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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주의 사항 및 설치 환경 조건
1. 설치 주의 사항
1-1 전문가 이외에는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고장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1-2 벤젠, 신나, 알코올 등 인화성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3 직사광선 및 전열기로부터 멀리 띄워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1-4 감전의 위험이 있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1-5 제품 내부에 금속성 및 도전성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고장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1-6 전원 코드는 완전하게 밀착 삽입 하시고 뽑을 경우에는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1-7 전원 콘센트는 on/off가 원활한 위치에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2. 설치 환경 조건
2-1 19”Rack에 장비를 고정하여 장착할 것을 권장합니다.
2-2 온도 유지 및 습도 관리를 위해 항온항습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2-3 먼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2-4 19”Rack후면과 벽의 거리를 80cm정도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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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HSDV300HD는 HD/SD 동영상을 HD/SD-SDI 또는 HDMI로 입력 받아 MPEG-2로
인코딩한 후, 8-VSB 신호로 변조하여 출력하는 장비이다. (MPEG-2 Transport Stream으로
ISO13818-1 표준을 준수).
본 제품은 ATSC방식의 디지털방송 환경에 최적화 되어있으며, HD엔코더에 8VSB변조기를
함께 포함하여 비용면, 공간적인면, 설치면에서 탁월한 편의성을 제공하며, 손쉽게 고화질의
HD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1. 장비의 특징


SDI, HDMI 입력에 추가로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지원



하드웨어 기반의 고화질 인코딩 기술



1920x1080i, 1280x720p, 576i, 480i 등의 입력종류를 자동으로



가상채널 정보 자체 생성



650ms의 낮은 인코딩 딜레이



8VSB 변조기 및 54~870MHz 대역의 가변형 RF 업컨버터 포함



장비 전면에 위치한 액정화면과 버튼을 이용한 간편한 시스템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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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의 설치
- 포장을 해체한 다음 장비 외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 장비를 설치할 RACK에 고정시킨다.
- 장비는 27℃ 이하의 건조한 실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 입력 소스(HDMI, SDI 등)를 연결한다.
- RF출력 케이블을 연결한다
- 전원을 연결한다.
- 전면 패널을 이용하여 비디오입력 소스, 해상도, 가상채널정보, RF 출력채널 정보 등을
설정한다.
- TV화면을 통해 설정의 적용상태 및 출력신호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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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의 운용
3.1. 장비의 각 부분별 설명

① DISPLAY WINDOW : Encoder 상태를 표시.
②~⑦ 설정버튼 : Left, Right, Up, Down, Set, Menu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변경 가능.
⑧ SDI LOCK LED : N/A
⑨ IP Link LED : N/A
⑩ SYSTEM LED : System LED로 장비의 전원이 켜진 후로는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⑪ Encoder LED : 인코딩이 시작되면 켜진다. MPEG 2 Video Encoder부에 이상으로 부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다.

3.2. 버튼 및 LCD 화면 조작 방법
제품의 전원을 켜고 나서 15초 정도가 지나면 부팅이 완료된다. 부팅이 완료된 후 전면
LCD에 아래 <그림 6.1>과 같이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하고 이후 설명된
방법으로 설정을 시작한다. 인코딩이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전면부의 ENCODER LED가
켜진다.

제품설명(고정)

Video Input

Audio Input

MPEG2HD+8VSB HDMI/HDMI
CA002 010-001 Hansol2
RF Channel

가상채널 넘버

가상채널명

(Program Description)
<그림 3.1 상태표시 화면>
위 그림 1.1 “상태표시화면”은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을 표시한다.
설정값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MENU 버튼을 눌러서 아래 그림과 같이 “메뉴값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상태표시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MENU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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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항목
설정 값

Video Input
HDMI
<그림 3.2 메뉴 값 설정 화면>

위 그림과 같은 메뉴 값 설정화면이 나타나면 Up/Down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고자 하는
메뉴 항목으로 이동한 후 SET 버튼을 눌러서 변경 가능한 상태로 들어간다. 변경 가능한
상태가 되면 설정 값 앞에 커서가 깜빡거린다. 커서가 깜빡거리면 다시 Up/Down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값을 선택한다. MENU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값이 적용되고 저장되며 변경
가능 상태에서 빠져 나온다. MENU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상태표시 화면으로 돌아간다.

