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C PMA-2000은 특히 영화관 영사실용으로 설계된 전원 관리 장치입니다. 영화관 
장비를 위한 지능형 전원 공급 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영화관에 완벽한 무인 영사 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 개조 설치는 기존 전원 공급 시스템과의 간섭이 없어 공사 중이거나 현재 

운영중인 영화관에 완벽하게 통합 될 수 있습니다.
• 지능형 전원 관리 시스템은 프로젝터, 서버, 오디오 시스템 및 조명 장비를 포함한 

영화관 장비로 연결된 전원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 영화관 자동화 시스템(Cinema Automation CA2.0) 및 영사 품질 관리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와 함께 자동화 영사 체계를 
기반으로 무인 영사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www.gdc-tech.comPowering your digital cinema experience

디지털�시네마용�전원�관리�장치

PMA-2000전원�관리�시스템



PMA-2000 시스템�구성

기술�사양
외관크기무게
동작�환경동작�온도동작�습도최대�동작
전원전원�요구�사항최대�소비�전력
전원�부하전원�유형� 정격�전압� 정격�전류� 전원�회선�수단상 220V 20A 4

3상 380V 20A 2

3상 380V 60A 2

제어제어판�버튼   8버튼 LED 표시등   지원안전�잠금�버튼   지원네트워크�제어   지원
통신네트워크�프로토콜   UDP, TCP

420 (W) x 100 (D) x 450 (H) mm

9.5Kg

0°C to 45°C (32°F to 113°F)

20% to 90%, 비 응축
6,600 피트 (2,000m)

100 - 240V, 60/50Hz, 0.5A

30W

420 (W) x 100 (D) x 450 (H) mm

9.5Kg

0°C to 45°C (32°F to 113°F)

20% to 90%, 비 응축
6,600 피트 (2,000m)

100 - 240V, 60/50Hz, 0.5A

30W

주요�혜택PMA-2000

기술�도면

작고�가벼움
매우�작은�장비실에도�적합�합니다. 알루미늄�섀시의 PMA-2000은  작고 
가벼운�폼�팩터로�최소한의�벽�공간만�필요하고, 설치�및�통합시�벽�자재 
제약이�적습니다.

네트워크�제어
PMA-2000은 UDP 및 TCP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모두� 지원하므로 UDP 

또는 TCP를�지원하는 GDC TMS 또는�다른�네트워크�관리�플랫폼을�통해 
직접�원격�액세스�할�수�있습니다.

고장�감지
내장된� 전원� 공급� 장치� 오류� 감지� 기능을� 통해 PMA-2000은� 연결된 
장비에�대한�즉각적인�전원�공급�업데이트를�제공하여�사용자가�오류의 
원인을�빠르고�정확하게�찾아�낼�수�있습니다.

표준�배선
PMA-2000은� 단자� 배선에� 범용� 배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디자인은 
모든� 지역의� 배선� 표준을� 충족하므로� 설치가� 표준화되고� 유지� 관리가 
쉽습니다.

안전한�운영
PMA-2000의�제어판에는 8 개의 LED 제어�버튼�세트와 1 개의�잠금�해제 
버튼이�있습니다. LED는�연결된�장비의�전원�공급�상태를�표시하고�제어 
버튼은� 해당� 전원� 공급� 장치를� 관리합니다. 실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각�제어�버튼을�잠금�해제�버튼과�동시에�누르지�않으면 
작동하지�않습니다.

ACS-2800

PMA-2000

ACS-2800

오디오

스크린�마스킹

조명

바닥�조명, 도어�조명

DLP 시네마®프로젝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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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조명, 도어�조명

환기�시스템 환기�시스템기타�장비 기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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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2000 영화관�관리�시스템

네트워크�스위치

DLP 시네마®프로젝터

오디오

스크린�마스킹

조명

SR-1000독립형 IMB®

자동화�명령(네트워크) 자동화�명령
(GPIO)

아날로그�제어�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