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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잠금 해제하기

매인화면 (잠금) 기구물 ID 화면 (잠금)

기구물이 켜졌을때, 자동으로 스마트 터치 스크린이

잠겨있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손가락 아이콘(      )을 3번 누르세요.

30초 동안 사용자가 아무 조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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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면 설명

1 현재동작모드 DMX 모드, 유저 모드, 컬러 모드로 표시됩니다.

2 기구물현재온도 현재 장비의 내부온도를 감지하여 °C로 표시합니다.

3 DMX512 어드레스 현재의 DMX512 어드레스를 표시합니다.

4 밝기 (Intensity) 기구물의 현재 밝기값이 (0~100%) 표시됩니다.

5 색온도 (CCT) 기구물의 현재 색온도가 (2900~6000K)표시됩니다.

6 틴트 (Tint) 기구물의 현재 틴트값이 (-1.00~+1.00)표시됩니다.

7 활성화된기능조절바 밝기, 색온도, 틴트 중 선택된 기능을 조절 합니다.

8 홈 (매인화면) 매인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9 DMX512 모드 & 어드레스설정 채널모드 및 DMX512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 유저모드설정 직접 밝기, 색온도, 틴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1 컬러모드설정 RGB 색, 채도, 명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 설정 장비의 기능을 설정 및 변경 할 수 있습니다.

13 기구물 ID 기구물 관리를 위한 번호를 표시합니다.

14 장비및화면정보 화면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합니다.

15 화면회전 LCD 화면의 방향을 터치시 180° 변경합니다.

16 슬립모드설정 LCD 자동 꺼짐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7 마스터설정 마스터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8 RDM 모드설정 RDM 기능을 활성화/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9 Dimming 속도설정 디밍 속도를 설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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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Setting

Sleep mode setup

Master function setup

RDM mode setup

Dimming speed setup

Θ Information

Description of each function

Θ Fixture ID

Θ Fixture ID screen

Fixture ID number input

Θ Information

Description of fixture ID

Θ Information

Basic equipment information

Θ Rotate

매뉴 트리

Θ Home (매인 화면)

Θ DMX512 Mode

DMX mode select

DMX address input

Θ Information

DMX channel value

Θ User Mode

Intensity setup

Color temperature setup

Gamma value setup

Θ Information

Description of each function

Θ Color Mode

RGBW color setup

Saturation setup

Intensity setup

Θ Information

RGBW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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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면 미세조절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확대 됩니다.

일반 칼라보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버튼을 누르세요.

제품 정보 & 화면 확대

매인 화면의 INFO 버튼 클릭을 통해서 제조사, 제품 모델명, 펌웨어 버전, UID 번호, 기구물 현재 온도, 

기구물 사용시간, LED 사용시간, 웹사이트, 매뉴얼 다운로드 링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DMX 모드 채널 변경 & 어드레스 설정

매인 화면의 DMX512 MODE 버튼을 통해서 DMX 채널 변경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DMX 모드 화면의 위쪽 탭으로 채널모드를 선택할 수 있고, 키패드를 눌러서 DMX 어드레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MX 모드 : DMX512 신호로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 1 (1채널 모드) : Dimming 
- 3 (3채널 모드) : Dimming, CCT, Tint
- 5 (5채널 모드) : Dimming, CCT, Tint, Cross Fader, Color Macro
- 8 (8채널 모드) : Dimming, CCT, Tint, Cross Fader

,Red, Green, Blue, White

DMX512 MODE 화면의 INFO 버튼을 통해서 각 채널별 기능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버튼을 다시 누르면 DMX512 MODE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제품마다 지원하는 채널모드와 기능이 다릅니다.



7유저 모드 설정 & 밝기 / 색온도 / 틴트 조절

매인 화면의 USER MODE 버튼을 통해서 유저가 기구물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거나, 

현재 밝기/색온도/틴트값을 누르면 아래 바가 선택된 기능에 맞춰 활성화 되어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DMX 모드 일때, 매인화면의 현재값을 눌러도 아래 바가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유저 모드 화면에서 변경 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터치하면 주황색으로 활성화 되고, 터치 또는 드래그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세조절을 위해서는 드래그로 원하는 근사값에 끌어놓고 를 터치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유저 모드 : 유저가 기구물을 직접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Intensity(밝기) : 기구물의 현재 밝기값을 0~100%로 표시하고 조절 합니다.

