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M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IPA-100
SYSTEM

Always around you



전관방송 시장의 변화

아날로그 시스템
9000 SYSTEM

(아날로그 오디오 + 접점)

PC 제어방식 시스템
6000 SYSTEM

(아날로그 오디오 + PC 제어)

국내 PA 시장은 IP, 광통합 등 디지털 전관 방송으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는 국내 비상방송규정으로 인해 국내 시장의 대부분은 아날

로그 전관방송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와 다양성, 현대적인 디지털 빌딩 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한 요구 사항을 충

족하기 위해서 전관방송시스템도 빠르게 변화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PA 시스템

구분
9000  시스템

(아날로그+접점) 

6000 시스템

(아날로그+시리얼)

IPA 시스템

(디지털 오디오 + 네트워크 제어)

오디오 아날로그 오디오 디지털 오디오

컨트롤 접점 RS-422, RS-485 (PC 제어) Web 제어 (PC+모바일)

장비 확장성
아날로그 (실선) 배선 확장 수량 만큼 증가

(오디오+제어선)

단일

(랜/광케이블)

안정성
스피커 선로 단락, 단선

스피커 선로 단락, 단선 검출/

네트워크 선로 이상 시 자동 경고

앰프 고장을 대비한 예비 앰프 및 장비 필요 (8채널) 절체 장비없이 앰프 자체 기능 내장

구성방식
중앙 집중 방식 

(분산배치, 시스템간 통합관리가 어려움)

집중/분산 방식

(구성 제한 없음)

기타 - 네트워크 APT 앰프, IP스피커 연동

1. 디지털 오디오의 고음질

2. 운영 제어의 편의성 (WEB 기반) 

3. 거리의 제약없는 설치 환경

4. IBS 빌딩의 대응하는 디지털 시스템

5. 안정적인 시스템 관리

Network Digital PA System

IPA SYSTEM
(디지털 오디오 + 네트워크 제어)



인터엠 통합 디지털 방송 솔루션

IPA System

IPA 시스템은 고층화 되고 대규모화 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음질의 방송을 제공하는 디지털 PA 방송 시스템입니다.

학교, 빌딩과 같은 소규모 시설에서 고층빌딩, 공원, 대학 캠퍼스, 

군부대와 같은 큰 공간에서도 다양한 요구 사항에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인터엠에서 개발한 AOE 디지털 오디오 프로토콜을 적용한 시스템으로 

MP3 음원부터 무압축의 고음질 음원까지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환경에 따라 근거리부터 거리의 제약이 없는 원거리 방송이 가능합니다. 

웹브라우져를 통한 방송 설치, 셋팅 및 제어가 용이하여 손쉽게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를 통한 시스템 셋팅/운영/관리

 최대 512존에 방송 제어 및 그룹 제어 

 48원화의 방송음원

 안정성을 위한 자체 개발  “AOE” 프로토콜 

 디지털 앰프 이상 시 경고, 자동절체

 연간 스케줄러

 TTS 음원 방송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장치 별 모니터링

 원격 앰프 모니터링 (PM-N108)

 24개 리모트마이크, 24개 음원 방송

 Unicast/Multicast 지원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전송, 제어신호 전송

 UTP Cat.5E를 통한 간편한 시공

 주요장비 네트워크 선로 이상 감지



제어

운영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의 음원 전송 및 향상된 장비 제어 

•PCM 방식 24비트의 고음질 음원전송

•최대 512개 존에 대한 비상, 안내 방송(WPN 네트워크 앰프 사용 시 4096존)

•최대 48원화 (24개 소스음원 + 24개 RM 마이크)

•네트워크 망을 이용한 손쉬운 장비 확장 및 설치

웹브라우저를 통한 시스템 셋팅/운영/관리

•네트워크 서버로 다수의 PC에서 원격으로 

 시스템 운영

•PC, 테블릿을 이용한 유,무선 원격제어

•복잡 다양한 시스템을 손쉽게 셋팅, 제어할 수 

 있는  GUI

•장비 상태에 대한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TTS를 이용한 음원방송 제공

NETWORK

NAI-1104
(#1 ~ Max. 6) NAO-1104 Digital Power Ampli�er

RM-N1000

IPA-100

(#1 ~ Max. 24)

1 Zone

3 Zone

7 Zone

8 Zone

Max. 
512 Zone



안전
안정성을 위한 자체 개발  “AOE” 프로토콜 

NETWORK

IPA-100

자동절체

선
로
감
시

NEP-1200NEP-1200

INTER-M PROTOCOL

LAN

VoIP

SIP

16
REMOTE

INTER-M PROTOCOL

LAN

512

ZONE

80

ZONE

24
REMOTEBUS

24

INTER-M PROTOCOL

WAN SYSTEM

1024

ZONE

BUS

2

8

디지털 앰프 이상 시 경고, 자동절체 

•비상음원 장치(NEP-1200) 이상 시 경고

•네트워크 앰프 선로 이상 감지 기능

•네트워크 앰프  채널 불량 시 예비 채널로 자동 절체 



스케줄러
연간 스케줄러

•연간단위의 스케줄 예약방송 

•월, 주, 일, 연간 스케줄 확인

TTS 음원 방송 지원

•음원파일 방송 및 TTS 스케줄 방송

•간편한 날짜 반복기능 제공 (기간, 요일)

