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PX SERIES
Digital Power Amplifier

1CH : DPX-300S/600S/900S/1200S
2CH : DPX-300D/600D
4CH : DPX-300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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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X 시리즈는 인터엠 베스트셀링 모델인 DPA 앰프의 장점인  AC/DC 전원 이중화, 우선순위 입
력, 리모트 제어 단자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과실까지도 보완해주는 여러가지 보호 기능
을 탑재한 인터엠의 하이엔드 디지털 PA 앰프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 역전압, 접지 오류, 출력 단락, 과입력, 전압 이상, 앰
프 과열 등을 대비한 고성능 앰프이며 사용자는 LED와 부저를 통해 문제 발생 여부를 즉각적으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 저층 건물과 같은 소규모 공간부터 업무용 빌딩, 학교와 같이 분산제어가 필요한 대규모 공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Digital Power Amplifier 

DPX SER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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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H : 300W / 600W / 900W / 1200W (4종)  ▶ DPX-300S/600S/900S/1200S
2CH : 300W / 600W (2종)  ▶ DPX-300D/600D

4CH : 300W  (1종)  ▶ DPX-300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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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 출력 선로 단락 시 채널 별 출
력을 차단하고 문제를 알립니다. 

앰프 출력 선로의 접지 오류 
감지 시 출력을 차단하고 문
제를 알립니다. 

대기 상태 중 앰프 출력 선로의 누설
로 인한 역전압(AC) 감지 시 앰프의 
동작을 차단하고 문제를 알립니다.
 * 국내 PA 앰프 중 유일한 기능 

출력 
단락 

접지
오류

역전압

    
     

   DPX    앰프는

다양한 보호 및 예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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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에 과한 신호(10V 이상)가 입력
될 경우 리미터 회로를 이용하여 출
력을 차단하고 문제를 알립니다.  

장비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고 쿨링 팬
의 속도를 제어하여 앰프의 과열을 방
지합니다. 

저전압, 과전압, 과전류 보호 
회로를 통해 불안정한의 상황
에서도 장비 보호합니다. 

과입력

앰프 
과열 

전원
이상

    
     

   DPX    앰프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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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작 표시 LED와 부저 

역 전압 누설 감지 기능 내장 

접지 오류 감지 기능 내장 

장비 전면에 배치 된 LED를 통해 장비에 입력 되는 오디오 신호 및 AC/DC 전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LED와 부저를 통해 즉각적으로 문제 형태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또는 개보수 공사 중 앰프 선로에 AC 전압이 누설 될 경우 앰프와 시
스템 전체에 심각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앰프의 전원이 꺼진 상태
에서 스피커 선로에 AC 10V 이상의 전압이 인가 될 경우 LED와 부저로 문
제 상황을 알리고 앰프 동작을 중단하여 앰프와 시스템을 보호합니다. 

통신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 설치 작업 중 의도치 않게 스피커 선로가 접
지되는 경우  오류를 감지하여 LED 와 부저로 문제 상황을 알리고 앰프의 
출력을 차단합니다.  

* 접지 오류 발생 시 앰프 과부하가 발생하여 오작동 및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PX 앰프는

CH2 CH2 CH1 CH1

CH2 CH2 CH1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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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이중화 설계로 비상 방송 시스템 완벽 대응 

섬세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고음질의 컴팩트한 디지털 앰프 

우선 순위 입력을 통한 비상 방송 재생 기능 

원격으로 전원을 제어하는 리모트 기능  

AC/DC 이중전원 설계가 되어 있어, 정전 등으로 인해 AC 전원에 이상이 발생
할 경우에도 배터리를 통한 DC 24V 공급이 가능합니다. DC 전원은 비상전원이
므로, 전원 스위치의 ON/OFF 여부와 관계 없이 동작합니다. 또한, DC 전원 동
작 중 AC 전원이 정상적으로 복구될 시 자동으로 AC 전원으로 전환하여 구동됩
니다. 국내법규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도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DPX 앰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동작을 보장합니다.  