CCT(색온도) : 기구물의 현재 색온도값을 2900~6000Kelvin으로 표시하고 조절 합니다.

Tint(틴트) : 기구물의 현재 틴트(감마)값을 -1.00(Magenta)~+1.00(Green)으로 표시하고 조절 합니다.

USER MODE 화면의 INFO 버튼을 통해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버튼을 다시 누르면 USER MODE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8컬러 모드 설정 & RGB / 채도 / 명도 조절

매인화면의 COLOR MODE 버튼을 통해서 유저가 기구물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컬러 모드의 화면에서 변경 하고자 하는 바를 터치하면 주황색으로 활성화 되고, 터치 또는 드래그로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색상 그라데이션에 터치 또는 드래그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컬러 모드 : 유저가 기구물을 직접 조작할 때 사용합니다.

Color Wheel Gradient(색상 그라데이션) : 터치 또는 드래그로 원하는 색을 선택

Hue(색조) : 드래그로 원하는 색조 선택

Saturation(채도) : 현재 기구물의 채도값을 0~100%로 표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White(명도) : 현재 기구물의 White LED 밝기값을 0~100%로 표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COLOR MODE 화면의 INFO 버튼을 통해서 각 기능에 대한 설정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버튼을 다시 누르면 COLOR MODE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COLOR MODE를 지원하지 않는 장비일 경우,
‘Color Mode is not available.’라고 출력 됩니다.



9슬립 모드 / 마스터 / Dimming 속도 기능 설정

매인 화면의 SETTING 버튼을 통해 매인 아이콘 이외의 추가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설정 화면에서 슬립 모드, 마스터, RDM 기능 중 변경하고자 하는 항목의 ON/OFF를 터치하면

주황색으로 활성화 되면서 설정이 변경됩니다.

Dimming 속도 설정의 경우, 터치로 활성화 시킨 후 아래 버튼으로 원하는 속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립 모드 설정(Default=OFF) : 30초 동안 어떤 조작이 없을 때, 화면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입니다. 

OFF 경우,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항상 켜져 있습니다.

마스터 설정(Default=OFF) : 콘솔 연결 없이도 마스터 설정을 통해 연결된 모든 기구물을 동기화 시켜 제어할 수 있는 기능 입니다. 

OFF 경우, DMX신호를 따릅니다.

RDM 설정(Default=ON) : RDM 장비를 통한 양방향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OFF 경우, RDM 장비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Dimming 속도 설정(Default=15) : 기구물의 현재 디밍 속도값(0~40)을 표시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디밍 속도가 느려집니다.

설정 화면의 INFO 버튼을 통해서 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FO 버튼을 다시 누르면 설정화면으로 돌아옵니다.



10기구물 ID & 라벨 설정

매인 화면의 FIXTURE ID 버튼을 통해서 장비 관리번호가 표시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FIXTURE ID 화면에서 크게 출력된 숫자를 터치하면, 숫자를 변경할
수 있는 기구물 ID 입력 화면 이동합니다. 
기구물 ID 입력 화면에서 원하는 숫자(001~9999)를 입력 후 Enter를
누르면 입력한 값을 표시하는 화면으로 이동하고, HOME 버튼을 누
르면 매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DM 통신을 통해서 제품명(default)으로 되어있는 기구물 라벨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터치 LCD에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RDM 통신을 통해서 기구물 라벨을 변경 시, ‘Device Label’ 항목에 장치 이름(영문)과 관리번호를 입력하면, 
LCD 화면의 상단 왼쪽에 표시됩니다. 
기구물 ID는 입력한 4자리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3 또는 4자리 숫자로 출력됩니다.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기구물 ID는 ‘001’로 출력됩니다.

기구물 ID 입력 화면의 INFO 버튼을 통해서
기구물 ID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적 또는 RDM 장치를 통해서
장비 관리를 위한 번호를 001~9999 까지 저
장할 수 있습니다.

(매인 화면) (기구물 ID 화면) (기구물 ID 입력 화면)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예시 5

입력(Device Label in RDM) BASE123 BASE1234 BASE12345 BASE STUDIO13-23

기구물 라벨(in Fixture) BASE123 BASE1234 BASE12345 BASE STUDIO13-23

ID 숫자(in Fixture) 123 1234 2345 001 023

기구물 라벨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