•간편한 휴일 설정으로 방송관리

•스케줄 저장 및 불러오기

•존별 방송 및 반복 방송

•우선순위 및 음량 셋팅



PC 스피커로 소리청취

PM-N108

NETWORK POWER
AMPLIFIER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통한 장치 별 모니터링

•소스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상태 확인

•출력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방송상태 확인

•출력 각 존 별 볼륨제어 및 MUTE , 출력 레벨 모니터링 기능

•네트워크 접속으로 원격지에 설치된 각 장치 상태 확인

[소스장치 모니터링 화면] [출력장치 모니터링 화면]

네트워크 앰프 출력 모니터링 (PM-N108 설치 시)

•앰프출력 실시간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당 앰프 출력의 오디오 청취 (접속 PC 스피커)

•레벨미터를 통한 시각적인 출력 확인

•테블릿PC를 이용한  무선 앰프 모니터링



운영화면

① 소스선택 : 등록한 소스를 선택 (24개 음원)

② 소스제어 : 선택된 소스 장치를 제어 (CD, TUNER, TTS)

③ 속성 : 등록된 소스/존을 클릭하면 소스/존의 정보 표시

④ 잠금 : 등록된 지역(존)의 위치를 고정 

⑤  존 선택 : 방송 지역 선택

⑥  이벤트&프리셋

 - 16개의 프리셋 저장 버튼 

⑦  그룹

 - 최대 255개의 그룹 방송 버튼

⑧  모두 선택/해제, 전체 방송 종료

⑨  방송 시작 및 방송 종료

 - 방송 시작 : 선택된 소스가 선택된 지역으로 방송

 - 방송 종료 : 송출 중인 방송이 종료

➊

➎

➋

➍

➌

➏ ➐

➑

➒



Application

업무용 빌딩

군부대 시설

백화점

학교

병원

공장



Application

MULTI SOURCE PLAYER
(CD-6208)

STEREO TUNER(TU-6200)

NETWORK EMERGENCY PANEL
PANEL(NEP-1200)

•PTT 마이크 및 비상음원 장치
•TTS 소프트웨어 내장
•네트워크 상태, 장치 상태 체크 기능

NETWORK GPIO(NCIO-1000)

•R형 화재 수신(RS-485/RS-422)
•P형 화재 수신(16 접점 IN)
•16개의 접점출력, 시리얼 통신(RS-232C)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4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장치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 오디오로 송출
•4개의 접점 입력

•10KEY 방식의 리모트 마이크
•1~999개 존 방송 가능
•차임 내장/5개의 이벤트 프리셋 버튼

DIGI-LINK MULTI 
CONTROLLER(DLM-1108)

•메인 컨트롤 서버에서 RS-232를 통한
   장비 제어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화재 수신반
(R형/P형)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디지털 네트워크 앰프
•음질저하없는 디지털 네트워크 음원 수신
•앰프 채널 고장 시 예비채널로 자동절체
•쇼트, 과열, EARTH폴트 보호기능
•출력 별 5가지 모델
   - 240W 1CH/240W 2CH/240W 4CH
   - 480W 1CH/480W 2CH

•4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장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오디오로 송출
•5개의 접점 출력
•네트워크 미사용 앰프 사용 시 적용

NETWORK AUDIO OUT
PUT CONVERTER(NAO-1104)

POWER AMPLIFIER
240x4CH

NETWORK
SWITCH

(LAN)

SPEAKER LINE 
CHECKER(NSC-1216)

SPEAKER LINE 
CHECKER(NSC-1216)

•스피커 선로 별 라인체크 기능
•채널 별 용량가변 딥스위치(0.8A~4A)
•네트워크를 통한 채널 별 출력상태 확인
•LED를 통한 상태 확인(정상, 비상, 쇼트)

REMOTE PA MONITOR
(PM-N108)

•8채널 앰프 출력 모니터링
•운영 프로그램에서 앰프출력 음원 청취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RS
-2

32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30W)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30W)

WEB CONTROL PC

•메인 컨트롤 웹서버
•운영 및 셋팅 프로그램 내장
•100/1Gbps 네트워크 4포트 내장

MAIN CONTROLLER
(IPA-100)

기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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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3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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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W)

WEB CONTROL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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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ONTROLLER
(IPA-100)

IPA-100 시스템은 Full Digtal Network 시스템 입니다. 앰프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출력외의 시스템 내의 오디오 신호와 

제어신호는 모두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의 장점인 쉬운 장비 확장 및 장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아날로그 스템에 비해 간편한 시공과 

안전한 방송 시스템 구축을 제공합니다. Web 기반의 운영컨트롤은 네트워크 상의 PC, 스마트탭, 모바일장치로 접속할 

수 있어 운영자가 상황에 맞는 방송을 실시간 제어할 수 있습니다.