1U 사이즈의 컴팩트한 디지털 앰프를 통해 높은 S/N과 낮은 THD로 잡음 없이 선명하고 섬세한 사운드를 재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PA시스템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BGM 재생에 매우 적합하여, 쇼핑몰이나 백화
점, 은행 등의 대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우선순위(Priority) 기능을 이용하면 비상시 자동적으로 경보방송이 출력되도
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후면의 우선 순위 단자에 접점이 입력될 경우, 우선 순
위 단자로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가 채널 입력보다 우선하여 출력됩니다. 

장비 후면의 리모트 단자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장비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장비가 대기 모드일 경우  
리모트 단자에 접점이 입력되면 장비의 전원이 켜지게 됩니다. 

BGM
♩

♩
♪

♪♪ ♬
♬
♬

외부 접점 기기
접점 신호

1F 방재실
DPX 시리즈

<평상 시> <AC 전원 차단 시>

AC 100-240V

DC 24V Battery

AC 100-240V

DC 24V Battery

정전 등 돌발적인 전원차단 

POWER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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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nt Panel

❶  입력 레벨 표시 LED 
장비에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의 레벨을 표시하는 
LED입니다.

❷  AMP PROTECTION LED 
앰프의 보호회로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LED입니
다. LED 점등 시 출력이 차단됩니다.

❸  음량 조절기 
신호 입력 크기를 조절하는 볼륨으로 시계 방향
으로 돌리면 음량이 증가되며, 반대 방향으로 돌
리면 음량이 감소합니다.

❹  FAULT LED 
앰프 출력의 LINE이 비정상적일 때 LED가 점등
합니다. (역 전압/단락 : 점등, EARTH FAULT : 
점멸)

❺  BUZZER ON/OFF 스위치 
앰프 출력의 LINE이 비정상적일 때 BUZZER가 
울립니다. 스위치 ON 시 BUZZER가 울리며, 스
위치 OFF 시 BUZZER가 울리지 않습니다.

❻  전원 상태 표시 LED 
제품의 전원 상태를 표시하는 LED입니다.

❼  전원 스위치 
스위치를 누르면 "POWER LED"가 점등되고 기
기가 켜집니다.

1CH

2CH

4CH

❶

❶

❶

❷

❷

❷

❸

❸

❸

❹

❹

❹

❺

❺

❺

❻

❻

❻

❼

❼

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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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Panel

❶  AC 전원 입력 단자 
본 기기의 전원을 공급하는 AC 전원 코드 연결 
단자입니다.

❷  DC 전원 입력 단자 
비상 방송용 배터리(DC 24V) 연결 단자입니다. 
장비로 인가되는 AC 전원이 차단되었을 때 연결
된 예비 배터리 전원으로 장치가 동작합니다.

❸  FAN 통풍구 
장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공기 순환 통로입
니다.

❹  스피커 출력 단자 
스피커 출력 단자입니다.

❺  AC POWER REMOTE 
이 단자의 접점을 사용하면 원거리에서도 전원을 
ON/OFF 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❻  AMP OPTION SETTING 스위치 
장비의 동작을 설정하는 스위치입니다.

❼  PRIORITY 입력 단자 
PRIORITY 입력 단자로 Balanced 입력 및 접점 
입력 단자입니다. PRIORITY 오디오 입력이 각 
채널의 입력 신호보다 우선순위로 출력됩니다.

❽  PRIORITY VR 
PRIORITY INPUT 신호의 볼륨으로 출력 신호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출력
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출력이 감
소합니다.

❾  AUDIO INPUT 단자 
앰프로 연결되는 오디오 신호 입력 단자입니다.

1CH

2CH

4CH

❶

❶

❶

❷

❷

❷

❸

❸

❸

❹

❹

❺

❺

❺

❻

❻

❻

❼

❼

❼

❽

❽

❽

❾

❾

❾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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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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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을 원거리에 전송하여 고품질의 방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선 순위 기능을 이용하여 지급방송을 할 수 있

습니다.

