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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안안안전전전전을을을을 위위위위한한한한 주주주주의의의의 사사사사항항항항

● 본 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전기전자장치는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외함체를 반드시 접지하여 주십시오.

● 장치의 함체를 열지 마십시오. 교류전원 접촉에 의한 신체

상해가 발생 할 수 있읍니다.

일일일일반반반반적적적적 주주주주의의의의 사사사사항항항항

●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유니트를 제거하거나 삽입하지 마

십시오. 복구 할 수 없는 치명적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읍

니다.

● 터치스크린을 볼펜등과 같은 물체로 조작하거나 과도한 힘

으로 조작하지 마십시오. 장치를 손상 시킬 수 있읍니다.

●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도한 습도는 장치내부에 결로를 발

생시켜 절연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설치 환경에 유의 하십

시오.

● 지령대로 사용되는 PC는 신기전자(주)에서 설치한 운용프

로그램외 어떠한 프로그램도 임의로 설치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해 질 수 있으며, 특정 기능에 영

향이 발생 할 수 있읍니다.

● 지령대로 사용되는 PC를 인터넷에 접속하지 마십시오.

보안상 문제와 자동 업데이트로 운용프로그램과 간섭이 발

생 할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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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11 장장장장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개개개개요요요요본 디지털지령시스템은 중앙관제와 지령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장치로서, 유선(실선을 포함한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을 경유하는 원격제어 무선망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장치들로 구성 되어 있다.

1111---- 1111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구구구구성성성성 및및및및 기기기기능능능능지령시스템의 구성은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와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는 실선 또는 반송
(PCM, M/W, 광단국, 인공위성)등의 매체를 경유하여, 원격지의 원격제어 무선장치 또는 방송장치와 접속되며, 지령대에서 요구하는 회선접속 및 교환기능을 수행한다.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는 운용자가 지령에필요한 요소를, PC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 및 터치패널로 구성된 GUI(Graphic User Interface)환경을 제공한다.항 목 기 능개개개개 별별별별 지지지지 령령령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중 1개의 망을 접속하여 지령하는 기능그그그그 룹룹룹룹 지지지지 령령령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중 임의의 복수개 망을, 접속하여지령하는 기능으로 2개의 그룹으로 분리 운용이 가능하고, 선택된 망은메모리된다일일일일 제제제제 지지지지 령령령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 전체를 일시에 접속하여 지령하는 기능수수수수신신신신선선선선별별별별

((((VVVVOOOOTTTTIIIINNNNGGGG))))

복수개의 무선망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구축할때 복수개의 수신신호가동시에 입력될 경우, 그중 통화품질(RF수신감도)이 가장 우수한 한 개의 신호만을 선별하여 출력하는 기능이며, 최대8개 그룹으로 분리 운용이 가능하다. 단, 본 기능은 리모트어댑터유니트(RAU)와 사용시 지원하는 기능이다.선선선선별별별별재재재재송송송송신신신신 수신선별기능(VOTING)에서 선별된 수신신호를 미리 설정된 회선으로재송신하는 기능직직직직전전전전수수수수신신신신녹녹녹녹음음음음재재재재생생생생 선택된 무선망으로 수신된 내용은 수신종료 직전 약60초간 자동저장되며 8개의 파일로 순환저장원터치 조작으로 재생하는 기능
IIIIDDDD표표표표시시시시 단말기에서 수신된 MDC1200방식(선택사양)의 ID 또는 DTMF방식의 ID를 지령대에 표시하는 기능핫핫핫핫콜콜콜콜기기기기능능능능

((((HHHHOOOOTTTT CCCCAAAALLLLLLLL))))

주요 지휘관 또는 특수임무자 ID를 핫콜로 설정하면 지령대에서는 해당무선망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수신이 가능한 기능,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함모모모모 니니니니 터터터터 통화로를 점유(선택)하지 않고 수신만할 수 있는 기능으로 임의의 복수개를 지정할 수 있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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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222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의의의의 주주주주요요요요 특특특특징징징징
1111---- 2222---- 1111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신신신신뢰뢰뢰뢰성성성성본 시스템은 원격제어 무선망 40회선과 지령대 24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회선제어기

(SK- MUX64)와 지령대(SK- GCU40)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회선교환 및 통화로 형성은 비스위칭(NON SWITCHING) 방식의 반도체스위치로 구성되어, 표본화 잡음 및 양자화 잡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통화품질의 열화현상이 없으며, 주파수 통과대역폭이 넓어(300Hz~ 7KHz - 3dB @1KHz 0dB REF) 고품위 음질을 재현한다.

2)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비주기적이면서 처리노드(node)가 많은 신호는, 별도의 중앙연산장치(CPU)를 적용하여 고속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신호처리 부하가 적정하게 분배됨으로서 항상 안정된 운용이 가능하다.

3) 하드웨어 설계가 최적화되어 고밀도이면서 소비전류가 적으므로 전원백업시스템(무정전 전원장치) 구성을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4) 정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도록 각 유니트는 플러그인 모듈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인식방식을 채택하여 별도의 어드레스 셋팅없이 동일 유니트간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5) 텔레메터링 기능으로 무인화된 기지국(site)을 원격 관리할 수 있으며, 기지국에 설치되는 제어장치와 링크되어 8채널의 아날로그(RSSI,전원전압, 출력, 온도, 습도, .....)신호 입력과 16채널의디지털(on/off)신호 입력 및 16채널의 디지털신호 출력을 전송하고 제어할 수 있다.(선택사양)

6) 표준형 지령대와 RS- 485 방식으로 온라인(On- line) 상태를 유지하므로 실시간 운용 서비스가가능하다.

7) 회선제어장치는 무선망별 ID검출 및 처리가 가능하므로 모든 무선망으로 수신되는 ID정보를동시다중으로 지령대에 표시한다.

8) PC를 기반으로한 지령대(운용자콘솔)는 디스플레이 및 터치패널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그래픽운용환경 (GUI:Graphic User Interface)을 제공한다.

9) 회선제어기에는 통신포트(RS- 232C)를 통하여 관리PC와 접속할 수 있으며, 그래픽 환경에서각종 기능 설정과 ID수신정보를 실시간으로 로깅(Logging)한다.(선택사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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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2222---- 2222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확확확확장장장장성성성성본 시스템은 시스템통합장치(SSSSCCCCUUUU: SYSTEM COMBINER UNIT)를 통하여 기본 시스템 단위(무선망40회선)의, 무선망 회선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무한한 확장성과 경제적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그러므로 확장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최대용량으로 제작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제적이고 강력한 확장성을 갖는다.

1) 기본 시스템 단위로 확장되므로 시스템 백본(Back Bone)구성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낮다
2) 기본 시스템 단위로 작동하는 하드웨어 구조로 특정한 기본 시스템에 단위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 안정도 및 신뢰성이 높다.

3) 기본 시스템 단위별 하드웨어 구조가 동일하므로 호환성이 뛰어나 유지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다
1111---- 2222---- 3333 인인인인간간간간중중중중심심심심 인인인인터터터터페페페페이이이이스스스스((((HHHHuuuummmmaaaannnn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본 시스템의 운용자 콘솔은 운용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PC(Presonal Computer) 기반의 디스플레이 및 터치패널로 구성되어 이상적인 GUI(Graphic User Interface) 환경을 제공한다.