IPA-100 시스템은 48kHz 고음질의 오디오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방송으로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고음질의 오디오 청취를 위해 30W 이상의 스피커 사용을 권장합니다.



공장

MULTI SOURCE PLAYER
(CD-6208)

STEREO TUNER(TU-6200)

NETWORK EMERGENCY PANEL
PANEL(NEP-1200)

NETWORK GPIO(NCIO-1000)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DIGI-LINK MULTI 
CONTROLLER(DLM-1108)

WEB CONTROL PC

화재 수신반
(R형/P형)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NETWORK
SWITCH(LAN)

MONITOR PANEL(PM-6228)

공장동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SPEAKER LINE 
CHECKER(NSC-1216)

별관동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RS
-2

32

UTP CAT.5E

광 케이블

광 케이블

SPEAKER LINE 
CHECKER(NSC-1216)

NETWORK 
SWITCH(LAN)

REMOTE PA MONITOR
(PM-N108)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NETWORK 
SWITCH(LAN)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SPEAKER LINE 
CHECKER(NSC-1216)

REMOTE PA MONITOR
(PM-N108)

MAIN CONTROLLER
(IPA-100)

공장등의 방송 시스템은 다수의 건물에 대해 방송하거나 대규모 건물에 구역별 방송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IPA-100 시

스템은 네트워크로 원거리에 앰프나 장치를 통해 해당지역에 방송을 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선로만으로 새로운 건물이

나 공장에 방송 시스템을 쉽게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화재, 가스누출, 지진 다양한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구

역별 방송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Application



학교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MONITOR PANEL(PM-6228)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NAO-1104)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NAO-1104)

MULTI SOURCE PLAYER
(CD-6208)

STEREO TUNER(TU-6200)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DIGI-LINK MULTI 
CONTROLLER(DLM-1108)

RS
-2

32

UTP CAT.5E

AUDIO

FULL HD

FULL HD

HD CAMERA

VIDEO SOURCE

FULL HD

NETWORK EMERGENCY PANEL
PANEL(NEP-1200)

NETWORK GPIO(NCIO-1000)

WEB CONTROL PC

화재 수신반
(R형/P형)

NETWORK
SWITCH(LAN)

SPEAKER LINE 
CHECKER(NSC-1216)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SPEAKER LINE 
CHECKER(NSC-1216)

AUDIO MIXER

CR5 CR5

HDMI MATRIX SWITCHER
(HDMS-0404HA)

A/V MIXER(HDMX-1104)

HD ENCODER MODULATOR
(HEM-6300)

HD ENCODER MODULATOR
(HEM-6300)

HD ENCODER MODULATOR
(HEM-6300)

학급별 HD TV

학급별 HD TV

학급별 HD TV

CHANNEL COMBINER

MAIN CONTROLLER
(IPA-100)

학교방송은 학년별 방송을 사용할 수 있고, 다수의 부속실에 대한 방송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수의 음원방송이 

필요합니다. IPA-100 시스템은 최대 24원화 방송이 가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앰프 입력의 디지털 신호를 자유롭게 설

정할 수 있어 학교 방송 시스템에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Application



병원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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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NT PLAYER(EVP-1010)

NETWORK EMERGENCY PANEL
PANEL(NEP-1200)

NETWORK GPIO(NCIO-1000)

WEB CONTROL PC

화재 수신반
(R형/P형)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NETWORK
SWITCH(LAN)

MONITOR PANEL(PM-6228)

SPEAKER LINE 
CHECKER(NSC-1216)

비상 & 안내방송 스피커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SPEAKER LINE 
CHECKER(NSC-1216)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SPEAKER LINE 
CHECKER(NSC-1216)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방재센터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안내데스크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NAO-1104)

광 케이블

오디오

접점

NETWORK SWITCH

타 건물 방송시스템

MAIN CONTROLLER
(IPA-100)

IPA-100 시스템은 최대 24개 음원과 24개 리모트 마이크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음원은 모두 개별적인 존이

나 지역에 방송 할 수 있어 다수의 간호실과 방송구역이 많은 병원시설에도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망을 

통한 여러개 건물에도 쉽게 병원 통합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Application

MULTI SOURCE PLAYER
(CD-6208)

STEREO TUNER(TU-6200)

NETWORK EMERGENCY PANEL
PANEL(NEP-1200)

NETWORK GPIO(NCIO-1000)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NAI-1104)

DIGI-LINK MULTI 
CONTROLLER(DLM-1108)

WEB CONTROL PC

화재 수신반
(R형/P형)

NETWORK POWER 
AMPLIFIER(NPA-240Q)

240Wx4CH

NETWORK
SWITCH(LAN)

MONITOR PANEL(PM-6228)

SPEAKER LINE 
CHECKER(NSC-1216)

공용 주차장 스피커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1동

1~32층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

RS
-2

32

UTP CAT.5E

EVENT PLAYER(EVP-1010)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2동

1~32층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3동

1~32층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4동

1~32층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5동

1~32층

각층 세대 별 스피커

106동

1~32층

관리사무소

MAIN CONTROLLER
(IPA-100)

IPA-100 시스템은 같이 출시되는 WPN 네트워크 아파트 앰프 시리즈를 통해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시설 등의 방송시

스템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네트워크로 각 동별, 층별 방송  음원 및 제어가 가능하여 기존 Serial 통신 방식 보다 빠르

고  케이블 비용을 최소화 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방송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습니다.