소형 건물_매장, 업무용 빌딩

마이크

STEREO TUNER(TU-6200)

PRE AMPLIFIER(PP-6214)

MULTI SOURCE PLAYER(CD-6208)

PGM input

PRIORITY input
우선 순위 방송

CEILING SPEAKER(CS-610F)
COLUMN SPEAKER(CU-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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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체 통합 방송 및 제어는 물론, 각 공간별로 개별 방송이 필요한 문화센터, 백화점, 멀

티 플렉스 등의 대형 건물에 DPX 시리즈를 이용한 방송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방재실에 설치된 6000 시

스템 에서 건물 전체에 음성, BGM, 비상 등의 통합 방송 및 제어가 가능하며, 16개의 음원으로 최대 8원화의 방

송으로 각 지역에 선택적으로 다른 음원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물_문화센터, 백화점, 멀티플렉스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 코트

EMERGENCY COMBINATION 
SYSTEM(ECS-6216MS)

CONTROL PC

MATRIX CONTROLLER(PX-6216)

DPX SERIES

6000 System

REMOTE MIC STATION
(RM-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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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다원화 방송이 필요한 학교나 연수원의 경우, 현재까지는 8원화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연수원이나 

통합운영학교에서는 현재 8원화 시스템으로는 현장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IPA 시스템은 10원화 

이상의 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DPX 시리즈 앰프와의 사용을 통해 원활한 다원화 방송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합니다. 또한, 보호기능이 적용된 DPX 앰프를 통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소규모 연수원 등의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MONITOR PANEL(PM-6228)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NAO-1104)

MULTI SOURCE PLAYER
(CD-6208)

STEREO TUNER(TU-6200)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DIGI-LINK MULTI 
CONTROLLER(DLM-1108)

RS
-2

32

UTP CAT.5E

NETWORK CONTROL SERVER
(IPA-100)

NETWORK EMERGENCY PANEL
(NEP-1200)

NETWORK GPIO(NCIO-1000)

WEB CONTROL PC

Fire Receiver
(R/P)

SPEAKER LINE 
CHECKER(NSC-1216)

REMOTE MIC STATION
(RM-N1000)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D)

300Wx2CH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NAO-1104)

SPEAKER LINE 
CHECKER(NSC-1216)

Emergency & 
Announcement 
Speaker

Emergency & 
Announcement 
Speaker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D)

300Wx2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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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스 NPX-1000과 DPX 시리즈를 이용하여 분산 제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통합제어 프로그램을 통

해 매트릭스, 볼륨, DSP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간에 설치된 벽부형 제어기를 이용하여 사용

자가 해당 장소에서 직접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고, 오디오 입력 및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간별 분산 제어가 필요한 경우

ZONE 5

NLC-1000D WS-30T×4EA

ZONE 1

NLC-1000D WS-30T×4EA

ZONE 6

NLC-1000D WS-30T×4EA

ZONE 2

NLC-1000D WS-30T×4EA

ZONE 7

NLC-1000D WS-30T×4EA

ZONE 3

NLC-1000D WS-30T×4EA

ZONE 8

NLC-1000D WS-30T×4EA

ZONE 4

NLC-1000D WS-30T×4EA

REMOTE MIC 
STATION(RM-VA1000)

AUDIO MATRIX(NPX-1000)

MULTI SOURCE PLAYER(CD-6208)

DIGITAL POWER AMPLIFIER
(DPX-300S)×4EA

CONTROL PC

네트워크
스위치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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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ANALOGMain

EMERGENCY PANEL(EP-6216)

MULTI SOURCE PLAYER(CD-6208)

MULTI SOURCE PLAYER(CD-6208)

STEREO TUNER(TU-6200)

Annex

Janitor’s room

OfficeMeeting room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SPEAKER(WS-80T)

SPEAKER(WS-80T)

SPEAKER(WS-80T)

SPEAKER(WS-80T)

NLM-1000D

NLM-8000D

NLM-8000D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TERMINAL BOARD(TB-6116)

EMERGENCY SWITCHER(ES-6116)

Speaker on 
lower Floor

RELAY GROUP(RG-6116)

Network

DIGITAL POWER AMPLIFIER(DPX-600S)

NETWORK CONVERTER(NC-900)

NETWORK CONVERTER(NC-900)

NETWORK 
CONVERTER(NC-M01)

REMOTE AMPLIFIER
WITH ZONE SELECTOR(RM-6016)

REMOTE AMPLIFIER
WITH ZONE SELECTOR(RM-6016)

NETWORK 
CONVERTER(NC-M01)

NETWORK 
CONVERTER(NC-S01)

NETWORK 
CONVERTER(NC-S01)

NETWORK SWITCH(GES-162)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A)