1) 운용 화면의 편집 기능을 강화하여 간단한 조작으로 싸이트(무선망) 명칭 등의 변경이 용이하다.

2) 고품위 음향을 재현하는 스피커와 EQ(Equalizer)로 운용자 취향에 맞도록 음향설정이 가능하다.

3) 지령대제어장치 (CCU::::CONSOLE CONTROL UNIT: GUI환경의 지령콘솔을 회선제어기와 링크시키는 장치)는 그래픽 환경의 PC지령대와 회선제어기를 링크 시키기 위한 장치로 회선제어기의 G형
(표준형) 또는 R형 지령대접속 유니트를 모두 지원한다. 즉, G형지령대접속 유니트와는 근거리에서 RS- 485방식으로 링크되고, 원격지의 R형지령대접속 유니트와는 모뎀으로 링크된다.

4) 모니터 겸용 터치판넬 채용으로 가독성 및 조작성이 뛰어난 그래픽 기반의 운용 환경을 제공한다.

(마우스도 지원)

5) 전면 2포트와 후면 2포트 총 4개의 마이크 입력포트가 있으며, 동시에 2포트를 지원한다.

6) 직전수신녹음재생 기능이 있어 선택수신의 재청취가 가능하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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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SYYYYSSSSTTTTEEEEMMMM BBBBUUUUSSSS

AAAAUUUUDDDDIIIIOOOO BBBBUUUUSSSS

RRRRCCCCUUUU

BBBBAAAASSSSEEEE
SSSSTTTTAAAATTTTIIIIOOOONNNN

RRRRAAAAUUUU
((((선선선선택택택택사사사사양양양양))))

RF수신감도.....문열림,사람접근,RF출력...문개폐,전등의 점소등....환경조절,감시카메라제어...

PPPPOOOOWWWWEEEERRRR
&&&& MMMMCCCCUUUU

2WIRE(MODEM)2/ 4 WIRE(AUDIO)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
((((SSSSKKKK---- MMMMUUUUXXXX66664444))))

RRRRadio CCCControl UUUUnit PPPPOOOOWWWWEEEERRRR &&&& MMMMain CCCCPU UUUUnit
RRRRADIO AAAADAPTER UUUUNIT

CCCConsole LLLLink UUUUnit-RRRRemoteCCCConsole LLLLink UUUUnit-GGGGeneral

SSSSKKKK---- MMMMCCCCUUUU11116666
((((보보보보조조조조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

표표표표준준준준형형형형6666WWWWIIIIRRRREEEE(실선200m)-DATA-RTX AUDIO-MONITOR AUDIO 원원원원방방방방형형형형3333회회회회선선선선(거리제한없음)-MODEM 1회선-RTX AUDIO 1회선-MONITOR AUDIO 1회선

SSSSKKKK---- GGGGCCCCUUUU44440000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

CCCCLLLLUUUU---- GGGG
((((로로로로컬컬컬컬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CCCCLLLLUUUU---- GGGG
((((로로로로컬컬컬컬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CCCCLLLLUUUU---- GGGG
((((로로로로컬컬컬컬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CCCCLLLLUUUU---- RRRR
((((원원원원방방방방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CCCCLLLLUUUU---- RRRR
((((원원원원방방방방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CCCCLLLLUUUU---- RRRR
((((원원원원방방방방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용용용용))))

PPPPCCCC((((GGGGUUUUIIII))))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RRRRSSSS222233332222CCCC((((DDDDAAAATTTTAAAA))))CCCCCCCCUUUU

CCCConsole CCCControl UUUUnit
PPPPCCCC((((GGGGUUUUIIII))))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RRRRSSSS222233332222CCCC((((DDDDAAAATTTTAAAA))))CCCCCCCCUUUU

CCCConsole CCCControl UUU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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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222 장장장장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SSSSKKKK---- MMMMUUUUXXXX66664444)))) 구구구구성성성성
2222---- 1111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SSSSKKKK---- MMMMUUUUXXXX66664444))))구구구구성성성성 개개개개요요요요회선제어기(SK- MUX64)는 19인치 표준랙에 실장이 가능한 구조이며, 각각의 기능별로나뉘어진 몇개의 유니트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본 장치를 구성하는 각 유니트는 독립적인 하드웨어 구조를 갖으면서 유기적인 결합이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어떤 한 유니트의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주지않토록 설계되어 있다.원격제어 무선망40회선과 이를 공유하는 지령대 24회선을 수용 할 수 있으며 원격제어무선망의 증설은, 시스템통합장치(SCU: SYSTEM COMBINER UNIT)를 통하여 독립된시스템이 유기적인 통합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222---- 1111---- 1111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SSSSKKKK---- MMMMUUUUXXXX66664444)))) 구구구구성성성성요요요요소소소소의의의의 명명명명칭칭칭칭
1111)))) 전전전전면면면면부부부부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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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후후후후면면면면부부부부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명칭 주 요 기 능 비 고

①①①①
전전전전원원원원 및및및및 주주주주제제제제어어어어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PPPPOOOOWWWWEEEERRRR &&&& MMMMCCCCUUUU

((((PPPPower SSSSupply & MCU))))

AC220V/60㎐의 상용전원을 입력받아 각 유니트에 필요한 DC전원을 공급 관리PC가 없어도운용가능
(자체 설정기능)

각 유니트를 시리얼통신을 통하여 결합하고통신포트(RS- 232C)를 통하여 관리PC와 접속한다.각 유니트의 운용 속성을 설정하거나 무선망회선을 점검하기 위한 기능
②②②②

무무무무선선선선망망망망접접접접속속속속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RRRRCCCCUUUU

((((RRRRadio CCCControl UUUUnit)))) 원격제어무전기와 매체를 통하여 접속되며 무전기의 원격제어를 위해 특정 포맷의 톤을 발생시키거나 모뎀을 통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 최대10 유니트 수용(40회선)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4444회회회회선선선선
③③③③

GGGG형형형형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접접접접속속속속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CCCCLLLLUUUU---- GGGG

((((CCCConsole LLLLink UUUUnit-GGGGeneral)))) 표준형 지령대와 인터페이스하기위한 유니트
6가닥의 실선으로 접속된다.

지령대 사양에 따라선택최대 6유니트 수용
(24회선)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4444회회회회선선선선RRRR형형형형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접접접접속속속속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

CCCCLLLLUUUU---- RRRR

((((CCCConsole LLLLink UUUUnit-RRRRemote))))

회선제어기와 지령대가 원거리에 위치할때 원방형 지령대와 인터페이스하기위한 유니트이다. 음성1회선(모니터지원안함) 모뎀1회선이요구된다.(무선망 32회선만 지원)

지령대접속 포트
무선망접속 포트

녹음신호출력 포트관리PC포트
전원입력(AC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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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SSSSKKKK---- MMMMUUUUXXXX66664444))))구구구구성성성성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의의의의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2222---- 2222---- 1111 리리리리모모모모트트트트어어어어댑댑댑댑터터터터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RRRRAAAAUUUU)))) ---- 선선선선택택택택사사사사양양양양----리모트어댑터유니트(RAU)는 지능형 원격제어무전기(BASE STATION)를 구성하기 위한장치이다. 회선제어기의 무선망접속 유니트(RCU)와 접속된다.디지털입출력 및 아날로그입력 포트가 있어 시설물 감시 및 환경조절 등 다양한 응용이가능하다.

