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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소개

DAC-V1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 겸 프리앰프로서, 설치 및 설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DAC-V1을 컴퓨터 오디오 출력 장치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본 설명서를 자세히 읽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DAC-V1의 모든 성능을 

완전히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명서는 아래 1장의 소개 부분에 이어 다음과 같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2장: DAC-V1을 통한 컴퓨터 오디오. 

3장: DAC-V1 설치 및 연결. 

4장: DAC-V1 작동. 

5장: DAC-V1 설정. 

6장: DAC-V1 사양.

1.1 DAC-V1 기본 정보

DAC-V1은 6개의 입력단을 갖춘 DAC 겸 프리앰프로서, S/PDIF 

디지털 신호로 출력된 오디오나 컴퓨터의 USB 인터페이스에서 직접 

출력된 오디오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한 DAC-V1은 외부 오디오 출력 장치처럼 동작하며, 매우 

다양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DAC-V1에는 스테레오 DIN 및 RCA 포노 아날로그 출력 및 전면 

패널 6.3mm 잭 헤드폰 출력과 음량 조절부가 있습니다. DAC-V1은 

전면 패널 조작부와 동봉된 리모콘을 통해 조작 및 설정합니다.

1.2 DAC-V1 음성 입력 단자

DAC-V1에는 6개의 음성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  DAC-V1의 USB 입력은 USB 기능이 있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

비동기식” 인터페이스입니다. 컴퓨터의 음성 출력 파라미터를 

올바로 설정하면 폭넓고 다양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DAC-V1에서 출력되는 초고음질 아날로그 오디오를 

시스템 구성의 아래쪽에 있는(“다운스트림”) 파워앰프나 

프리앰프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2장에서는 DAC-V1의 USB 입력을 통해 최적의 음질을 

얻기 위해 Windows와 OSX에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DAC-V1의 1 ~ 5번 입력 단자는 S/PDIF형식의 오디오 

입력 단자입니다. 이들 입력 단자에는 CD 플레이어, 오디오 

스트리머 및 하드디스크 플레이어 같은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DAC-V1은 최고 24비트 및 192kHz 

해상도에 달하는 S/PDIF 오디오 신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DAC-V1에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S/PDIF 디지털 입력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S/PDIF 입력 1: BNC 동축  

 S/PDIF 입력 2: RCA 포노 동축  

 S/PDIF 입력 3: TosLink 광단자  

 S/PDIF 입력 4: RCA 포노 동축  

 S/PDIF 입력 5: TosLink 광단자

1.3 DAC-V1 음성 출력 단자

DAC-V1에는 시스템 구성의 아래쪽에 있는(“다운스트림”) 

파워앰프나 프리앰프를 연결할 수 있는 아날로그 음성 출력 단자와 

6.3mm(1/4인치) 스테레오 헤드폰 출력 잭이 있습니다.

DAC-V1 프리앰프/파워앰프 출력으로는 DIN과 RCA 포노 단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앰프 입력이 DIN 소켓 옵션을 지원할 

경우, RCA 포노 단자보다 DIN 소켓 연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DAC-V1의 DIN 및 RCA 포노단 옵션을 동시에 연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기기가 파손되지는 않지만, 

DAC-V1의 오디오 성능이 저하됩니다.

DAC-V1의 헤드폰 출력은 대부분의 헤드폰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6.3mm 잭은 더 작은 3.5mm 잭보다 더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음질도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급 헤드폰은 

3.5mm 또는 6.3mm 잭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어댑터와 함께 

제공됩니다.

1.4 DAC-V1 음량 조절

DAC-V1의 출력 음량은 전면 패널의 음량 조절부나 리모콘의 vol+(

음량+) 및 vol-(음량-)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량이 

DAC-V1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DAC-V1을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했을 경우,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에 따라 DAC-V1의 음량 및 리모콘 버튼을 

통해 응용 프로그램의 출력 음량과 트랙 재생 기능(재생/일시정지, 

다음/이전)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2.4항을 

참조하십시오.

