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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최대 245개 회의 장치까지 CCS 1000 D 디지털 회의 시
스템 확장

u 6극 원형 커넥터로 시스템에 간편하게 연결

u 다단계 확장 장치용 루프 스루를 포함해 내장형 스플리터
로 시스템 내 어느 위치에나 편리하게 설치

u 단락 보호 기능이 있는 트렁크 1개와 분기기 연결부 2개

u 단독으로 세워두거나 19인치 랙에 장착, 제어 장치와 비
슷한 하우징

확장 장치는 제어장치(CCSD‑CU 또는 CCSD‑CURD)와 함
께 사용되어 CCS 1000 D 디지털 회의 시스템에 추가 전력
을 공급합니다.
하나 이상의 확장 장치를 사용하면 CCS 1000 D 디지털 회
의 시스템을 최대 245개의 회의 장치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
다. 하나의 확장 장치는 최대 85개의 추가 회의 장치
(CCSD‑DS 또는 CCSD‑DL)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기능

CCSD‑EXU 후면

간편한 시스템 설정
• 확장 장치와 제어 장치는 외부 치수가 같아 동일한 19인치
랙에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확장 장치용 루프 스루를 포함해 내장형 스플리터
로 시스템 내 어느 위치에나 편리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6극 원형 커넥터를 이용해 기타 시스템 구성요소 및 케이블
에 빠르고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원 연결
확장 장치는 제어장치와 함께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단락 보호
출력 하나에서 단락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출력 소켓의 전원
이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확장 장치에는 전원이 계속 공급됩
니다. 이것은 전면 패널의 "전원 켜기" LED로 표시됩니다.

조절기 및 표시등
• 전면 패널

– 전원 켜기/끄기(녹색/빨간색) LED 표시기 1개

연결
• 후면 패널

– 제어 장치 또는 이전 구성 요소를 직렬 연결 구성으로
연결하는 6극 원형 수 커넥터가 있는 2m 케이블 1개

– CCS 1000 D 장치(트렁크당 장치 최대 40개)의 트렁
크 연결용 6극 원형 암 커넥터 1개

– 회의 장치의 분기기 연결용 6극 원형 암 커넥터 2개
(분기기당 회의 장치 최대 40개, 확장 장치당 회의 장
치 최대 85개)

– 4극 원형 암 24VDC 전원 입력 커넥터 1개

인증 및 승인

EU CE, WEEE1

US UL, FCC

CA CSA, ICES-003, EPS1

KR KCC, KC1, K-MEPS1

AU/NZ RCM, MEPS1



RU/KZ/BY EAC

JP PSE1

CN China RoHS, CCC1

TW BSMI1

SA SASO

참고: 1 전원 어댑터에만 적용됩니다.

지역 규정 준수/품질 표시

유럽 CE DECL_EC_CCSD-EXU

포함된 부품

수량 구성품

1 CCSD‑EXU 확장 장치

 주전원 코드

1 24VDC 전원 공급 장치

1 탁상용 피트 세트

1 19인치 1U 장착 브래킷 세트

1 안전 지침

1 신속한 설치 가이드

기술 사양

전기 사양

공급 전압 어댑터 100 ~ 240VAC, 50/60Hz

전류 소비 전압 어댑터 1.9A(100VAC) ~ 1A 240(VAC)

DC 전압 제어 장치 24V, 6.0A

확장 장치별 최대 회의 장치
수

트렁크/분기기당 회의 장치
40개
전체 회의 장치 85개
24V, 최대 5.2A(단락 보호됨)

기계 사양

크기(피트 포함)
(높이 x 가로 x 세로)

45 x 440 x 200mm
(1.8 x 17.3 x 7.9in)
가로 19”, 높이 1RU

피트 높이 5.5mm(0.2in)

장착 탁상형 또는 19인치 랙

무게 약 4.12kg(9.1lb)

재질(상단 및 하단) 도색 금속

색상(상단 및 하단) 트래픽 블랙(RAL 9017) 무광-
고광택

림 전면 패널 펄 라이트 그레이(RAL 9022)
무광-고광택

환경적 특성

작동 온도 5ºC ~ +45ºC 
(+41ºF ~ +113ºF)

보관 및 운반 온도 -40ºC ~ +70ºC
(-40ºF ~ +158ºF)

상대 습도 5% ~ 98% 비응축

주문 정보

CCSD-EXU 시스템 확장 장치
CCS 1000 D 디지털 회의 시스템용 확장 장치는 최대 85개
의 추가 회의 장치에 DC 전원을 공급합니다.
주문 번호 CCSD-E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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