1111))))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2222))))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회회회회선선선선 AUDIO회선

(MODEM)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
2)요구되는 선로품질
-손실: - 20dB 이내일것(1KHz 0dBm기준)

-기저잡음: - 40dBm 이하일것
3)방식: 2선식 또는 4선식(MODEM은 2선식 전용)

4)임피던스: 600Ω± 20% 평형(BALANCED)원격제어방식 1)원격송신(PTT):

- 음성신호에 특정주파수(2175Hz)를 중첩 전송하는 방식
- E&M도 사용 가능

2)무전기채널제어
- MSK MODEM

LLLLIIIINNNNEEEE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수신부 1)수신레벨조정범위 : 20dB

2)가아드톤(Guard Tone) 검출 감도 : - 40dBm이하
3)가아드톤(Guard Tone) 필터링 : 40dB이상 (무조정)

RCU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 AUDIO 2/4WIREDATA(MODEM)2WIRE
리리리리모모모모트트트트어어어어댑댑댑댑터터터터RRRRAAAAUUUU 무무무무전전전전기기기기TXAPTTRXARX BUSYRSSI, RF POWER채널변경

ANALOG INDIGITAL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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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LLLLIIIINNNNEEEE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송신부 1)송신레벨가변범위: 0dBm~ +5dBm이상(@600Ω/1KHz)

IIII//// OOOO

아날로그입력 무선수신감도(RSSI)등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모뎀을 통하여 전송한다.

1)A/ D변환: 10bit

2)입력범위: 0~ +5V

3)채널: 4채널디지털입력 1)레벨: TTL입력(내부풀업)

2)채널: 8채널디지털출력 1)출력: 오픈 콜렉터 및 릴레이접점
2)채널: ①오픈 콜렉터 6채널(싱크전류 200mA)②릴레이접점 2채널(SPDT) 250V/ 3A

부부부부가가가가기기기기능능능능
기능설정 LCD와 기능키로 운용상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

1)LCD: 20문자* 4열
2)기능키: 5키(모드,이동,증가,감소,입력)

편리기능 1)선로시험용 원격 톤 송출무인원격 톤 송출: 상대국에 사람이 없어도 원격으로 선로시험 톤을 송출케 하는 기능
2)로컬 마이크와 모니터스피커(2와트이상 @4Ω/1KHz)
3)레벨메타(10단 LED)로 송수신레벨 표시
4)상태표시램프(송신,수신,데이타링크)

5)프로그램 콘넥터: 펌웨어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음질보정 무선으로 송출되는 음성신호의 음질을 보정하는 EQ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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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2222 무무무무선선선선망망망망접접접접속속속속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RRRRCCCCUUUU))))무선망접속유니트(RCU)는 전화급 음성전송매체를 통하여 원격제어무전기(BASE

STATION) 또는 리모트어댑터와 접속된다.한개의 유니트는 원격제어무선망과 모뎀회선을 각각 4회선 수용한다.

1111))))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2222))))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회회회회선선선선 AUDIO회선

(MODEM)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20dB 이내일것(1KHz 0dBm기준)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2선식 또는 4선식(MODEM은 2선식 전용)4)임피던스: 600Ω± 20% 평형(BALANCED)원격제어방식 1)원격송신(PTT):①음성신호에 특정주파수(2175Hz)를 중첩 전송하는 방식②E&M도 사용 가능
2)무전기채널제어

MSK MODEM 300/ 1200BPS

LLLLIIIINNNNEEEE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수신부 음성수신 레벨조정은 관리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1)음성수신레벨조정범위 : 20dB

MUX

& TONE

DETECTOR

BUFFER
&DRIVER

(2/ 4W)

리모트어댑터또는원격제어무전기 MDC1200
DOCEDERCPU

RRRRCCCCUUUU2W/4WLINE
2WLINE MSKMODEM

AAAAUUUUDDDDIIIIOOOOBBBBUUUUSSSS
SSSSYYYYSSSSTTTTEEEEMMMMBBBBUUUUSSSS

EXTERNALAUDIO OUT(녹음신호)녹음기

(선택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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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LLLLIIIINNNNEEEE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송신부 음성송신 레벨조정은 관리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1)송신레벨가변범위: 0dBm~ +5dBm이상(@600Ω/ 1KHz)

EEEE//// MMMM제제제제어어어어포포포포트트트트 AUX

EXTERNAL

PTT출력 지령대 송신과 연동하여 작동하는 릴레이접점으로 외부로출력한다.

1)출력: 릴레이접점
2)접점용량 및 방식: 1채널(SPST) 250V/1A

부부부부가가가가기기기기능능능능

DTMF

ID

DECODER

각각의 무선망회선에 DTMF 디코더가 내장되어 지령대의 무선망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항시 수신되는 ID 정보를 관리한다.원격제어방식설정기능 원격제어방식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관리조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1)가아드톤(GUARD TONE)방식
2)E&M방식(가아드톤 송출하지않음)회선방식설정기능 무선망 회선의 방식을 설정하는 기능으로 2선식 또는 4선식을 관리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램프표시
RCU의 작동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TX: 무선망 회선으로 송신상태 표시
RX: 무선망에서 수신상태 표시
ML: MODEM의 LINK상태 표시
RUN:CPU의 작동상태 표시구구구구분분분분 상상상상태태태태 점점점점 등등등등 소소소소 등등등등 점점점점 멸멸멸멸

TX(적색) 송신중 - -

RX(녹색) 수신중 - -

ML(황색) LINK - 통신장애
RUN(청) 장애 장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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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3333 표표표표준준준준형형형형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접접접접속속속속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CCCCLLLLUUUU---- GGGG))))표준형 지령대접속유니트(CLU- G)는 6가닥 실선으로 근거리의 지령대와 접속된다.지령대에서 요구하는 무선망을 연결하거나 해제하는 MUX가 있다.한개의 유니트는 표준형 지령대 4회선 수용한다. 수신선별기능(VOTING)을 사용시 그룹당 1개의 지령대 회선을 할당하여야 하고 해당 회선은 지령대를 접속할 수 없다.

1111))))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2222))))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회회회회선선선선 지령대링크 회선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실선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100미터당 -2dB 이내(1KHz 0dBm기준)이고DCR(직류저항)이 LOOP시 2옴 이내일것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2선식 3회선①선택송수신: 600Ω± 20% 평형(BALANCED)송신시 직류전류중첩②모니터수신: 600Ω± 20% 평형(BALANCED)③DATA: 300Ω± 20% 평형(BALANCED) 200미터이내

MMMMUUUUXXXX 사양 1) CROSS POINT: 40× 40× 24 NET POINT2) 통과 주파수특성: 300Hz ~ 7KHz± 3dB이내2) 누화(CROSS TALK): 50dB이하

MUX

CPU

CCCCLLLLUUUU----GGGG
AAAAUUUUDDDDIIIIOOOOBBBBUUUUSSSS

SSSSYYYYSSSSTTTTEEEEMMMMBBBBUUUUSSSS
SELECT
AUDIO

CURRENT
DETECTOR

H.Y.B
& PGA

MONITOR
AUDIO

BUFFER

DATA
COMM

RS-485
보보보보조조조조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또는CCCCCCCCUUUU(지령대제어장치)



