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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TA DP Series와 PC 연결 방법

 본 문서는 XTA DP4 Series와 사용자 PC의 iCore 연결을 통한 Processor의 제어와 Firmware를 

사용자가 알기 쉽게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유의할 점

  ∎ 본 문서에서는 XTA DP4 Series의 PC 연결과 Firmware업데이트 방법을 설명합니다.

  ∎ 시스템의 연결 및 업데이트에 있어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업데이트 진행 도중 시스템의 전원을 끄거나 연결 케이블을 분리하는 경우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업데이트에 실패 시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실행한 후에도 여전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의 A/S센터(02-2655-9860)로 문의하십시오.

  ∎ 본 문서에 삽입된 화면 이미지는 이해하기 쉬운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실제 

화면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iCore Download

① XTA Homepage 접속.

- http://www.audiocore.co.uk/ 

②  Support Tab에서 iCore와 최신 Firmware를 다운 받아 설치.



  

2. 연결

- RS232 to USB Cable을 XTA DP4 Series모델 뒷면에 있는 9pin D-Type의 RS232 시리얼 

포트와 PC의 USB 단자에 연결. (PC와 장치 사이는 최대 25feet (7.62m)가 적당.)

  ① DP4 Series 설정

    - Main MENU → Interface Sub Menu → ENTER.

    - Interface Sub Menu → External Interface → ENTER.



  

    - External Interface → MODE= RS232 Mode → ENTER.

    - External Interface → Serial Speed= 38400 → ENTER.

  ② PC 설정

    - COM Port 확인

      - 시작 → 제어판 → 장치관리자 → COM Port 확인.



  

  ② iCore 설정    

  - iCore 실행.

      - Tools Tab의 Option 선택.

  



  

      - Setting 창의 Comms Tab에서 COM Port를 장치관리자 창에서 설정된 Port로 설정.

      - Baud Rate는 DP4 Series에서 설정한 Serial Speed와 동일하게 설정. 확인.

      - Tools Tab에서 Autoscan 선택.



  

- Autoscan에서 Device가 잡히면 더블클릭.

 ③ 연결 완료 및 DP4 Series Control

  - 위와 같은 순서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면 PC 또는 DP4 Series에서 연동되어 정상 작동

하는지 확인. 



  

3. Firmware Update

  - XTA Homepage의 Latest Firmware에서 Download한 upgrdxta 폴더의 XTAFlashload.exe 파일을 

실행.

  - XTAFlashloader가 실행되면 Serial Port에서 COM Port와 Speed를 DP4 Series와 동일하게 

설정.

 



  

 - 사용자의 모델에 맞는 Firmware File 불러오기.



  

  - 연결 상태 확인 후 Update.

  - Update 완료 후 DP4 Series에서 Firmware Version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