DAC-V1을 시스템 구성의 더 아래쪽에 있는(“다운스트림”) 

프리앰프에 연결하려면, Preamp Out(프리앰프 출력) 설정 메뉴에서 

Fixed Output(고정 출력) 옵션을 선택(5.2.2항 참조)하여 DAC-V1 

출력의 음량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 출력이 선택된 상태에서 

DAC-V1을 헤드폰과 함께 사용하면 헤드폰이 꽂혀 있는 동안 음량 

조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DAC-V1을 Windows OS

가 설치된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DAC-V1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기 전에 

먼저 DAC-V1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Windows 소리 제어판에서 

구성해야 합니다. 2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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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AC-V1 BitPerfect 분석

컴퓨터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서 출력된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는 때때로 소프트웨어 구성 및 설정으로 인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샘플 레이트가 높은 데이터가 기본 설정에 

의해 더 낮은 레이트로 다시 샘플링되거나, 데이터의 비트 수준이 

소프트웨어 기반 음량 조절 기능에 의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DAC-V1에는 컴퓨터에서 DAC-V1으로 출력되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운로드 가능한 테스트 파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BitPerfect 분석 루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BitPerfect 분석은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구성을 테스트하여 최적의 음질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BitPerfect 분석의 사용에 관한 설명은 5.3

절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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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V1을 통한 컴퓨터 오디오

2.1 Windows OS 구성

DAC-V1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기 전에 Windows OS의 오디오 

재생 설정을 올바로 구성하고 DAC-V1 Windows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1 Windows 드라이버 설치

DAC-V1 Windows 드라이버는 다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naimaudio.com/hifi-products/pdt-type/DAC-V1

참고: DAC-V1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은 Windows 7 및 

Windows 8의 32비트 및 64비트 버전과 호환됩니다.

참고: 복수의 사용자 계정을 실행하는 Windows OS 컴퓨터에서는 

DAC-V1 드라이버 응용 프로그램을 각 계정에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DAC-V1 드라이버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한 후 

설치 지침을 잘 따르십시오.

DAC-V1 Windows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USB를 통해 DAC-V1

을 연결하고 전원을 켠 후에 Windows 소리 제어판을 구성하여 

DAC-V1을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2.1.2항에는 Windows 7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그리고 

2.1.3항에는 Windows 8의 구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1.2 Windows 7 소리 제어판 구성

이어지는 Windows 7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DAC-V1을 소리 

출력 장치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2 DAC-V1을 통한 컴퓨터 오디오

Windows 및 OS X 컴퓨터의 기본 오디오 재생 응용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Windows Media Player와 

iTunes입니다. 그러나, 향상된 기능과 더 뛰어난 음질을 지원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을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Windows 및 OS X에서 DAC-V1을 USB에 연결된 기본  음성 출력 장치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어서, DAC-V1을 사용할 때 Windows 및 OS X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설명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DAC-V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오디오 재생 응용프로그램의 

설정에 관한 완전한 최신 정보를 본 설명서에 모두 수록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DAC-V1을 통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사용 및 최적화에 관한 추가적인 최신 정보가 다음 

웹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www.naimaudio.com/knowledge-base. Naim은 본 설명서의 이어지는 

내용을 DAC-V1 Knowledge Base(지식 기반)와 함께 읽고 Knowledge Base에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정보를 수시로 찾아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Naim 포럼(주소: http://forums.naimaudio.com/forums)도 컴퓨터 오디오 재생의 최적화에 관한 

유용한 정보 출처가 될 수 있습니다.

•  소리 제어판의 재생 탭에서 DAC-V1을 기본 장치로 

선택합니다. 속성을 클릭하여 DAC-V1 속성 창을 엽니다.

•  Windows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를 열고 오디오 장치 

관리를 선택합니다.

중요

본 장에서는 DAC-V1의 전원을 

켠 후에 기기가 수행하는 

동작을 부분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DAC-V1의 전원을 

켜기 전에 3장에 나와 있는 

설치 관련 설명을 먼저 

읽으십시오.

Windows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 및 해외 등록 상표입니다.  

OS X는 Apple Inc.의 미국 및 해외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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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탭에서 샘플 레이트와 비트 수준을 재생할 오디오 파일과 

일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4비트, 44100Hz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장치의 단독 

모드를 사용하도록 허용”이 선택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한 옵션을 저장합니다.