장비 매칭표

구성 Description
6000(8원화)

System
IPA System

운영 S/W Management Software MS-6800
IPA-100 

소프트웨어

메인 운영 장비

Audio Matrix Controller

PX-6216 IPA-100

Main Controller

앰프

Power Amp
DPA Series

DPS Series

NAO-1104
+

DPA/DPS Series

Amp Fault Detector AFD-6218
AFD-6218

+
NCIO-1000

음원 장비

Remote Mic RM-6024 RM-N1000

Emergency Panel EP-6216

NEP-1200Voice File PV-6232

Weekly Program Timer PW-6242A

TTS 운영 PC NEP-1200

오디오 

입/출력 장비
AUDIO I/O PX-6216

NAO-1104

NAI-1104

제어 장비

Digi-Link Multi Control DLM-106 DLM-1108

Emergency Combination System ECS-6216MS

NSC-1216

Speaker Line Checker SC Series

Fire Sensor Receiver (R형) ES-6132R

NCIO-1000

Fire Sensor Receiver (P형) ECS-6216MS

Monior Panel PM-6228 PM-N108



제품 라인업

IPA-100
Main Controller

RM-N1000
Network System Remote Mic Station

NAI-1104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

NAO-1104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

NCIO-1000
Network Gpio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서버역할을 하는 모델입니다. 

- 네트워크에 연결 된 모든 음향, 영상 장비 통합 제어

-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 DB 관리 

- 웹 기반의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 웹을 이용한 시스템 모니터링

- 지역 최대 512 zone 선택가능

통합 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리모트 마이크 마이크로 

IPA SYSTEM과 연동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 네트워크를 통한 페이징 방송

- 네트워크 이중화 지원

-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재 출력 확인

- 입/출력 조절 볼륨

- PoE (Power over Ethernet)를 이용한 전원 공급

- Max. 256개 매크로 방송 (존, 그룹 방송)

- PA 방송을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 AC/DC 전원 사용

- 4채널 접점 입력을 통하여 외부 장비 연동

- AoE 장비 연동

- 4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AoE

   디지털 오디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PA 방송을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 AC/DC 전원 사용

- 4채널 접점 출력 통하여 외부 장비 제어

- 오디오 매트릭스를 이용한 음원 재생

- AoE 장비 연동

- 4채널의 AoE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받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접점, RS-232C, RS-422 통신을 통한 기기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접점 데이터 송수신 및 

   컨트롤(IN/OUT 각 16CH) 

-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시리얼 데이터 송수신

- UGA(Unit Management Alarm) INPUT 4CH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비상 음원을 전송하는 장비입

니다. 비상 음원 재생 및 TTS, 연간 스케줄러 등 다양한 

디지털 음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 네트워크를 통한 비상방송 송출

- 네트워크를 통한 웹페이지에서 장비 상태 확인

- 네트워크를 통한 스케줄 방송(MP3, TTS등)

- AC, DC 전원 겸용으로 비상시에도 사용가능

제품 라인업

NPA Series
Network Power Amplifier

NSC-1216
Network Speaker Line Checker

NEP-1200
Network Emergency Panel

IPA SYSTEM과 연동하여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스피커 

라인 체커기입니다.

- NETWORK를 통한 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 실시간 쇼트 감지 기능

- 선로 이상 감지 시 부저가 동작하여 간편하게 

   선로의 상태를 감지

- 다양한 선로 상태 표시

- 3선식 스피커 선로 제어

- 저전압 감지

- Class-D 앰프, SMPS 전원 사용

   앰프 과열, 출력 쇼트, 과부화, DC출력, 

   Earth Fault 전원 이상에 대비한 보호회로 내장

- 비상 방송용 전원(DC 24V) 지원

- IPA-100과 연동하여 시스템을 구성

- 설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출력과 채널 제공

   NAP-240S/240D/240Q/480S/480D

- 다양한 접점 입/출력 지원

- 상태표시 LED/입력신호 레벨미터



DLM-1108
Digi-Link Multi Controller

WPN-120/240/360/480
Inter-M Wallmount Pa Network Amplifier

PM-N108
Remote Pa Monitor

NNPM-1000C/W
Noise Pickup Microphone

NNPC-1000
Network Noise Pickup Controller

RS-232C를 통한 기기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 AC, DC전원 겸용으로 비상시에도 사용가능

- RS-232C(D-SUB 9Pin)을 통한 소스장비 제어

- 메인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장비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 시 해당 장비에 RS-232C 단자를

   통한 명령 전달

APT, 빌딩,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방송용 AMP입니다. 

