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품 시 험 성 적 서 
                            PODUCT TEST REPORT 

 

품       명  : DIGI COMBO AMPLIFIER 
Product(rating) 

모   델  명  : DG2436 
Model 

용       도  : 
Purpose of use 

발 행 일 자  : 
Report date 

 

시 험 결 과 

1) 공통사항 

시험항목 기준치 
시험결과 

Sample 1 Sample 2 Sample 3 

재  료 양호할 것 양호 양호 양호 

구  조 양호할 것 양호 양호 양호 

부품 및 부속품 양호할 것 양호 양호 양호 

2) 전기 및 기계적 특성 

시험항목 SPECIFICATION 
측정치 

Sample 1 Sample 2 Sample 3 

규  격 482(W) x 177(H) x 378(D) mm 482(W) x 177(H) x 378(D) mm 

중  량 21kg 21kg 

채  널  입력 MIC : 6CH / AUX : 3CH 입력 MIC : 6CH / AUX : 3CH 

출  력 360W 360W 

기타 동작상태 양호할 것 양호 양호 양호 

 

항 목 CH-1 CH-2 CH-3 CH-4 CH-5 CH-6 

 

FREQUENCY 

RESPONSE 

(±3dB이내) 

70 -2.7 dB -2.8 dB -2.6 dB -2.6 dB -2.5 dB -2.6 dB 

100 -2.2 dB -2.3 dB -2.0 dB -2.0 dB -1.9 dB -2.1 dB 

1K 0 dB 0 dB 0 dB 0.1 dB 0 dB 0 dB 

15K 2.2 dB 2.3 dB 2.0 dB 2.2 dB 2.2 dB 2.2 dB 

       

DISTORTION 

(1.5% 이하) 

70 1.15 1.12 1.12 1.14 1.14 1.14 

1K 0.03 0.01 0.02 0.03 0.02 0.03 

15K 1.17 1.16 1.15 1.16 1.15 1.16 

S/N RATIO 1K 78.5dB 79.1dB 78.9dB 78.2dB 78.8dB 78.4dB 

항 목 AUX-1 AUX-2 AUX-3    

 

FREQUENCY 

RESPONSE 

(±3dB이내) 

70 -2.4 dB -2.2 dB -2.3 dB    

100 -1.4 dB -1.3 dB -1.3 dB    

1K 0.2 dB 0 dB 0.2 dB    

15K 2.3 dB 2.1 dB 2.2 dB    

       

DISTORTION 

(1.5% 이하) 

70 1.21 1.18 1.18    

1K 0.02 0.01 0.02    

15K 1.21 1.21 1.19    

S/N RATIO 1K 79.1dB 79.3dB 79dB    

 

 

 



3) 동작점검상태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항목 결과 

전원(DC) 정상 소프트웨어 동작 정상 기기외관 정상 모니터스피커 S/W동작 정상 

출력채널 스위치동작 정상 ALL1, ALL2스위치동작 정상 E.M TEST 동작 정상 CHIME 동작 정상 

SIREN(연속,파상)동작 정상 팬텀파워 동작 정상 마스터 볼륨 동작 정상 리모트 연동 동작 정상 

AC OUTLET 출력동작 정상 MIC1의 우선권 동작 정상 EM CONT 동작 정상 EXT CONT 동작 정상 

REMOTE S/W 동작 정상       

◎ 위 의뢰자로부터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시행한 시험성적서임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the sample submitted by client above has been tested. 

◎ 이 시험성적서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하며 성적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90일임. 

This report should only be used for the purpose of use above is valid for 90 days from date of issue. 

 

 

 

 

 

 

 

 

 

 

 

 

 

 

 

 

 

 

 

 

 

 

 

 

 

 

 

 

주 식 회 사 케 빅 품 질 관 리 팀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Nonhyeon-Ro 24Gil 5, Gangnam-Gu, Seoul, Korea 

CHECKED BY D. H. An 

APPROVED BY Y. G.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