참고: Windows 7 소리 제어판은 DAC-V1의 전체 샘플 레이트 

범위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급 탭에서 샘플 레이트와 비트 수준을 재생할 오디오 파일과 

일치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24비트, 44100Hz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장치의 단독 

모드를 사용하도록 허용”이 선택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확인을 클릭하여 선택한 옵션을 저장합니다.

참고: Windows 8 소리 제어판은 DAC-V1의 전체 샘플 레이트 

범위를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2.1.3 Windows 8 소리 제어판 구성

이어지는 Windows 8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DAC-V1을 사운드 

출력 장치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  Windows 제어판에서 하드웨어 및 소리를 열고 오디오 장치 

관리를 선택합니다.

•  소리 제어판의 재생 탭에서 DAC-V1을 기본 장치로 

선택합니다. 속성을 클릭하여 DAC-V1 속성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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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OS X Audio MIDI Setup

OS X 사운드 시스템 환경설정을 구성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User/Application/Utilities 폴더에 있는 Audio MIDI Setup(오디오 

MIDI 설정)이라는 OS X 애플리케이션을 DAC-V1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OS X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DAC-V1을 사용할 때 OS 

X Audio MIDI Setup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  User/Application/Utilities로 이동하여 Audio MIDI Setup 

응용 프로그램을 찾고 프로그램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시작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창이 열리지 않으면 Window(창) 

메뉴로 이동하여 Show Audio Window(오디오 창 표시)를 

선택합니다.

•  사용 가능한 오디오 장치 목록에서 DAC-V1이 선택되었고 

출력 탭이 강조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출력 탭에서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재생할 오디오 파일과 일치하는 

샘플 레이트와 비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4비트, 

44100Hz를 기본 설정으로 선택합니다.  

참고: OS X Audio MIDI Setup을 구성해야 하는 필요성은 사용하는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 좌우됩니다. iTunes를 사용할 경우에는 

Audio MIDI Setup을 위의 설명대로 구성해야 하나, 다른 OS X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예: BitPerfect 등)은 오디오 재생 중에 

Audio MIDI Setup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Audio MIDI Setup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보다 자세한 OS X 

구성에 대해 다루는 DAC-V1 재생 응용 프로그램 참고 사항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naimaudio.com/

knowledge-base

참고: BitPerfect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은 Apple 앱스토어에서 

제공됩니다.

참고: 컴퓨터 알림음이 DAC-V1을 통해 재생되도록 Audio MIDI 

Setup을 구성하려면 하드웨어 목록에서 ctrl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AC-V1을 클릭하거나 오른쪽 마우스 단추로 DAC-V1을 클릭하고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DAC-V1을 통한 컴퓨터 오디오

2.2 Mac OS X 구성

DAC-V1을 통해 오디오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Mac OS X를 올바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드라이버나 추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DAC-V1은 Mac OS X 10.7.x(Lion) 버전 이상을 사용해야만 

올바로 작동합니다.

참고: OS X 컴퓨터를 DAC-V1에 처음 연결하면, “키보드”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한  키를 입력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DAC-V1이 부분적으로 음량, 재생, 일시정지, 

다음 및 이전 명령을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키보드처럼 동작하기 때문입니다. DAC-V1 키보드 설정 메뉴를 통해 

확인을 위한 적절한 “입력 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2.6항을 참조하십시오.

2.2.1 OS X 사운드 시스템 환경설정 구성

DAC-V1을 USB를 통해 연결하고 전원을 켠 후에 OS X 사운드 

시스템 환경설정을 구성하여 DAC-V1을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OS X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DAC-V1을 사운드 출력 

장치로 선택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  OS X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하드웨어 행의 끝에 위치한) 

Sound(사운드)를 클릭합니다.