- NETWORK를 통한 오디오 전송, SET 상태 확인/제어

- SPEAKER LINE CHECKER 내장

 •  단선, 단락, 임피던스 변화 CHECK

 •  네트워크를 통한 스피커 선로 이상유무 확인

 •  1분에서 24시간까지 테스트 시간 간격 설정 및 

    자동 테스트 기능

 •  해당채널의 과전류 발생 시 스피커 SHORT 

  실시간 체크하여 자동 차단

네트워크를 통한 PA 시스템 오디오를 모니터링 하는 

장비입니다. 파워 앰프 및 LINE 오디오 출력을 WEB에 

접속하여 오디오 상태를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를 통한 음원 모니터링

- LINE 8채널, AMP 8채널 오디오 입력

-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수신

Noise pickup 마이크는 천정 형과 벽부형 2종류의 

Type이 있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변의 소음 

레벨을 모니터링하여 소음 수준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배경 음악 또는 Paging 신호 레벨을 System의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100/1G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인터페이스

- 콘덴서 마이크로 주변의 소음을 

수음하여 볼륨 자동 조정 

- 콘덴서 마이크를 위한 팬텀 

전원 24V 지원

- 웹 사용자 보안 기능 지원

-20dB-20dB-20dB화재화재화재
WPN-480

AC DC LINK

POWER

NETWORK STREAMING AUDIO AMPLIFIER

Network Streaming Audio Ampli�er
Series



IPA-100
Main Controller

IPA-100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통합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서버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PA, SR, AV)간 서로 연동하여 음성 재생 및 BGM 제어를 위한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

하며 대규모 산업단지, 병원, 식당,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IPA-100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사용온도 -10℃~40℃

사용전압 120-240V, 50/60Hz, DC 24V, 300mA

소비전력 Max 10W

중량(세트) 2.9kg

외형(세트) 482(W) x 44(H) x 280(D)mm

 네트워크에 연결 된 모든 음향, 영상 장비 통합 제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 DB 관리 

 표준 네트워크 프로토콜 적용 

 100/1000Mbps 지원 

 DHCP, STATIC IP 지원 

 네트워크 데이지체인 방식 지원 

 웹 기반의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편리한 방송 지역 설정 

 웹을 이용한 시스템 모니터링 

 웹 사용자 보안 기능 지원 

 로그파일 저장 기능 

 Source 기기(CDP, TUNER, RM 등등) 

 최대 24개 선택가능 

 지역 최대 512 zone 선택가능 

 그룹 최대 12개 지정가능 



RM-N1000
Network System Remote Mic Station

RM-N1000은 통합 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리모트 마이크로 IPA SYSTEM과 연동하여 디지털 네트워크 안내방송이 

가능합니다.

   RM-N1000

MIC

입력 감도 -50dBV ± 3dB

출력 레벨 0dBV ± 3dB

신호대잡음비 (<20kHzLPF, A-wt) 65dB 이상

THD (<20kHzLPF) 0.1% 이하

주파수 응답 100Hz ~ 18kHz 
(Input: -50dBV, 1kHz 기준)

0dB ± 3dB

AUX

입력 감도 -10dBV ± 3dB

출력 레벨 0dBV ± 3dB

신호대잡음비 (<20kHzLPF, A-wt) 75dB 이상

THD (<20kHzLPF) 0.1% 이하

주파수 응답 100Hz ~ 18kHz
(Input: -10dBV, 1kHz 기준)

0dB ± 3dB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 ase-t ( RJ-45)

동작온도 -10℃ ~ +40℃

사용전원 DC24V

소비전력 MAX 10W

중량(세트) 1.29kg

외형(세트) 200(W) x 73(H) x 206(D)mm

 네트워크를 통한 페이징 방송

 네트워크 이중화 지원

 100/1000Mbps 지원

 0~9 Key, All, Talk, Chime 버튼

 2.43 inch OLED DISPLAY

 출력 레벨 미터

  모니터 스피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재 출력 확인

 입/출력 조절 볼륨

 PoE (Power over Ethernet)를 이용한 

 전원 공급

 Max. 256개 매크로 방송 (존, 그룹 방송)



NCIO-1000
Network Gpio

NCIO-1000은 자동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통합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접점, RS-232C, RS-422 

통신을 통한 기기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PA, SR, AV)간 서로 연동하여 접점, RS-232C, 

RS-422 통신을 통해 다수의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접점 데이터 송수신 및 컨트

롤(IN/OUT 각 16CH)

 네트워크를 통한 웹페이지에서 장비 상태 확인

 네트워크를 통한 양방향 시리얼 데이터 송수신

 (RS-232C, RS-422)

 UGA(Unit Management Alarm) INPUT 4CH 

 ※ UGA : 유럽형 건축물 소방 접점 INPUT

 100/1000Mbps 지원

 DHCP, STATIC IP 지원

 AC, DC전원 겸용으로 비상시에도 사용가능

NCIO-1000

Contact Input/Output

DRY CONTACT INPUT : 1CH~16CH 

DRY CONTACT OUTPUT : 1CH~16CH 

UGA INPUT : 1CH~4CH

시리얼 통신 RS-232C, RS-422(485)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사용온도 -10℃~40℃

