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2X 펌웨어 업데이트
시작하기 전에:
!! DAC2X 이외의 다른 기기에는 절대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1.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기가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지 알아보려
면 사용 기기의 시리얼 번호를 support@meitner.com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는 대리점이나 수입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새로 구입한 제품은 이미 최신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어 업데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대개 일년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2. Window 기본 시스템이나 일반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직접 업데이트를 시도하지
마시고, 대리점이나 수입원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하시는 제품의 시리얼 번호를 잘 확인하사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시리얼 번호
에 따라 펌웨어가 달라집니다;
I. 시리얼 번호가 6100 보다 아래인 경우:
“Serial Numbers Below 6100_A Series” 폴더에 있는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II. 시리얼 번호가 6100 이상인 경우:
“Serial Numbers 6100 and Above_B Series” 폴더에 있는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4. Windows XP, Windows 7 또는 8 컴퓨터에서 사용해야 하고, USB 포트를 위한 최신 USB
드라이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MAC 이나 OSX 시스템에는 이 업데이트를 절대로 사용해선 안됩니다.
6. 설치 시작 전에 컴퓨터를 리셋하거나 재부팅합니다.
7. 업데이트 파일은 Winzip 또는 Winrar 를 사용하여 압축되어 있습니다. RAR 형태의 압축
파일을 풀기 위해 www.rarlab.com에서 Winrar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8. zip/rar 파일의 압축을 풀고, 사용자의 컴퓨터에 "DAC2X Update" 폴더를 드래그해서 가
져옵니다.
9. 이전에 DAC2X 업데이트를 실행한 적이 없는 새 컴퓨터인 경우에, DAC2X USB 펌웨어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이 드라이버는 “CP210x_VCP_Windows” 에 들어있으
며, 사용자의 Windows 타입(스탠다드 또는 64-bit)에 따라 더블클릭을 하고 USB 펌웨어
드라이브 셋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I. 스탠다드 USB 펌웨어 드라이버를 설치하려면 “CP210xVCPInstaller_x86.exe” 파
일을 더블클릭하고 실행합니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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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210xVCPInstaller_x64.exe” 파일을 더블클릭하고 실행합니다.

10. DAC2X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DAC2X_Update_Utility.exe”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합니다.

업데이트 설치 방법;
1. DAC2X 전원이 들어와있는지를 확인한다.
2. 컴퓨터에서 DAC2X로 USB 케이블을 연결한다. 일반적인 A/B 타입의 USB 케이블을 사
용한다. B 타입 단자가 "Service USB" 포트에 연결되어야 한다. DAC2X의 "USB Audio"에 연결
하면 안 된다.

3. "DAC2X Update" 폴더로 가서 "DAC2X_Update_Utility.exe" 라고 되어있는 파일을 실행한다.

4. "Browse" 버튼을 클릭하고, "DAC2X Update" 폴더안에 "Update Files" 폴더를 선택하고, A
또는 B 시리즈 펌웨어 폴더에서 최신 MCS 업데이트 파일을 선탹한다.
5. DAC2X의 시리얼 번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합한 펌웨어를 설치한다:
I. 시리얼 번호가 6100 보다 아래인 경우:

“Serial Numbers Below 6100_A Series” 폴더에 있는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II. 시리얼 번호가 1300 이상인 경우:
“Serial Numbers 6100 and Above_B Series” 폴더에 있는 펌웨어를 사용합니다.

6. 아래 그림에 나와있는 COM port를 선택한다. 대부분의 경우 높은 숫자의 COM port를
선택해야 한다.
7. "Connect"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에 있는 Status 박스 디스플레이에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나타난다.

8. 연결이 된 다음, "Update" 버튼을 누른다.
9. 사용자의 컴퓨터나 USB 연결에 따라 다른 COM port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다. 예로
위 그림에서 디폴트 COM3 대신 COM9을 선택해야만 했다. "Update" 버튼은 눌렀을 때 아
무것도 진행이 안되고 "Status" 박스에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메세지가 나오지 안
는 경우 "Disconnect" 를 누르고 다른 번호의 COM port를 선택해야 한다.
10. 위 과정은 컴퓨터에 따라 약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다음 11번 단계로 가기 전에
최소 1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 컴퓨터를 재부팅 해야 한다:
a. COM port 리스트에 디폴트 COM3만 나타날 경우, 그리고 COM3에 연결할 수가
없거나,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을 때 아무것도 진행이 안될 떄. (9, 10번 팜조)
b. 선택할 수 있는 COM port가 리스트에 없을 때.
c. COM port 리스트에서 COM port를 선택하고 "Update"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것도
진행이 안될 때.

12.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 DAC2X 전원을 끄거나 업데이트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컴퓨터나 DAC2X로 어떤 다른 작업을 해선 안 된다.
13. 업데이트가 끝나면 Status 박스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타나고, DAC2X를 재부팅하라
는 창이 나타난다. "OK" 버튼을 누르고 DAC2X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닫는다.

14. DAC2X를 재부팅하려면 우선 전면 패널에 전원 버튼을 끄고 난 다음 기계 뒷면에 메
인 전원을 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을 분리한다.
15. 오디오 재생에 DAC2X에 연결된 같은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컴퓨터를 재부팅한다.
16. DAC2X를 켜고 DAC2X의 USB 오디오 포트와 컴퓨터에 USB 포트에 USB 케이블을 연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