•   OS X Sound(사운드) 시스템 환경설정을 열고 출력을 선택한 

후 출력 장치 목록에서 DAC-V1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환경설정 창을 닫아서 선택 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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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nes 환경설정 창에서 ‘재생’을 선택하고 사운드 강화

(Sound Enhancer)와 사운드 자동 조절(Sound Check)이 

선택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3 재생 응용 프로그램 구성

Windows 또는 OS X를 DAC-V1에 맞게 올바로 구성한 후에는 

특정한 오디오 파일이나 재생목록을 선택 및 재생하기 위해 사용할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음질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Windows Media Player와 iTunes를 DAC-V1

과 함께 사용할 때 음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성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향상된 기능과 뛰어난 오디오 성능을 제공하는 

여러 다른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DAC-V1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구성 

방법은 Naim Knowledge Base의 DAC-V1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주소: www.naimaudio.com/ knowledge-base.

2.3.1 Windows Media Player 구성

아래의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최적의 음질을 얻기 위해 Windows 

Media Player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  Windows Media Player에서 파일이 전체 해상도(비트 수준)

로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륨 슬라이드를 최대 위치로 

설정해야 합니다.

2.3.2 iTunes 구성

이어지는 스크린 이미지와 캡션은 최적의 음질을 얻기 위해 

Windows OS 또는 OS X에서 실행되는 iTunes를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묘사합니다.

•  iTunes에서 파일이 전체 해상도(비트 수준)로 재생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볼륨 슬라이드를 최대 위치로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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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C-V1 설치 및 연결

DAC-V1은 책상 위나 오디오 기기용으로 설계된 스탠드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고, 다른 전자 제품 위에 바로 올려 놓지 마십시오. 기기를 최종 위치에 설치한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십시오. DAC-V1은 대기 모드가 없으며, 항상 전원을 켜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AC-V1을 전원과 다양한 오디오 주변기기 및 신호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3.1에는 DAC-V1의 뒷면에 있는 연결 단자가 나와 있습니다.

3.1 DAC-V1 뒷면 패널 연결

전원 입력단
과 퓨즈

전원 스위치

아날로그 출력
(RCA)

아날로그 출력
(DIN)

1번 입력
(BNC)

USB 입
력

2, 4번 입력 
(동축)

3, 5번 입력
(광)

신호 접지 
스위치

3.2 전원 연결

DAC-V1의 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원 규격이 사용 지역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DAC-V1을 동봉된 케이블(또는 Naim PowerLine)

을 사용하여 전원에 연결하되, 다른 연결을 모두 마치고 해당될 

경우 USB로 연결한 컴퓨터에 DAC-V1 Windows OS 드라이버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할 때까지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2장 참조).

3.3 음성 입출력

3.3.1 음성 신호 입력

DAC-V1에는 비동기식 USB 디지털 입력단 1개와 S/PDIF 디지털 

스테레오 입력단 5개가 있습니다. 입력단에는 다양한 종류의 단자를 

통해 연결합니다.

입력 유형 단자 

USB 비동기식 USB USB 타입 B 

dig. 1 S/PDIF 디지털  동축(BNC) 

dig. 2 S/PDIF 디지털  동축(RCA 포노) 

dig. 3 S/PDIF 디지털 광(TosLink) 

dig. 4 S/PDIF 디지털  동축(RCA 포노) 

 dig. 5 S/PDIF 디지털 광(TosLink)

DAC-V1의 입력단에 소스 기기를 연결할 때는 항상 고품질 

인터커넥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USB를 통해 컴퓨터를 DAC-V1에 연결했을 때 최적의 음질을 

얻으려면 “허브” 장치를 통해 연결하지 말고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3

미터보다 긴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3.3.2 음성 신호 출력

DAC-V1에는 시스템 구성의 아래쪽에 있는(“다운스트림”) 앰프에 

연결할 수 있는 DIN 및 RCA 포노 아날로그 출력단이 모두 있습니다. 

프리 또는 파워 앰프에서 선택이 가능할 경우, RCA 포노단보다 DIN 

소켓 연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DIN 및 RCA 포노 소켓 

옵션을 동시에 연결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DAC-V1의 출력단에 연결할 때는 항상 고품질 인터커넥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3.3.3 헤드폰 출력

DAC-V1의 전면 패널에는 6.3mm 스테레오 헤드폰 소켓이 

있습니다. 헤드폰 플러그를 꽂으면 DAC-V1 신호 출력이 

음소거됩니다. 헤드폰 플러그를 빼면 신호가 다시 출력됩니다.