사용전압 120-240V, 50/60Hz, DC 24V, 500mA

소비전력 Max 15W

중량(세트) 3kg

외형(세트) 482(W) x 44(H) x 280(D)mm



NAI-1104
Network Audio Input Converter

 PA 방송을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AC/DC 전원 사용

 RACK 설치 공간 절약

 4채널 접점 입력을 통하여 외부 장비 연동

 AoE 장비 연동

 4채널 오디오 입력

 4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입력 받아 AoE 디

지털 오디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NAI-1104

오디오 입력 감도 LINE: 0dBV, MIC: -60dBV 

정격 출력 0dBV

팬텀 전원 +24V / 14mA

전고조파 왜율 (THD) @ Input 1kHz,Output 0dBV LINE: 0.04% 이하, MIC: 0.2%이하

MIC: 0.2% 이하 신호 대 잡음비 (S/N) 
@ Input 1kHz,Output 0dBV,A-WTD

LINE: 70dB 이상, MIC: 65dB 이상

주파수 특성 LINE: 20Hz~20kHz, MIC: 20Hz~20kHz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통신 거리 MAX 100m

접점 입력 4채널

사용 온도 -10℃ ~ +40℃

사용 전원 AC 120-240V ~, 50/60Hz, 0.43A, DC +24V, 800mA

소비전력 22W

중량 (세트) 3.1kg

외형 (세트) 482(W) x 44(H) x 280(D)mm



NAO-1104
Network Audio Output Converter

 PA 방송을 위한 매트릭스 시스템

  AC/DC 전원 사용

  RACK 설치 공간 절약

  4채널 접점 출력 통하여 외부 장비 제어

  오디오 매트릭스를 이용한 음원 재생

  AoE 장비 연동

  4채널 오디오 출력

 4채널의 AoE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받아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NAO-1104

오디오 입력 감도 LINE: 0dBV, MIC: -60dBV 

정격 출력 0dBV

팬텀 전원 +24V / 14mA

전고조파 왜율 (THD)  

@ OUTPUT 1kHz, Output 0dBV 
LINE: 0.04% 이하, MIC: 0.2% 이하 

신호 대 잡음비 (S/N) 

@ OUTPUT 1kHz, Output 0dBV,A-WTD
LINE: 70dB 이상, MIC: 65dB 이상

주파수 특성 LINE: 20Hz~20kHz, MIC: 20Hz~20kHz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통신 거리 MAX 100m

접점 출력 4채널

사용 온도 -10℃ ~ +40℃

사용 전원 AC 120-240V~, 50/60Hz, 0.4A, DC +24V, 800mA

소비전력 20W

중량 (세트) 3.1Kg

외형 (세트) 482(W) x 44(H) x 280(D)mm



NPA Series
Network Power Amplifier

 Class-D 앰프, SMPS 전원 사용

 앰프 과열, 출력 쇼트, 과부화, DC출력, Earth Fault,

전원 이상에 대비한 보호회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비상 방송용 전원(DC 24V) 지원

  설치 환경에 따라 다양한 출력과 채널 제공

  다양한 접점 입/출력 지원

  상태표시 LED / 입력신호 레벨미터 

NPA-240S NPA-240D NPA-240Q NPA-480S NPA-480D

정격 출력 240W x 1CH 240W x 2CH 240W x 4CH 480W x 1CH 480W x 2CH

출력전압/임피던스 100V/41.66Ω 100V/20.83Ω

입력감도 5 dBV

전 고조파 왜율(Rated Power, 1kHz) 1% 이하

신호 대 잡음비(20kHz LPF, A-wtd) 85dB 이상

주파수 응답 (±3dB, 1W) 20~20kHz

네트워크 Ethernet 100/1000 Base-T (RJ-45)

사용 온도 -10℃~40℃

사용 전원 AC 220-240V, 50/60Hz, DC 24V

소비 전력 135W 140W 280W 135W 240W

중량 (세트) 8.4kg 8.9kg 10kg 8.4kg 9.8kg

외형 (세트) 482(W) x 88(H) x 454(D)mm



NSC-1216

실시간 쇼트 체크 용량(가변) 0.8A 1.6A 2.4A 3.2A 4.0A

권장 앰프 용량 120W 이상 200W 이상 300W 이상 360W 이상 400W 이상

앰프입력 채널 16채널

스피커출력 채널 16채널/3선식

사용 전원 DC 24V, 750mA

동작 온도 -10℃ ~ +40℃

중량(세트) 4.6kg

외형(세트) 482(W) x 88(H) x 280(D)mm

NSC-1216
Network Speaker Line Checker

NSC-1216은 IPA SYSTEM과 연동하여 네트워크로 제어하는 스피커 라인 체커기 입니다. 선로가 단락 되어 과전류 발생 

시 해당 채널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앰프를 보호하며 운영자에게 사고 발생을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PC 통합 제어로 NETWORK를 통한 장비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실시간 쇼트 감지 기능