3.3. 설정 예
STEP 1 입력소스 선택

Video Input

Video Input
HDMI

- 장비 전면의 LCD창이 상태표시 화면이면 MENU버튼을 눌러 메뉴값 설정 화면으로 들어간다.
- “Video Source Input” 메뉴가 표시되면 SET버튼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
-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입력 소스를 선택한다.
- MENU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적용하고 저장한다. 이 때 메뉴 적용이 끝나도,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10초이상 기다린 후 다른 메뉴값 설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STEP 2 가상채널정보 변경

가상채널넘버

Program Description
010-001 Hansol2
가상채널명

- 메뉴값 설정 화면에서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Program Description” 메뉴로 이동한다.
- “Program Description” 메뉴가 표시되면 SET버튼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
-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가상채널넘버를 선택한 후, Right(▶)버튼을 눌러
가상채널명으로 이동한다.
- Up(▲), Down(▼), Left(◀), Right(▶) 버튼을 이용하여 가상채널명을 변경한다.
- MENU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적용하고 저장한다. 이 때 메뉴 적용이 끝나도, 실제로 시스템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10초이상 기다린 후 다른 메뉴값 설정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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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출력 주파수 선택

채널모드

RF Channel Mode
CA_KOR

채널넘버

RF Channel
002

057MHz
실제 RF 출력주파수

- 메뉴값 설정 화면에서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RF Channel Mode” 메뉴로 이동한다.
- “RF Channel Mode” 메뉴가 표시되면 SET버튼을 눌러 편집 모드로 들어간다.
-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Air, 또는 CATV 모드를 선택한 후 MENU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적용하고 저장한다.
- Down(▼) 버튼을 눌러 “RF Channel” 메뉴로 이동한다
- Up(▲) 또는 Down(▼) 버튼을 눌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한다.
- MENU버튼을 눌러 설정값을 적용하고 저장한다.
- MENU버튼을 한번 더 눌러 상태표시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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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항목

설정값 또는 표시값

Video Input

SDI
HDMI

Audio Input

SDI

(Video Input에 연동됨.

HDMI

SDI, HDMI 간 교차 선택 불가)

Analog L/R

Audio Volume

0~10

(Default 5)

(기본값 변경 시 주의)
Audio Delay

-20 ~80

(Default -20)

010-001

Hansol2

(기본값 변경 시 주의)
Program Description
(가상채널 설정)
SyncLoss Display

Color Bar

(Video Input이 중간에 끊길 경우 표시되는 화면)

Black

RF Channel Mode

Air
CA_KOR
CA_USA

RF Channel

002 ~135 (채널모드에 따라 다름)

RF Level

0 ~ 224

About HSDV300HD

NH1000 R10L FW ver.1.1b

(장비 버전 확인)

( 2018.05. 31 현재 )

Read Input Resolution

0~15

(현재 Video Input으로 입력되고 있는 해상도 표

예)

7:

(실제 레벨은 30~50dBmV 사이임)

1920x1080i59.94

시)

<표 3.1 메뉴 구조 및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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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PECIFICATION
4.1 Input
Video


SDI



HDMI

Audio


SDI



HDMI



Analog audio L/R

4.2 Video Input Types(Resolution and Field rate)


1080p @30, 29.97, 25, 24, 23.97



1080i @60, 59.94, 50



720p @60, 59.94, 50, 30, 29.97, 25, 24, 23.97



576i @50, 480i @59.

4.3 RF Output


Modulation : 8VSB (ATSC A/53)



Frequencies : 54~870MHz



Level : 25 ~50dBmV



SNR(MER) : 〉30dB in Band



Spurious In Band : 〉60dB

4.4 Power and Environment


Voltage : 88~245V AC , 60Hz



Power Consumption : 30 Watt max

4.5 Physical


Dimension : 483 x 44 x 260 mm(WxHxD)



Weight :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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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장애 해결 (NH1000 이상 버전 기준)
1. 음성은 나오는데 화면은 컬러 바 또는 검은 화면이 나오는 경우
-

Read Input Resolution 항목에서 입력 소스의 입력해상도를 확인하고 장비가 지원하는
해상도(4.2 Video Input Types 참조)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입력포트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

입력소스를 직접 TV 등에 연결하여 상태를 확인한다.

2. Encoder LED가 꺼져 있고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
-

장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다.

-

부팅과정에서 장비의 LCD에 Err. 메시지가 나타나는 지 확인한다.

3. 장비설정을 변경한 후, 다른 메뉴의 설정을 변경할 때 Err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장비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다.

-

설정 변경 시 메뉴 별로 10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설정을 변경한다.

4. TV에 “신호 없음”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
-

수신하는 TV에서 선택한 채널과 장비의 RF채널(모드와 채널)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RF Level 메뉴에서 Up(▲) 버튼을 2회 이상 눌러 실제 레벨 값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보통
40~50dBmV 사이이어야 한다.

-

부팅 시 또는 입력설정 변경 시, 선택된 입력포트에 신호가 없으면 RF출력이 중단되므로,
입력포트의 상태를 확인한다.

5. 장비의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
- “About HSDV300HD” 메뉴 항목에서 확인

위와 같은 조치 후에도 장애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솔21 고객지원
전

화

02)407-1151

이 메 일

hansol21@hansol21.com

홈페이지

http://www.hansol21.com

업무시간

10:00 ~ 18:00 (월~금,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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