8

DAC-V1 설치 및 연결

3.4 신호 접지 스위치

DAC-V1의 뒷면에는 Chassis(섀시)와 Floating(부동)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Signal Ground(신호 접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DAC-V1을 다른 접지된 소스기기가 포함된 하이파이 시스템에 

연결했거나 스피커를 통해 “웅”하는 전원 노이즈가 들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Chassis(섀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판매처, 대리점 또는 Naim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위에서, “연결”이란 접지 연결을 포함한 아날로그 음성 신호 

케이블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DAC-V1의 디지털 입력은 신호 접지 

스위치의 설정에 관계 없이 전원 접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참고: 모든 Naim CD 플레이어는 접지되므로, Naim CD 플레이어가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호 접지 

스위치를 floating(부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호 접지 스위치를 잘못 설정한다고 해서 기기가 파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음질이 열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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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C-V1 작동

DAC-V1의 음량 조절 및 입력 선택과 같은 기본적인 작업은 전면 패널의 조작부나 동봉된 리모콘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DAC-V1의 고급 조작 및 구성을 위해서는 리모콘의 설정 및 이동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탐색해야 합니다.

4.1 DAC-V1 전면 패널

4.2 DAC-V1 리모콘

21USB

543

음량 조절

입력 선택 버튼헤드폰 소켓

설정

표시창 켜기/끄기

음소거음량 크게

음량 작게

입력 선택

탐색 및 선택/재생/
일시정지

4.3 DAC-V1 표시창

정상 작동 중에는 DAC-V1의 전면 

패널 표시창에 선택된 입력, 현재 음량, 

그리고 입력 신호의 샘플 레이트가 

표시됩니다. 음량 조절도 일시적으로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서 

접근할 수 있는 설정 모드에서는 

DAC-V1의 전면 패널 표시창에 최상위 

설정 메뉴 항목 4개가 표시됩니다. 

DAC-V1 설정 모드에 대한 전체 

설명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설정 

모드를 종료하려면 리모콘의 setup(

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4 Settings 
  BitPerfect 
  USB Status 
  Firmware

 36 44.1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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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출력 옵션은 DAC-V1의 음량을 Naim 프리앰프나 인티앰프의 

아날로그 입력에 적합한 출력 레벨로 설정합니다.

고정 출력을 처음 적용할 때는 시스템 구성의 아래쪽에 있는

(“다운스트림”) 프리앰프의 음량이 낮게 조절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고정 출력이 적용된 상태에서 DAC-V1을 헤드폰과 함께 

사용할 경우, 헤드폰이 꽂혀 있는 동안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DAC-V1의 채널 밸런스를 조절하려면 프리앰프 출력 메뉴에서 L/R 

Balance(좌우 밸런스)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밸런스를 설정합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DAC-V1의 최대 음량을 지정하려면 프리앰프 출력 메뉴에서 Max 

Volume(최대 음량)을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최대 음량을 설정합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2.3 Headphones(헤드폰)

헤드폰 메뉴에서 헤드폰의 최대 

음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메뉴에서 Max Volume(최대 음량)

을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최대 음량을 

설정합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2.4 USB Volume(USB 음량)

USB 음량 메뉴에서, DAC-V1이 USB

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 음량 조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USB 음량 조절을 적용하려면 USB 

음량 메뉴에서 PC Volume(PC 음량)을 

선택합니다. PC 음량이 적용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DAC-V1 설정

5 DAC-V1 설정

리모콘의 setup(설정) 버튼을 누르면 DAC-V1이 설정 모드로 전환되며, 여기서 다양한 구성 파라미터를 

선택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를 탐색하려면 리모콘의 이동 (3456)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메뉴 항목을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재생/일시정지 버튼(  )을 사용하십시오. 설정 모드를 종료하려면 

리모콘의 setup(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DAC-V1의 음량 및 입력 선택 조작부는 설정 모드에서도 계속 작동합니다.