 부저 동작

 선로 이상 감지 시 부저가 동작하므로 간편하게 

 선로의 상태를 감지

  다양한 선로 상태 표시

  3선식 스피커 선로 제어

  저전압 감지

 전원전압(DC 24V)이 일정전압(DC 18V +5%) 이하

로 감소하면, 부저음으로 저전압 알림 발생 



NEP-1200
Network Emergency Panel

NEP-1200은 자동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통합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비상 음원을 전송하는 장비

입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PA, SR, AV)간 서로 연동하여 비상 음원 재생 및 TTS, 연간 스케줄러 등 다양한 디지털 

음원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네트워크를 통한 비상방송 송출

  네트워크를 통한 웹페이지에서 장비 상태 확인

  네트워크를 통한 스케줄 방송(MP3, TTS등)

  100/1000Mbps 지원

  DHCP, STATIC IP 지원

  AC, DC전원 겸용으로 비상시에도 사용가능

NEP-1200

MIC Input Sencitivity -58dBV

MONITOR SPEAKER Max 1W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사용온도 -10℃~40℃

사용전압 120-240V, 50/60Hz, DC 24V, 400mA

소비전력 Max 15W

중량(세트) 3.9kg

외형(세트) 482(W) x 88(H) x 280(D)mm



DLM-1108

시리얼 통신 RS-232C 8CH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RJ-45)

사용온도 -10℃~40℃

사용전압 120-240V, 50/60Hz, DC 24V, 300mA

소비전력 Max 10W

중량(세트) 3kg

외형(세트) 482(W) x 44(H) x 280(D)mm

DLM-1108
Digi-Link Multi Controller

DLM-1108은 자동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한 통합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RS-232C를 통한 기기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시스템(PA, SR, AV)간 서로 연동하여 RS-232C 통신을 통해 다수의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제어를 위한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며 대규모 산업단지, 병원, 식당,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 이상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범용 네트워크 전송 인터페이스

  100/1000Mbps 지원

  DHCP, STATIC IP 지원

  AC, DC 전원 겸용으로 비상 시에도 사용가능

  RS-232C(D-SUB 9Pin)을 통한 소스장비 제어

  네트워크를 통한 웹페이지에서 장비 상태 확인

  메인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장비 컨트롤 

프로토콜 전송 시 해당 장비에 RS-232C 단자를 통한 

명령 전달 (장비제어는 메인 소프트웨어에서 제어, 

본 장비는 네트워크로 프로토콜 수신하여 플레이어 

장비에 전달 역할)

DIGI-LINK MULTI CONTROLLER

DIGI-LINK MULTI CONTROLLER



PM-N108
Remote Pa Monitor

PM-N108은 네트워크를 통한 PA 시스템 오디오를 모니터링하는 장비입니다. 파워 앰프 및 LINE 오디오 출력을 WEB에 

접속하여 오디오 상태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음원 모니터링

  LINE 8채널, AMP 8채널 오디오 입력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수신

  100/1000Mbps 네트워크 통신 지원

  DHCP, STATIC IP지원

 (기본 STATIC IP: 192.168.1.99)

   PM-N108

AUDIO

오디오 입력 채널 8채널

오디오 입력 레벨 0dBV (1Vrms)

주파수 응답(0dBV) 20Hz ~ 20kHz

THD+N Ratio (20Hz HPF, 20kHz LPF, 0dBV, 1kHz) 0.1% 이하

S/N (20Hz HPF, 20kHz LPF, 0dBV, 1kHz) 80dB 이상

앰프 입력 채널 8채널

앰프 입력 레벨 40dBV (100Vrms)

THD+N Ratio (20Hz HPF, 20kHz LPF, 40dBV, 1kHz) 1% 이하

통신 네트워크 통신 100/1000 Base-t

사용 온도 -10℃ ~ 40℃

사용 전원 DC 24V, 300mA

중량(세트) 3.04kg

외형(세트) 482(W) x 44(H) x 280(D)mm



WPN-120/240/360/480
Inter-M Wallmount Pa Network Amplifier

-20dB-20dB-20dB화재화재화재
WPN-480

AC DC LINK

POWER

NETWORK STREAMING AUDIO AMPLIFIER

Network Streaming Audio Ampli�er
Series

WPN Series는 APT, 빌딩, 오피스텔 등 주상복합건물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상방송용 AMP입니다. 