37 쪽중 12 쪽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AUDIO회선
(MODEM)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20dB 이내일것(1KHz 0dBm기준)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2선식 또는 4선식(MODEM은 2선식 전용)4)임피던스: 600Ω± 20% 평형(BALANCED)원격제어방식 1)원격송신(PTT):①음성신호에 특정주파수(2175Hz)를 중첩 전송하는 방식②E&M도 사용 가능
2)무전기채널제어

MSK MODEM 300/ 1200BPS선택송수신 0dBm레벨조정 없음 (600Ω시)
PTT신호 DC LOOP방식(선택송수신 회선에 중첩)

기기기기타타타타
소모전류 최대DC12V/300mA 이하/유니트당사용환경 0 ~ +40℃ / RH80%이하CPU 32BIT, A/D10BIT 8채널, D/A 2채널, 2 SERIAL PORT
램프표시

CLU-G의 작동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PTT: 지령대에서 무선망 회선으로 송신시 표시VOT: 수신선별모드 작동상태 표시LINK: DATA의 LINK상태 표시RUN: CPU의 작동상태 표시구구구구분분분분 상상상상태태태태 점점점점 등등등등 소소소소 등등등등 점점점점 멸멸멸멸
PTT(적색) 송신중 - -

VOT(녹색) 보팅으로사용 - 장애
LINK(황색) 정상 - -

RUN(청색) - 장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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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4444 원원원원방방방방형형형형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접접접접속속속속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CCCCLLLLUUUU---- RRRR))))원방형 지령대접속유니트(CLU- R)는 3회선의 전화급 음성전송매체를 통하여 원거리의지령대와 링크된다.음성회선과 별도로 모뎀회선을 사용할 경우 ONLINE 상태에서 운용하므로 표준형 지령대에 준한 운용이 가능하지만, 음성회선만으로 링크된 경우 회선접속 기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능은 서비스되지 않는다.한개의 유니트는 원방형 지령대 4회선 수용한다.

1111))))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2222))))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회회회회선선선선 지령대 링크회선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20dB 이내일것(1KHz 0dBm기준)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음성 2선식모뎀 2선식4)임피던스: 600Ω± 20% 평형(BALANCED)
MMMMUUUUXXXX 사양 1) CROSS POINT: 40× 40× 24 POINT2) 통과 주파수특성: 300Hz ~ 7KHz± 3dB이내2) 누화(CROSS TALK): 50dB이하

MUX

CPU
CCCCLLLLUUUU----RRRR AAAAUUUUDDDDIIIIOOOOBBBBUUUUSSSS

SSSSYYYYSSSSTTTTEEEEMMMMBBBBUUUUSSSS
SELECT
AUDIO

GUARDTONE
DETECTOR

H.Y.B
& PGC

MODEM
MSK
MODEM

MONITOR
AUDIO

BUFFERCCCCCCCCUUUU(지령대제어장치)



37 쪽중 14 쪽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

IIIINNNNTTTTEEEERRRRFFFFAAAACCCCEEEE

수신부 음성수신 레벨조정은 관리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1)음성수신레벨조정범위0dB ~ -20dB송신부 음성송신 레벨조정은 관리PC 또는 MCU에서 조정한다.
1)송신레벨가변범위: 0dBm~ +5dBm이상(@600Ω/1KHz)

MODEM MSK MODEM 300/ 1200BPS(2WIRE)

PTT검출방식 1)가아드톤(GUARD TONE) 검출 감도 : -40dBm이하2)가아드톤 주파수: 2,175Hz3)가아드톤(GUARD TONE) 필터링 : 무조정 필터(40dB이상 제거)
기기기기타타타타

소모전류 최대DC12V/500mA 이하/유니트당사용환경 0 ~ +40℃ / RH80%이하CPU 32BIT, A/D10BIT 8채널, D/A 2채널, 2 SERIAL PORT
램프표시

CLU-R의 작동 상태를 가시적으로 표현한다.PTT: 지령대에서 무선망 회선으로 송신시 표시VOT: 수신선별모드 작동상태 표시LINK: DATA의 LINK상태 표시RUN: CPU의 작동상태 표시구구구구분분분분 상상상상태태태태 점점점점 등등등등 소소소소 등등등등 점점점점 멸멸멸멸
PTT(적색) 송신중 - -

VOT(녹색) 보팅으로사용 - 장애
LINK(황색) 정상 - -

RUN(청색) - 장애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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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5555 전전전전원원원원 및및및및 주주주주제제제제어어어어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PPPPOOOOWWWWEEEERRRR &&&& MMMMCCCCUUUU))))주제어 유니트(MCU)는 직렬통신(SERIAL)방식으로 무선망접속 유니트(RCU)와 지령대접속 유니트(CLU-G 또는R)와 결합된다.지령대에서 발생한 운용상의 각종 요구 및 기능은 지령대접속 유니트(CLU-G 또는R)를통하여 주제어 유니트에 전달되고, 주제어 유니트는 시스템버스로 해당 유니트에 제어명령을 전달한다. 또한 시스템의 모든 정보를 총괄하여 관리PC로 저장할 정보를 보낸다.시스템 운용상 필요한 설정기능을 수행하고 저장하며 관리PC 또는 MCU에 자체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무선망 회선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시험톤을 발생하거나 특정 회선을 선택하여 송수신 할 수 있도록 마이크와 내장된 스피커가 있다.또한, 본 유니트에는 회선제어기에 필요한 각종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공급장치도 내장되어있다.

1111)))) 구구구구성성성성도도도도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CPU

MEMORY

PPPPOOOOWWWWEEEERRRR &&&& MMMMCCCCUUUU
AAAAUUUUDDDDIIIIOOOOBBBBUUUUSSSS

SSSSYYYYSSSSTTTTEEEEMMMMBBBBUUUUSSSS
RTC

CLOCK
GENERATER

BACKUP

RS232C

관관관관리리리리PPPPCCCC
(선택사양)

LCD TEST EQMPOWERMODULE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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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3333)))) PPPPOOOOWWWWEEEERRRR &&&& MMMMCCCCUUUU의의의의 명명명명칭칭칭칭 및및및및 기기기기능능능능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MMMMCCCCUUUU

CPU 32BIT, A/D10BIT 8채널, D/A 2채널, 2 SERIAL PORT소모전류 최대DC5V/500mA 이하사용환경 0 ~ +40℃ / RH80%이하
COMM I/ O RS232C(관리PC 접속용)램프표시 점멸:정상, 점등 또는 소등: 비정상(장애)