5.1 설정 모드 메뉴

DAC-V1의 최상위 설정 메뉴에는 4개 

항목이 있습니다.

Settings(설정): 입력 이름 지정, 

프리앰프 출력 옵션, 헤드폰 설정, USB 

음량 조절, 표시창 동작 및 키보드 식별 

등의 6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 메뉴의 사용에 관한 설명은 5.2절을 참조하십시오.

 BitPerfect: USB로 연결된 컴퓨터에 있는 WAV 테스트 파일을 

사용하여 재생 응용 프로그램과 USB 연결이 최적의 음질을 

제공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BitPerfect 테스트 절차에 관한 전체 

설명은 5.3절을 참조하십시오.

USB Status(USB 상태): DAC-V1의 USB 입력 연결 데이터 및 

정보를 표시합니다. 5.4절을 참조하십시오.

 Firmware(펌웨어): DAC-V1 작동 펌웨어에 대한 상세정보를 

표시하고 기본 설정 초기화 및 펌웨어 업데이트 옵션을 제공합니다. 

DAC-V1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는 5.5.1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5.2 Sett ings(설정) 메뉴

설정 메뉴에서는 6가지 설명 메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5.2.1  Rename Input(입력 

이름바꾸기)

입력 이름바꾸기 메뉴에서는 입력 

단자를 서술하는 이름을 미리 정해진 목록에서 선택하여 각 DAC-V1 

입력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Rename Input(입력 이름바꾸기)을 선택한 다음, 

입력 목록을 위 아래로 스크롤하고 이름을 바꿀 입력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목록을 아래로 스크롤하고 원하는 이름을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2.2 Preamp Out(프리앰프 출력)

프리앰프 출력 메뉴에는 고정 출력, 

좌/우 밸런스 및 최대 음량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DAC-V1을 (파워 앰프가 아닌) 시스템 

구성의 더 아래쪽에 있는(“다운스트림”) 

프리앰프에 연결했을 경우, 프리앰프 출력 메뉴에서 Fixed 

Output(고정 출력)을 선택합니다. 이어지는 메뉴에서 고정 출력을 

확인합니다. 초록색 표시는 고정 출력이 적용되었음을 나타납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4 Settings 
  BitPerfect 
  USB Status 
  Firmware

 4 Rename Input 
  Preamp Out 
  Headphones 
  USB Volume 
  Display 
  Keyboard

 4 Fixed Output 
  L/R Balance 
  Max Volume

 4 Max Volume

 4 aPC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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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V1 Setup

USB 입력 버튼을 눌러 PC 음량을 저장하기 전에, 컴퓨터 시스템 

볼륨 조절과 DAC-V1(또는 시스템 구성의 아래쪽에 있는(“

다운스트림”) 프리앰프)의 음량 조절이 올바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PC 음량이 적용되면 DAC-V1 

표시창에서 PC 음량 옆에 초록색 

표시가 나타납니다. PC 음량 설정을 

취소하려면 리모콘의 재생/일시정지 

(  ) 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콘의 3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2.5 Display(표시창)

Display(표시창) 메뉴에는 DAC-V1 

표시창의 밝기를 조정하고, 표시창 

꺼짐 시간 예약을 설정하고, 음소거 

또는 음소거 해제 명령에 대응하여 

전면 패널 로고 조명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표시창의 밝기를 조정하려면 표시창 메뉴에서 Brightness(밝기)

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밝기를 

설정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기기 조작이 끝난 후에 DAC-V1 표시창이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을 조정하려면 표시창 메뉴에서 Display Off(표시창 끄기)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DAC-V1의 로고등이 음소거 명령에 대응하여 동작하는 방법을 

구성하려면 표시창 메뉴에서 Logo Light(로고등)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5 및 6와 재생/일시정지(  ) 버튼을 사용하여 음소거 

시 꺼짐 또는 음소거 시 켜짐을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2.6 Keyboard(키보드)

키보드 설정 메뉴는 USB로 연결한 OS 

X 컴퓨터가 DAC-V1의 제어 특성을 

올바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DAC-V1은 부분적으로 음량, 재생, 

일시정지, 다음 및 이전 명령을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키보드처럼 동작합니다. OS X 컴퓨터를 DAC-V1에 처음 연결하면, 