스피커 선로의 임피던스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알려주는 장비인 스피커 라인체커기를 내장하여, 스피커 선로의 상태

(GOOD, NG, SHORT, OPEN)를 실시간으로 측정 및 감시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방송 시스템으로 아날로그 구리선을 

광, 네트워크 케이블로 변경하여 시공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NETWORK를 통한 오디오 전송, SET 상태 확인/제어

 ETHERNET/광 SWITCH 보드 내장하여 제품간

 NETWORK LINK 가능

  NETWORK를 통하여 장비를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제어

  AMP출력 신호를 NETWORK를 통해 모니터링하여 

 방송 상태 확인

  배터리 자동 충전 기능 내장

  SPEAKER LINE CHECKER 내장

 • 단선, 단락, 임피던스 변화 CHECK

 • 네트워크를 통한 스피커 선로 이상유무 확인

 • 5분에서 24시간까지 테스트 시간 간격 설정 및 

   자동 테스트 기능

 • 해당채널의 과전류 발생 시 스피커 SHORT 

   실시간 체크하여 자동 차단

WPN-120 WPN-240 WPN-360 WPN-480

정격출력(RMS) 120W 240W 360W 480W

스피커 출력
채널 수 32채널

임피던스 100V/83Ω 100V/42Ω 100V/28Ω 100V/21Ω

스피커 채널별 

최대 임피던스 1~2CH 100V / 100Ω 100V / 50Ω 100V / 33Ω 100V / 25Ω

3~32CH 100V / 100Ω

THD+N (Rated Power, 1kHz) 1% 이하

S/N Netword Audio More than 70dB

입력감도 Netword Audio -3dBFs

주파수 특성 Netword Audio 100Hz ~ 15kHz

스피커 라인체커 사양

체크범위
1~2CH 100Ω~10kΩ/채널 50Ω~10kΩ/채널 33Ω~10kΩ/채널 25Ω~10kΩ/채널

3~32CH 100Ω~10kΩ/채널

실시간 쇼트 

체크 용량

1~2CH 1A(±10%) 이상/채널 2A(±10%) 이상/채널 3A(±10%) 이상/채널 4A(±10%) 이상/채널 

3~32CH 1A(±10%) 이상/채널

자동 체크 시간 설정 범위 1분~24시간

체크 채널 32채널

Operating Temperature -10℃ ~ +40℃

Operating Power AC 220V, 60 Hz

배터리 충전 사양 24V / 0.75A 24V / 0.75A 24V / 1.0A 24V / 1.0A

소비 전력(1/8W) 90W 90W 120W 120W

중량(세트) 18.1kg 18.7kg 12.9kg 12.9kg

외형(세트) 440(W) x 600(H) x 100(D)mm



NNPC-1000
Network Noise Pickup Controller

 Full Digital Network 방송 시스템 

 100/1G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인터페이스

 DHCP, STATIC IP 지원 

 (기본 : STATIC IP 192.168.1.99)

 콘덴서 마이크로 주변의 소음을 수음하여 볼륨 

 자동 조정 

  콘덴서 마이크를 위한 팬텀 전원 24V 지원

 DC 24V 어댑터 전원 입력 및 POE 지원으로 네트

 워크 단자로 별도의 전원 입력 없이 사용 가능

  웹 기반의 통합 제어 소프트웨어

  웹 사용자 보안 기능 지원

NNPC-1000

통신 방법 이더넷 네트워크통신 (100/1G Base-T)

MIC (NNPM-1000C/W)
입력 감도/임피던스 -23dBV / 2kΩ (BALANCED)

Phantom Power DC+24V

사용온도 -10℃ ~ +40℃

사용전원 POE or DC INPUT +24V

소비전력 5W (24V, 200mA)

중량 (세트) 430g

외형 (세트) 138(W) x 132(H) X 29(D)mm



   

NNPM-1000C/W
Noise Pick up Microphone

Noise pick up 마이크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주변의 소음 레벨을 모니터링하여 소음 수준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배경 

음악 또는 Paging 신호 레벨을 System의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의 알림 및 음악을 보다 좋은 환경에서 들을 수 

있도록 설계

 마이크로폰과 컨트롤러를 분리 설계하여 다양한 어

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

 천정 형과 벽부형 2종류의 Type

 360° 전 방향에서 나오는 모든 종류의 노이즈와

  20Hz-20kHz 대역의 모든 Sound를 Pick up

 ※ 마이크로폰 Cable연결 시에는 반드시 Shield된 

     Balance 케이블을 사용 해야합니다.  

NNPM-1000C NNPM-1000W

Element Electret Condenser

Polar Pattern Omni Directional

Frequency Response 20Hz~20KHz

Sensitivity -23dB (0dB=1V/1Pa, 1KHz)

Open circuit voltage 71mV (1V/1Pa,1KHz)

S/N Ratio 72dB, 1KHz at 1Pa

Equivalent Noise Level 22dB-A

Output Impedance 550Ω

Power Requirement DC12~48V

Current Consumption 3mA

Output Terminal Euro 3Pins

Weight 0.17kg 0.16kg

Dimensions 130(Ф)X29(D)mm  70(W)X115(H)X29(D)mm

NNPM-1000C
2020.08.27

SIZE : Ø130 x 10.2(D)

Network Noise Pickup Microphone Ceiling TypeNNPM-1000W
2020.08.27

Network Noise Pickup Microphone Wall Type

SIZE : 70(W) x115(H) x 10.5D)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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