시스템

CS 시리즈 Ceiling Speaker

CU 시리즈 Column Speaker

WS 시리즈 Profession Compact Wall Speaker

6000 아날로그 시스템 6000 1/8원화 시스템 NPX 시스템

WS-15T WS-30T WS-50T WS-80T

Power
Select

8Ω 15W 30W 50W 80W

100V 15W 30/15W 50/25W 80/40W

 구분 출력 IP

CU-20 옥내용 10W/20W/40W -　

옥외용 10W/20W/40W IP34

CU-40 옥내용 10W/20W/40W -　

옥외용 10W/20W/40W IP34

옥외용
U 브래킷

10W/20W/40W IP34

정격입력 재질 (난연/비난연) 모양 (Shape)

1W A Advanced (향상된) Q Square (사각)

3W F Noneflammable (난연재질) C Clip (클립)

5W M Metal (알루미늄) E Exposure (노출)

10W
H High Power (뮤직실링) -

15W
20W 예 1) CS-610 : 실링 6.5인치 드라이버, 10W / CS-610M : 실링 6.5인치 드라이버, 10W, 메탈

예 2) CS-301FC : 실링 3인치 드라이버, 1W, 난연, 클립형태
30W
8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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