“키보드” 배열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한 키를 입력하여 전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키는 DAC-V1 키보드 설정 메뉴를 통해 

입력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5 및 6 와 재생/일시정지(  ) 버튼을 사용하여 Send 

Key Z(Z 버튼 전송) 또는 Send Key /(/ 버튼 전송)을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3 BitPerfect 메뉴

DAC-V1 BitPerfect 테스트 루틴을 사용하여 컴퓨터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기능과 구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이 USB 

출력으로 오디오 데이터를 가능한 최고 해상도로 전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기에 나와 있는 BitPerfect 테스트에 관한 설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Naim Knowledge Base를 

참조하십시오. 주소: www.naimaudio.com/knowledge-base.

참고: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 iTunes와 Windows Media 

Player는 특히 Windows 시스템에서 실행될 때 항상 bitperfect 

재생 응용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im Knowledge Base를 

참조하십시오.

BitPerfect 루틴은 오디오 응용 프로그램에서 특별히 구성된 WAV 

테스트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광범위한 비트 

수준과 샘플 레이트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imaudio.com/hifi-products/pdt-type/dac-v1

5.3.1 BitPerfect 테스트 실행

BitPerfect 테스트를 실시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테스트할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가져옵니다.

•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음량 조절이 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DAC-V1을 다시 일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모든 시스템 음량 

조절 설정이 올바른지 주의하십시오.

  aPC Volume

 4 Brightness 
  Display Off 
  Logo Light

 4 Send Key Z 
  Send Key /

구성 경고

시스템을 잘못 구성하면 음량이 스피커를 손상시킬 정도로 높게 

설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사용자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전면 패널의 USB 버튼을 눌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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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를 DAC-V1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USB 케이블의 

길이가 3미터 미만이고 품질이 양호한지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점검한 후에도 BitPerfect 오류가 계속된다면 오류가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특히 

iTunes 또는 Windows Media Player를 BitPerfect 테스트용 재생 

응용 프로그램으로 사용했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십시오. 

기타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은 Naim Knowledge Base를 

참조하십시오. 주소: www.naimaudio.com/knowledge-base.

5.4 USB 상태 메뉴

USB 상태 메뉴는 BitPerfect 분석 결과가 완벽하지 않을 경우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광범위한 USB 연결 파라미터 및 통계를 

표시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참고: DAC-V1 전면 패널의 USB 입력 버튼을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USB 상태가 표시됩니다. USB 버튼을 다시 한 번 길게 누르면 

USB 상태 화면이 종료됩니다.

5.5 펌웨어 메뉴

펌웨어 메뉴에는 설치된 펌웨어를 

표시하고, DAC-V1을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를 

실행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펌웨어 메뉴에서 About(정보)

을 선택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펌웨어 메뉴에서 Set Defaults(기본 설정)를 선택하면 DAC-V1이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입력 이름 같은 모든 사용자 설정을 

잃게 됩니다. USB 입력 버튼을 눌러 기본 설정을 저장합니다. 

DAC-V1이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되면 자동으로 설정 모드가 

종료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Set Defaults(기본 설정)를 선택하면 몇 

가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펌웨어 메뉴에서 Update(업데이트)를 선택하면 DAC-V1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가 실행됩니다. WAV 파일 형식의 DAC-V1 펌웨어는 

다음 주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naimaudio.com/hifi-products/pdt-type/dac-v1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에 대한 설명은 이어지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DAC-V1 Setup

•  Windows 소리 제어판이나 OS X Audio MIDI Setup 응용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오디오 샘플 레이트와 비트 수준이 

사용할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의 샘플 레이트 및 비트 수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1.2, 2.1.3 또는 2.2.2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iTunes 또는 Window Media Player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재생할 경우, 샘플 레이트 또는 비트 수준을 변경할 때마다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참고: Windows Media Player 또는 iTunes 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오디오를 재생할 경우에는 Windows 소리 제어판 또는 OS 

X Audio MIDI Setup 응용 프로그램의 비트 수준 및 샘플 레이트 

설정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DAC-V1 설정 메뉴에서 BitPerfect를 선택한 다음, 원하는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을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서 

재생합니다. DAC-V1의 표시창에 테스트 진행률이 표시되고, 

테스트가 끝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DAC-V1 설정 메뉴에서 

BitPerfect를 선택할 때 다른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BitPerfect가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참고: DAC-V1은 BitPerfect 테스트가 실시될 때 출력을 자동으로 

음소거 합니다.