LOGGING및 설정 1) ID: 번호,수신시간, 수신경로2) RCU, CLU의 각 운용상태 및 기능 설정
PPPPOOOOWWWWEEEERRRR

전원입력 AC 220V ± 10%출력1 DC+12V / 5A출력2 DC-12V / 2.5A출력3 DC+ 5V / 6A출력4 DC- 5V / 6A램프표시 정상: 녹색 점등 / 장애: 적색 점등
SSSSYYYYSSSSTTTTEEEEMMMM PPPPOOOOWWWWEEEERRRR OOOONNNN////OOOOFFFFFFFF전전전전원원원원상상상상태태태태 표표표표시시시시램램램램프프프프 정정정정상상상상::::녹녹녹녹색색색색 //// 장장장장애애애애::::적적적적색색색색LLLLCCCCDDDD 표표표표시시시시부부부부설설설설정정정정 버버버버턴턴턴턴((((KKKKEEEEYYYY))))
모모모모니니니니터터터터 스스스스피피피피커커커커((((무무무무선선선선망망망망 점점점점검검검검 및및및및 회회회회선선선선시시시시험험험험시시시시))))모모모모니니니니터터터터 스스스스피피피피커커커커 음음음음량량량량조조조조절절절절 볼볼볼볼륨륨륨륨송송송송신신신신 마마마마이이이이크크크크 콘콘콘콘넥넥넥넥터터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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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버버버버턴턴턴턴((((KKKKEEEEYYYY))))의의의의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LLLLCCCCDDDD표표표표시시시시
4444---- 1111)))) 각각각각 버버버버턴턴턴턴((((KKKKEEEEYYYY))))의의의의 기기기기능능능능

4444---- 2222)))) LLLLCCCCDDDD 표표표표시시시시 예예예예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버버버버턴턴턴턴((((KKKKEEEEYYYY))))명명명명칭칭칭칭 기기기기 능능능능 비비비비 고고고고유니트설정 / 완료 설정개시 및 완료시 누룸 표시램프:평상시 녹색설정시 적색유니트선택 ◀ 유니트선택(RCU1.CLU24.......) 유니트 좌측이동 선택유니트선택 ▶ 유니트선택(RCU1...RCU40.CLU1...) 유니트 우측이동 선택이동 ◀ 선택된 유니트의 서브메뉴 이동 서브메뉴 좌측 이동이동 ▶ 선택된 유니트의 서브메뉴 이동 서브메뉴 우측 이동조정 ▲ 서브메뉴의 설정값 입력 설정값의 증가 또는 변경조정 ▼ 서브메뉴의 설정값 입력 설정값의 감소 또는 변경시간설정 / 핫콜 시스템 시간조정/핫콜번호등록톤보내기 / 받기 RCU점검시 시험톤송출RESET 시스템 초기화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 TTTT xxxx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선택된 유니트를 표시프로그램버젼
서브메뉴 항목 설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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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각각각각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별별별별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
5555---- 1111)))) RRRRCCCCUUUU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서서서서브브브브메메메메뉴뉴뉴뉴))))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순순순순번번번번 LLLLCCCCDDDD 표표표표시시시시((((서서서서브브브브메메메메뉴뉴뉴뉴)))) 설설설설정정정정내내내내용용용용 설설설설명명명명 설설설설정정정정범범범범위위위위
1111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 TTTT xxxx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 회선제어기에서 출력되는 송신신호의 레벨을 조정 0~ +20dB

(기준값 0dBm)

2222
RRRR CCCCUUUU ---- 0000 1111■■■■ ---- 3333 00002222 .... RRRR xxxx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 회선제어기로 입력되는 수신신호의 이득을 조정(레벨메타 및 숫자로표시)

0~ +20dB

(기준값 0dB)

3333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3333 .... GGGG ---- TTTT oooo nnnn eeee UUUU ssss eeee :::: YYYY eeee ssss Guard Tone사용 여부를 설정

(톤방식(2175Hz)사용시 Yes)
Yes / No

4444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4444 .... LLLL GGGG TTTT LLLL eeee vvvv eeee llll :::: ---- 2222 0000 dddd BBBB 톤방식 사용시 LOW GUARD TONE레벨을 조정 주주주주1111))))

- 30~ - 10dBm

(기준값 - 20dBm)

5555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5555 .... LLLL iiii nnnn eeee SSSS eeee llll :::: 2222WWWW 회선구성 방식을 선택

(2W:2선식 / 4W:4선식)
2W / 4W

6666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6666 .... FFFF ---- TTTT oooo nnnn eeee :::: 2222 1111 7777 5555 HHHH zzzz 톤방식 사용시 Function Tone의 주파수를 선택 주주주주1111))))

650~ 2050Hz/100

Hz step, 2175Hz

7777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7777 .... VVVV OOOO XXXX LLLL vvvv llll :::: ---- 2222 4444 dddd BBBB 회선의 기저잡음을 차단하는 기능 및 수신상태(RX BUSY)를 판단하는 기준 - 14~ - 30dB/

2dB STEP

8888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8888 .... AAAAGGGGCCCC UUUU ssss eeee :::: NNNN oooo 수신 이득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의 사용여부 선택 Yes / No

9999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9999 .... DDDD TTTTMMMMFFFF IIII DDDD :::: 5555 EEEE AAAA DTMF방식의 ID의 자릿수를 선택 2,3,4,5중 택일

11110000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0000 .... EEEE //// MMMM UUUU ssss eeee :::: YYYY eeee ssss 송신(PTT)과 연동하는 릴레이 접점출력가동여부 선택 Yes / No

11111111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1111 .... VVVV oooo tttt iiii nnnn gggg UUUU ssss eeee :::: YYYY eeee ssss 해당 회선이 수신선별기로 작동여부 선택 (현재 사용하지않는 기능)

Yes / No

11112222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2222 .... MMMMoooo dddd eeeemmmm SSSS pppp dddd :::: HHHH iiii 모뎀의 전송속도 선택

Hi :고속전송 Lo : 저속전송 Hi / Lo

11113333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2222 .... MMMMoooo dddd eeeemmmm LLLL iiii nnnn eeee :::: HHHH oooo tttt 모뎀 회선의 방식 선택 주주주주2222))))

Hot:모뎀전용선 Aud:음성회선과 겸용 Hot / Aud

주주주주기기기기 주주주주1111)))) 원원원원격격격격제제제제어어어어신신신신호호호호
FFFFUUUUNNNNCCCCTTTTIIIIOOOONNNN TTTTOOOONNNNEEEE((((44440000㎳㎳㎳㎳))))

음음음음성성성성++++LLLLOOOOWWWW GGGGUUUUAAAARRRRDDDD TTTTOOOONNNNEEEE

HHHHIIIIGGGGHHHH GGGGUUUUAAAARRRRDDDD TTTTOOOONNNNEEEE((((111111115555㎳㎳㎳㎳))))주주주주2222)))) 모모모모뎀뎀뎀뎀을을을을 전전전전용용용용선선선선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지지지지않않않않을을을을 경경경경우우우우 특특특특정정정정 기기기기능능능능 또또또또는는는는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가가가가 제제제제한한한한됨됨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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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2222)))) CCCCLLLLUUUU의의의의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서서서서브브브브메메메메뉴뉴뉴뉴))))

5555---- 3333)))) 무무무무선선선선망망망망회회회회선선선선으으으으로로로로 톤톤톤톤 보보보보내내내내고고고고 받받받받기기기기((((유유유유지지지지보보보보수수수수기기기기능능능능))))주제어 유니트(MCU)는 무선망 회선의 유지보수의 편리를 위하여 시험용 톤(1KHz)을선택된 무선망 회선으로 출력하거나, 상대측 장치에서 톤을 송출하게 원격제어가 가능하다. (상대측 장치는 당사에서 제작된 해당모델에 한함)