NETWORK SWITCH(GES-162)

NETWORK SWITCH(GES-162)

NETWORK SERVER(NCS-1000)

AUDIO MATRIX(NPX-1000)

NETWORK CONVERTER(NC-600)

Fire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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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네트워크 커넥팅 시스템과 DPX 시리즈를 통해 간편하게 통합 방송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경비실

에서 별관, 메인 건물로 ARM-911A를 통해 녹음된 이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메인 건물의 방송을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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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별관으로 원거리 방송을 하거나, 건물을 증축하여 통합 제어가 필요한 경우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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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ANALOGMain

EMERGENCY PANEL(EP-6216)

MULTI SOURCE PLAYER(CD-6208)

MULTI SOURCE PLAYER(CD-6208)

STEREO TUNER(TU-6200)

Annex

Janitor’s room

OfficeMeeting room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SPEAKER(WS-80T)

SPEAKER(WS-80T)

SPEAKER(WS-80T)

SPEAKER(WS-80T)

NLM-1000D

NLM-8000D

NLM-8000D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DIGITAL POWER AMPLIFIER(DPX-300S)

TERMINAL BOARD(TB-6116)

EMERGENCY SWITCHER(ES-6116)

Speaker on 
lower Floor

RELAY GROUP(RG-6116)

Network

DIGITAL POWER AMPLIFIER(DPX-600S)

NETWORK CONVERTER(NC-900)

NETWORK CONVERTER(NC-900)

NETWORK 
CONVERTER(NC-M01)

REMOTE AMPLIFIER
WITH ZONE SELECTOR(RM-6016)

REMOTE AMPLIFIER
WITH ZONE SELECTOR(RM-6016)

NETWORK 
CONVERTER(NC-M01)

NETWORK 
CONVERTER(NC-S01)

NETWORK 
CONVERTER(NC-S01)

NETWORK SWITCH(GES-162)

AUTOMATIC REMOTE MESSAGE
(ARM-911A)

NETWORK SWITCH(GES-162)

NETWORK SWITCH(GES-162)

NETWORK SERVER(NCS-1000)

AUDIO MATRIX(NPX-1000)

NETWORK CONVERTER(NC-600)

Fire
Receiver

CONTROL PC
REMOTE MIC STATION

(RM-VA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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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X-300S DPX-300D DPX-600S

정격 출력 (70V / 100V) 300W x 1CH 300W x 2CH 600W x 1CH

주파수 응답 (1W, ±3dB) 50Hz ~ 20kHz

THD (Rated Power) 1% 이하

신호 대 잡음비 
(20kHz LPF, A-wtd)

95dB 이상

입력감도 / 임피던스 0dBV / 20kΩ

출력전압 / 임피던스

100V / 33.3Ω 100V / 33.3Ω 100V / 16.6Ω

70V / 16.3Ω 70V / 16.3Ω 70V / 8.1Ω

사용 온도 -10℃ ~ +40℃

사용 전원 AC 220~240V, 50/60 Hz, DC 24V

소비전력 (1/8 Power) 150W 150W 150W

중량 (세트) 7.3kg 7.5kg 7.3kg

외형 (세트) 482(W) x 44(H) x 420(D) m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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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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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X-300Q DPX-600D DPX-900S DPX-1200S

정격 출력 (70V / 100V) 300W x 4CH 600W x 2CH 900W x 1CH 1200W x 1CH

주파수 응답 (1W, ±3dB) 50Hz ~ 20kHz

THD (Rated Power) 1% 이하

신호 대 잡음비 
(20kHz LPF, A-wtd)

95dB 이상

입력감도 / 임피던스 0dBV / 20kΩ

출력전압 / 임피던스

100V / 33.3Ω 100V / 16.6Ω 100V / 11.1Ω 100V / 8.3Ω

70V / 16.3Ω 70V / 8.1Ω 70V / 5.4Ω 70V / 4.1Ω

사용 온도 -10℃ ~ +40℃

사용 전원 AC 220~240V, 50/60Hz, DC 24V

소비전력 (1/8 Power) 300W 300W 300W 300W

중량 (세트) 9.62kg 9.34kg 9.1kg 9.1kg

외형 (세트) 482(W) x 88(H) x 424(D) mm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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