리모콘의 3 버튼을 사용하여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 setup(설정) 

버튼을 눌러 최상위 설정 메뉴로 돌아갑니다.

5.3.2 BitPerfect 테스트 분석

BitPerfect 테스트 완료 시에 DAC-V1에서 오류가 보고되면 다음 

사항을 점검하십시오.

•   BitPerfect 테스트 파일의 비트 수준과 샘플 레이트가 

Windows 소리 제어판(2.1.2 또는 2.1.3항 참조)이나 OS X 

Audio MIDI Setup 응용 프로그램(2.2.2항 참조)에서 지정한 

비트 수준 및 샘플 레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음량 조절이 최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About 
  Set Defaults 
  Update

USB BitPerfect 테스트

BitPerfect 오디오 테스트 파일을 재생합니다. DAC-V1이 테스트 

오디오를 확인하면 테스트 통계가 표시됩니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음량이 최대로 설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의 

샘플 레이트 설정이 테스트 오디오 파일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BitPerfect 테스트 도중에는 오디오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오류가 

탐지되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표시됩니다. 

1. Bad Sample percentage: 오디오 샘플의 백분율이 예상했던 

값이 아님.

2. Max Error: 실제 및 예상 샘플 값 사이의 최대 오차.

3. Bad Samples: 좋지 않은 샘플의 전체 수.

Set Defaults(기본 설정)

모든 사용자 설정을 잃게 되고, DAC-V1이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전면 패널의 USB 버튼을 눌러 계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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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펌웨어 업데이트

DAC-V1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참고: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DAC-V1과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이 24비트/44.1kHz에서 BitPerfect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최신 펌웨어 WAV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선호하는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로 가져옵니다.

•  펌웨어 메뉴에서 Update(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몇 가지 

안내문이 표시됩니다.

•  업데이트 WAV 파일을 원하는 오디오 재생 응용 프로그램에서 

재생합니다. DAC-V1이 WAV 파일을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로 

자동 인식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참고: DAC-V1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 출력을 자동으로 

음소거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 중일 때 DAC-V1의 전원을 끄거나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   DAC-V1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설정 

모드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 오디오 파일을 bitperfect 플레이어로 

재생합니다. 파일이 재생될 때 진행률이 표시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음량이 최대로 설정되어 있음.

2. 사용되는 샘플 레이트와 비트 수준이 44.1kHz/24비트임.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행 중일 때 DAC-V1의 전원을 끄거나 

연결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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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AC-V1 사양

음성 출력: 4핀 DIN, 2 x RCA  

 헤드폰(6.3mm TRS 잭)

출력 레벨: 가변 또는 2.1V RMS 고정

주파수 응답: 10Hz ~ 20kHz +0.1dB/-0,5dB

THD(전고주파 왜곡): <0.002%

디지털 입력: 1 x 비동기식 USB(타입 B 소켓)  

 5 x S/PDIF(1 x BNC, 2 x RCA 포노, 2 x TosLink 광단자)

지원 입력 형식: USB: 44.1kHz ~ 384kHz(16 ~ 24비트)  

 S/PDIF: 32kHz ~ 192kHz(최고 24비트)

주 전원: 100V, 115V 또는 230V, 50/60Hz

소비 전력: <22VA

크기(H x W x D): 87 x 207 x 314mm

무게: 4.3kg

마감: 검정 

참고: 사양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Naim Audio Limited 

Southampton Road,  

Salisbury,  

England SP1 2LN

전화: +44 (0)1722 426600    

팩스: +44 (0)871 230 1012  

인터넷: www.naimaudio.com

Part No. 12-001-0215 Iss.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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