RRRR CCCC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 TTTT xxxx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
RRRR CCCCUUUU ---- 0000 1111■■■■ ---- 3333 00002222 .... RRRR xxxx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순순순순번번번번 LLLLCCCCDDDD 표표표표시시시시((((서서서서브브브브메메메메뉴뉴뉴뉴)))) 설설설설정정정정내내내내용용용용 설설설설명명명명 설설설설정정정정범범범범위위위위
1111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1111 .... TTTT xxxx IIII NNNN GGGG aaaa iiii nnnn :::: 0000 0000 dddd BBBB 지령대에서 보내온 송신신호의 이득을조정 0~ +20dB

(기준값 0dBm)

2222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2222 .... SSSS eeee llll LLLL vvvv llll :::: 0000 0000 dddd BBBB 지령대로 보내지는 선택수신신호의 레벨을 조정 0~ +10dB

(기준값 0dBm)

3333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3333 .... MMMMoooo nnnn LLLL vvvv llll :::: 0000 0000 dddd BBBB 지령대로 보내지는 모니터(공동)수신신호의 레벨을 조정 0~ +10dB

(기준값 0dBm)

4444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4444 .... VVVV oooo tttt iiii nnnn gggg UUUU ssss eeee :::: NNNN oooo 수신선별기로 작동여부 선택 (현재 사용하지않는 기능)

Yes / No

5555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5555 .... RRRR eeeemmmmoooo tttt eeee GGGG cccc uuuu :::: NNNN oooo CLU- R(원방지령대용)에서 원방용지령대접속 여부를 선택 Yes / No

6666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6666 .... MMMMCCCCUUUU 1111 6666 UUUU ssss eeee :::: NNNN oooo 보조지령대(지휘관지령대)사용여부 선택사용: Yes 사용하지않음: No

Yes / No

7777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7777 .... MMMMoooo dddd eeeemmmm SSSS pppp dddd :::: HHHH iiii 원방모드시 모뎀의 전송속도 선택 주주주주1111))))

Hi :고속전송 Lo : 저속전송 Hi / Lo

8888
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8888 .... MMMMoooo dddd eeeemmmm LLLL iiii nnnn eeee :::: HHHH oooo tttt 모뎀 회선의 방식 선택 주주주주2222))))

Hot:모뎀전용선 Aud:음성회선과 겸용 Hot / Aud주주주주기기기기 주주주주1111)))) 원원원원방방방방지지지지령령령령모모모모드드드드 사사사사용용용용시시시시 모모모모뎀뎀뎀뎀 속속속속도도도도는는는는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제제제제어어어어장장장장치치치치의의의의 모모모모뎀뎀뎀뎀속속속속도도도도와와와와 일일일일치치치치하하하하여여여여야야야야됨됨됨됨주주주주2222)))) 모모모모뎀뎀뎀뎀을을을을 전전전전용용용용선선선선으으으으로로로로 사사사사용용용용하하하하지지지지않않않않을을을을 경경경경우우우우 특특특특정정정정 기기기기능능능능 또또또또는는는는 서서서서비비비비스스스스가가가가 제제제제한한한한됨됨됨됨

톤톤톤톤보보보보내내내내기기기기 CLU1~40중 택일
RCU의 서브메뉴 1에서 설정버턴시험톤 보내기/받기를 누르면 톤송출다시누르면 정지됨톤톤톤톤받받받받기기기기 수신되는레벨을 표시
RCU의 서브메뉴 2에서 설정버턴시험톤 보내기/받기를 누르면 상대장치에 톤송출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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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4444)))) 시시시시스스스스템템템템 기기기기준준준준시시시시간간간간 맞맞맞맞추추추추기기기기와와와와 핫핫핫핫콜콜콜콜 설설설설정정정정1111 2222 //// 1111 4444 1111 4444 :::: 2222 9999 :::: 3333 0000SSSS yyyy ssss tttt eeee mmmm oooo pppp eeee rrrr OOOO KKKK
TTTT iiii mmmmeeee SSSS eeee tttt 2222 0000 1111 0000 ////1111 2222 //// 1111 4444 1111 6666 :::: 1111 5555 :::: 4444 0000
HHHHOOOO TTTT CCCCaaaa llll llll IIII DDDD :::: 0000 0000 11110000 0000 0000 0000 0000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평상시 운용상표에서 시시시시간간간간설설설설정정정정((((핫핫핫핫콜콜콜콜설설설설정정정정)))) 버턴을 누르면 시간설정 모드로 된다. (시간설정을안하고 핫콜ID설정을 하려면 1회더 누른면 핫콜설정 모로로 됨)
커서의 이동은 ◀▶이동 버턴으로 하고 변경은▲▼조정 버턴으로한다. 완료후 유니트설정/완료 버턴을 누르면 설정이 종료되고 다시 시시시시간간간간설설설설정정정정((((핫핫핫핫콜콜콜콜설설설설정정정정)))) 버턴을 누르면 핫콜설정 모드가 된다.
핫콜ID는 001~050까지 총50개를 유유유유니니니니트트트트선선선선택택택택◀▶으로 선택하고, ID번호입력은 ▲▼조조조조정정정정 및◀▶이이이이동동동동 버턴으로 한다. 완료후 유니트설정/완료 버턴을 누르면 설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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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2222---- 6666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 관관관관리리리리PPPPCCCC 운운운운용용용용((((선선선선택택택택사사사사양양양양))))주제어 유니트(MCU)는 회선제어기 운용의 편리성을 위하여 직렬통신(SERIAL)방식으로,회선제어기 관리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와 접속하여, 그래픽 환경에서 각종 설정기능을 할 수 있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화화화화면면면면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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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333 장장장장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GGGGUUUUIIII))))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SSSSKKKK---- GGGGCCCCUUUU44440000))))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3333---- 1111 디디디디지지지지털털털털((((GGGGUUUUIIII))))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SSSSKKKK---- GGGGCCCCUUUU44440000))))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개개개개요요요요운용자 콘솔(지령대)은 지령실 운용자에게 좀더 진보된 PC를 기반으로한 그래픽운용환경(GUI)을제공한다.회선제어기와 GUI PC사이에는 셋탑박스 개념의 지령대제어장치(CCCCCCCCUUUU:CONSOLE CONTROL UNIT)가 접속되며, 선택수신 및 모니터(공동수신)수신을 지원하는 고음질의 2채널의 증폭기와 스피커를내장하고 있으며, 4포트의 송신용 마이크 포트가 준비되어 동시에 2대의 마이크를 운용 할 수 있다.지령대제어장치는 회선제어기의 G형(표준형) 또는 R형 지령대접속 유니트를 모두 지원하며, G형지령대접속 유니트와는 근거리에서 RS- 485방식으로 링크되고, R형지령대접속 유니트와는 음성급 전용선을 통하여 모뎀으로 링크된다. PC(Presonal Computer)를 기반으로한 GUI지령대와 인터페이스되어 그래픽환경의 운용기능을 제공한다.

그림1 지령대 구성도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SELECT
AUDIO

CURRENT
GENERATOR

H.Y.B
& PGA

MUX

& P.G.A

MONITOR
AUDIO

BUFFER

DATA
COMM

RS-485 MAINCPU
2WAYPOWERAMP 선택수신모니터수신

MIC&PTTPREAMPEQ
CCCCCCCCUUUU((((SSSSKKKK----GGGGCCCCUUUU44440000))))

RS-232C

회선제어기CLU-G또는CLU-R

LCD
GUARDTONEGEN

MODEM

GGGGUUUUIIII PPPPCCCCUSB
SK-GCU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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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2222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제제제제어어어어장장장장치치치치((((SSSSKKKK---- GGGGCCCCUUUU44440000))))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개개개개요요요요
1111))))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제제제제어어어어장장장장치치치치((((CCCCCCCCUUUU))))의의의의 전전전전면면면면부부부부

2222))))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제제제제어어어어장장장장치치치치((((CCCCCCCCUUUU))))의의의의 후후후후면면면면부부부부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마이크입력 포트"A"(모토로라 호환) 마이크입력 포트"B"(모토로라 호환)선택수신볼륨 모니터수신볼륨선택수신스피커 모니터수신스피커LCD표시부조작버턴(사용안함)

항항항항 목목목목 기기기기능능능능 설설설설명명명명마이크입력포트 1 & 2 icom호환형 마이크 입력포트로 1과2 동시에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면의모토로라 호환 마이크와 혼용하여 운용할 수 없다.AUDIO AUX IN/OUT 예비단자 (사용하지않음)녹음신호출력단자 외부 녹음장치로 선택송수신 음성신호를 출력함112전화송출입력 112 신고전화를 무선으로 송출하가위한 입력 단자외부리모트접속 포트 지령대에서 선택된 무선망을 외부 리모트와 공유하기 위한 입출력 포트회선제어기접속 포트 회선제어기와 접속하기위한 포트프로그램입력 포트 펌웨어 업그레이드시 프로그램하기위한 포트GUI컴퓨터접속 포트 그래픽운용환경(GUI)PC와 접속하기위한 포트로 USB<-->RS232C변환장치를 통하여 접속됨

마이크입력 포트"1과2"(ICOM 호환) AUDIO AUX IN/OUT
녹음신호출력단자

112전화송출입력
외부리모트접속 포트
회선제어기접속 포트

프로그램입력 포트
GUI컴퓨터접속 포트전원입력(AC220V)콘넥터와전원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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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3333 GGGGUUUUIIII PPPPCCCC의의의의 화화화화면면면면구구구구성성성성
1111)))) 운운운운용용용용화화화화면면면면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2222)))) 설설설설정정정정화화화화면면면면의의의의 구구구구성성성성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선택수신 및 송신레벨을 표시 모니터(공동)수신레벨을 표시현재시각 표시 ID 저장 및 표시

무선망표시 및 선택 영역지령기능선택 영역 경보음송출 선택 영역 직전수신 녹음/재생 표시및 선택 영역 112전화 송출선택영역회선제어기와 링크표시

무선망 이름 입력창조정 및 기능설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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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4444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제제제제어어어어장장장장치치치치((((SSSSKKKK---- GGGGCCCCUUUU44440000)))) 및및및및 GGGGUUUUIIII PPPPCCCC의의의의 기기기기능능능능 및및및및 사사사사양양양양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GGGGUUUUIIII 소소소소프프프프트트트트웨웨웨웨어어어어의의의의 기기기기능능능능
지지지지령령령령기기기기능능능능

개별지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중 1개의 망을 접속하여지령하는 기능그룹지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중 임의의 복수개 망을 접속하여 지령하는 기능이다. 최대 5개의 그룹으로 분리 운용이 가능하고 선택된 망은 메모리에 저장일제지령 회선제어기에 수용된 원격제어 무선망 전체를 일시에 접속하여지령하는 기능선택수신 개별,그룹,일제지령시 선택된 무선망을 수신하는 스피커모니터수신 선택수신과는 별도로 무선망을 점유하지 않고 수신만하는 스피커로 화면상에 해당 무선망의 선택여부가 ON/OFF로 표시경보음송출 긴급 또는 중요사항 지령시 지령전 송출하는 경보음으로 기존의지령시스템에서 사용하던 포맷과 동일112송출 112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선택된 무선망으로 송출됨
부부부부가가가가기기기기능능능능 레벨메타 송수신되는 신호를 시각적으로 표시함ID 표시 무전기 ID표시는 무선망 선택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된 무선망 선택영역에 일정시간 표시되고 사라지며, 좌측의 로깅화면 영역에는 시간등의 상세한 정보와 함께 PC저장영역에 저장된다.직전수신녹음/재생 선택수신으로 수신된 신호는 최대 1분간 저장되며 즉시 재생하여 재청취가 가능하고 1분단위로 8파일로 구분되어 저장됨링크표시 회선제어기와 링크(ON LINE) 상태인지를 가시적으로 표시
설설설설정정정정기기기기능능능능

송신레벨 조정 회선제어기와 지령대제어장치간 전송구간 손실 보상 조정수신레벨 조정 선택 또는 모니터 수신신호의 전송구간 손실 보상 조정
LOW GUARD

TONE조정 원방지령대로 운용시 LOW GUARD TONE레벨조정확장(외부)리모트 조정 확장(외부)리모트의 송수신레벨을 조정
VOX감도조정 기저잡음 차단레벨 조정(NOISE MUTE)노치필터 설정 선택 및 모니터 수신시 2175Hz 노치필터를 경유하게하거나 바이패스를 설정하는 기능음색조정 수신된 신호의 음색을 조정하는 기능외부리모트송신 설정 확장(외부)리모트 접속시 송신가능 여부를 설정지령대 운용모드 설정 지령대가 로컬형지령대로 사용할지 또는, 원방형으로 사용할지를 선택하는 기능TOT 허용가능한 송신 시간을 설정하는 기능무선망 이름입력 기능 무선망의 이름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입력하는 기능

(최대 12자이내)



37 쪽중 26 쪽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구구구구 분분분분 항항항항 목목목목 사사사사 양양양양

CCCCCCCCUUUU

표준형지령대회선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실선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100미터당 -2dB 이내(1KHz 0dBm기준)이고DCR(직류저항)이 LOOP시 5옴 이내일것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2선식 3회선①선택송수신: 600Ω± 20% 평형(BALANCED)송신시 직류전류중첩②모니터수신: 600Ω± 20% 평형(BALANCED)③DATA: 300Ω± 20% 평형(BALANCED) 200미터이내4)송신레벨 및 수신레벨①선택송신: 0dBm~ +10dBm(600Ω시) 가변②선택수신: 0dB~ +20dB 가변③모니터수신: 0dB~ +20dB 가변

원방형지령대회선
1)매체: 전화급 음성신호 대역을 전송할 수 있는 모든 매체
2)요구되는 선로품질①손실: -20dB 이내일것(1KHz 0dBm기준)②기저잡음: -40dBm 이하일것3)방식: 음성 2선식모뎀 2선식4)임피던스: 600Ω± 20% 평형(BALANCED)5)MODEM: MSK MODEM 300/ 1200BPS(2WIRE)

6)송신레벨 및 수신레벨①선택송신: 0dBm~ +10dBm(600Ω시) 가변②선택수신: 0dB~ +20dB 가변③모니터수신: 0dB~ +20dB 가변④LOW GUARD TONE: -20dBm~ -10dBm 가변
PTT신호 1)표준형: DC LOOP방식(선택송수신 회선에 중첩)

2)원방형: 음성신호에 특정주파수(2175Hz)를 중첩 전송하는가아드톤 방식스피커 출력 최대 2와트 이상(4Ω/1KHz 기준) / 2채널CPU 32BIT, A/D10BIT 8채널, D/A 2채널, 2 SERIAL PORT사용환경 0 ~ +40℃ / RH80%이하
GGGGUUUUIIII PPPPCCCC

PC 최소 사양 CPU: 듀얼코어 HDD:500G모니터/터치판넬 1)23인치 LCD 터치판넬(정전식)2)해상도 1920× 1080OS WINDOWS 7COMM COMM PORT3: PC측 USB<-->지령대제어장치측 RS232C(SERIAL INTERFACE : USB TO RS232C 컨버터케이블)GUI S/W 지령대용 그래픽운용 소프트웨어 (신기전자(주)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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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5555 보보보보조조조조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MMMMCCCCUUUU---- 11116666)))) 접접접접속속속속보조지령대(MCU- 16)는 지령대 사용빈도가 낮은 지휘관이나 운용부서에서 사용하는 지령대이다.무선망 선택은 최대 16회선까지 가능하며 원방접속은 지원하지 않는다. 즉, 회선제어기 CLU- G와로컬영역에서 링크되어야 한다.

1111)))) 외외외외형형형형 및및및및 명명명명칭칭칭칭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① 데스크마이크 ② 선택송수신레벨 표시부 ③ 기능 표시부 ④ 모니터레벨 표시부 ⑤ 모니터 스피커

⑥ 선택수신 스피커 ⑦ 선택수신 음량 ⑩ 무선망 선택키⑨ 모니터 음량⑧ 기능 키
PTT스위치

그림3-2 지령대 외형 (전면)
① 마이크연결 코넥터

⑤ 회선제어기연결 코넥터③ 녹음신호코넥터 ⑦ 전원입력코넥터⑧ 전원스위치②전화연결 코넥터 ④ 외부 리모트연결 코넥터 ⑥ 사용안함그림3-3 지령대 외형 (후면)
⑨ 전원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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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회회회회선선선선제제제제어어어어기기기기와와와와 MMMMCCCCUUUU---- 11116666간간간간 링링링링크크크크케케케케이이이이블블블블 접접접접속속속속도도도도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① .......... ⑧① ..... ⑥
MMMMCCCCUUUU11116666 RRRRMMMMUUUUXXXX66664444

④,⑤사용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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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444 장장장장 부부부부록록록록 ((((기기기기술술술술자자자자료료료료))))

4444---- 1111 지지지지령령령령소소소소프프프프트트트트웨웨웨웨어어어어 설설설설치치치치
1) PC 통신포트 설정① 컴퓨터의 시작 --> 제어판을 선택하면 다음의 그림이 나타나면 장치관리자를더블클릭한다.

② USB Serial Port(COM3)를 더블클릭 한다(COM3가 아닌 경우, 예를들어 COM1 또는 COM2... 등으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더블클릭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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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급(A)...]를 더블클릭한다

④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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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GUI) 지령대 PC 프로그램 설치① 설치 CD를 넣고, GCU40_Setup_Program 폴더를 더블클릭한다.

② [setup.exe]를 더블클릭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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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④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후, 아래 그림에서 선택된 2개의 폴더를 D 드라이브로복사하면 모든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다.

⑤ 설치가 완료된 후 바탕화면에는 [GCU40-PC] 아이콘이 생긴다.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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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선제어장치 관리 PC 프로그램 설치① 설치 CD를 넣고, RMUX64_PC_Setup_Program 폴더를 더블클릭한다.

② [setup.exe]를 더블클릭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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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설치]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④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후, 아래 그림에서 선택된 2개의 폴더를 D 드라이브로복사하면 모든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다.

⑤ 설치가 완료된 후 바탕화면에는 [RMUX64-PC] 아이콘이 생긴다.이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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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2222 입입입입출출출출력력력력 콘콘콘콘넥넥넥넥터터터터 레레레레이이이이아아아아웃웃웃웃
1111)))) 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접접접접속속속속 포포포포트트트트

2222)))) 무무무무선선선선망망망망 및및및및 녹녹녹녹음음음음신신신신호호호호출출출출력력력력 포포포포트트트트

디지털지령시스템 신기전자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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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마마마마이이이이크크크크 신신신신호호호호선선선선 레레레레이이이이아아아아웃웃웃웃

123 4 568 7 1 마이크 신호입력(H)

2 사용안함
3 사용안함
4 사용안함
5 GND

6 PTT(L)

7 GND

8 전원입력(5~ 8Vdc)

① ..... ⑧
(장비 전면에서 본 상태)

핀번호 설 명① 사용안함② 사용안함③ PTT (LOW ACTIVE)④ MIC INPUT⑤ GND⑥ 사용안함⑦ 사용안함⑧ 사용안함

전전전전면면면면 마마마마이이이이크크크크 콘콘콘콘넥넥넥넥터터터터((((모모모모토토토토로로로로라라라라 호호호호환환환환))))

후후후후면면면면 마마마마이이이이크크크크 콘콘콘콘넥넥넥넥터터터터((((iiiiccccoooommmm 호호호호환환환환))))

4444---- 3333 로로로로컬컬컬컬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로로로로 운운운운용용용용시시시시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①회선제어기 CLU-G에 해당포트에 지령대제어장치와 접속케이블을 접속한다.②MCU의 설정버턴을 누르고 유니트 선택으로 해당포트를 선태한다.③이동버턴으로 서브메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5555 .... RRRR eeeemmmmoooo tttt eeee GGGG cccc uuuu :::: NNNN oooo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6666 .... MMMMCCCCUUUU 1111 6666 UUUU ssss eeee :::: NNNN oooo④지령대 설정화면에서 원원원원방방방방모모모모드드드드사사사사용용용용 항목에서 아아아아니니니니오오오오에 체크한다.⑤지령대제어장치 전원을 off한후 5초후 on한다.
4444---- 4444 원원원원방방방방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로로로로 운운운운용용용용시시시시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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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선제어기 CLU-G에 해당포트에 지령대제어장치와 접속케이블을 접속한다.②MCU의 설정버턴을 누르고 유니트 선택으로 해당포트를 선태한다.③이동버턴으로 서브메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5555 .... RRRR eeeemmmmoooo tttt eeee GGGG cccc uuuu :::: YYYY eeee ssss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6666 .... MMMMCCCCUUUU 1111 6666 UUUU ssss eeee :::: NNNN oooo④지령대 설정화면에서 원원원원방방방방모모모모드드드드사사사사용용용용 항목에서 예예예예를 체크한다.⑤지령대제어장치 전원을 off한후 5초후 on한다.
4444---- 5555 보보보보조조조조지지지지령령령령대대대대((((MMMMCCCCUUUU---- 11116666))))로로로로 운운운운용용용용시시시시 설설설설정정정정항항항항목목목목 설설설설정정정정①회선제어기 CLU-G에 해당포트에 지령대제어장치와 접속케이블을 접속한다.②MCU의 설정버턴을 누르고 유니트 선택으로 해당포트를 선태한다.③이동버턴으로 서브메뉴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5555 .... RRRR eeeemmmmoooo tttt eeee GGGG cccc uuuu :::: NNNN ooooCCCC LLLL UUUU ---- 0000 1111 PPPP VVVV :::: 0000 .... 00006666 .... MMMMCCCCUUUU 1111 6666 UUUU ssss eeee :::: YYYY eeee ssss④보조지령대 전원을 off한후 5초후 on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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