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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테이프

모터 풀리

벨트는 턴테이블에 장착된 상태로 제공됩니다. 벨트는 드라이브 모터 풀리 위로 뺄 수 있도록 빨간 테이프가 제공됩니다.
(그림.1)

1. 턴테이블 스핀들 위로 턴테이블을 놓습니다. 컷-아웃이 모터 풀리 위에 위치할 때까지 턴테이블을 돌려 줍니
다. (약 8시 위치)

2. 빨간 테이프를 사용하여 드라이버 벨트를 드라이브 모터 풀리 위로 당기고 풀리 중앙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빨간 테이프를 제거합니다.
3. 턴테이블 위에 턴테이블 매트를 놓습니다.

벨트

그림.1

톤암은 코팅된 와이어와 안전 클립으로 톤암 레스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턴테이블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코팅된 와이어를 제거하고 클립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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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설명된 대로 탈착식 헤드쉘을 톤암에 장착합니다. (그림.2)
1. 헤드쉘(1)을 톤암(3) 끝에 있는 소켓(2)에 넣습니다.

2. 헤드쉘(1)을 잡은 채로 소켓(2)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제공된 균형추(2)를 뒤에서 돌려 톤암(1)에 맞춥니다. 다이얼을 앞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무게 추는 올바른 침압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림.3)

주의!

카트리지 손상

그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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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카트리지가 플래터 매트나 턴테이블의 다른 부분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1. 턴테이블을 수평면에 놓으십시오.
2. 카트리지 가드를 제거하십시오.
3. 톤암 리프트로 톤암을 내립니다.
4. 플래터와 톤암 받침대 사이에 톤암을 놓습니다. (카트리지로 받치지 않습니다.)
5. 안티-스케이팅 다이얼(3)을 0으로 돌립니다. (그림.3)
6. 톤암이 수평에 도달할 때까지 무게 추(2)를 앞이나 뒤로 돌려줍니다.
7. 톤암의 균형이 잡혔으면 다시 톤암 받침대에 두고 클립으로 고정시켜 줍니다.
8. (그림.4) 무게 추를 잡고 안티-스케이팅 다이얼(3)을 0(12시 위치)으로 돌려줍니다.

침압은 설치된 카트리지에 따라 맞춰줘야 합니다. (그림.4)

1. 무게 추(1)를 필요한 무게(2)로 조정합니다.
2. 침압은 눈금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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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제공된 카트리지의 권장 침압은 1.8~2.0g 사이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 픽업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스케이팅 힘이란 톤암을 플래터의 중심으로 당겨줍니다. 이것은 홈의 내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안티-스케이팅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아주며 비닐에 이상적인 침압을
보장합니다.
안티-스케이팅 다이얼(1)을 침압과 동일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그림.5)
그림.5

1. 두 힌지(2)를 턴테이블 후면의 하우징(3)에 끼웁니다.
2. 더스트 커버(1)를 좌우 힌지에 맞게 균일한 힘으로 밀어 넣습니다.

턴테이블에는 포노/프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포노 앰프 또는 프리 앰프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포노 앰프는 턴테이블 뒷면의 스위치를 통해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포노 입력
1. RCA 케이블을 턴테이블의 오디오 출력 “Audio Out”(2)과 앰프의 Phono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2. 스위치(1)를 Phono 위치로 이동합니다.
3.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접지(3)를 연결하십시오.
참고:

.

케이블 연결을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 오른쪽, 흰색 = 왼쪽)

1. RCA 케이블을 턴테이블의 오디오 출력 “Audio Out”(2)과 앰프의 Line/Aux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2. 스위치(1)를 Line 위치로 이동합니다.
3.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접지(3)를 연결하십시오.
참고:

케이블 연결을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 오른쪽, 흰색 = 왼쪽)

다양한 어댑터 플러그(1)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국가와 관련된 특정 어댑터를 찾으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2)에 연결합니다.

1. 소켓 어댑터를 전원 공급 장치(A)에 끼우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2. 어댑터가 올바르게 잠겨 있는지(B) 표시가 일치하는지(C) 확인하십시오.
3. 전원 공급 장치의 출력 케이블을 턴테이블의 DC IN(3) 소켓에 연결합니다.
4.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소켓에 꽂습니다.

C

공장에서 제공하거나 승인된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주의!

잘못된 전압은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전원 전압이 명시된 사양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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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기 전에 픽업(1)에서 카트리지 보호 캡을 제거 하십시오.

A- 누르고

1. 그림과 같이 하단(B)의 카트리지 캡(2)을 밉니다. A를 잡고 원을 그리며 위로 움직입니다. (C)
2. 음악을 다 들은 후 다시 캡을 씌워 놓습니다

2
B- 밀어서

1. 턴테이블에 레코드를 놓고 스핀들 어댑터를 사용하여 싱글을 재생합니다.
2. 필요한 속도(33, 45 또는 78)를 선택합니다. 그에 따라 플래터가 회전합니다.
3. 톤암 받침대에서 클립을 풀고 리프트 레버로 톤암을 올려줍니다.
4. 톤암을 톤암 받침대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여 레코드의 첫 번째 홈 위에 놓습니다.
5. 왼쪽 레버로 톤암을 내립니다.
참고:

톤암은 언제든지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플래터는 계속 회전합니다

1. 톤암 리프트 레버를 사용하여 톤암을 올립니다.
2. 톤암을 톤암 받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위치시킵니다.
3. 리프트 레버로 톤암을 내립니다.
4. 안전 클립으로 톤암을 고정시킵니다.
5. 속도 선택기를 "OFF" 위치로 돌려 턴테이블을 정지시킵니다.

세 가지 속도는 미세 조정을 통해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속도 선택 노브로 필요한 설정을 선택합니다. (2)
2. 작은 십자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작은 조정 나사를 돌립니다. (1)
참고:

정확한 속도는 이미 공장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카트리지는 재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모됩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를 권장합니다.

1. 카트리지를 대각선 아래쪽으로 당겨 빼냅니다.
2. 역동작으로 카트리지를 삽입합니다 .
참고 :

마모되거나 손상된(쪼개진) 카트리지는 레코드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
카트리지를 교체해야 되는 경우 가능하면 원래와 같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

C- 뺀다

턴테이블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음 표를 사용하여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이러한 점검 후에도 오작동이 해결되지 않으면 수입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증상 ‒ 가능한 원인

해결책

• 턴테이블이 수평으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평이 될 수 있도록 위치합니다.
톤암이 LP 판 홈을 건너뛰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

• LP 판이 더럽거나 긁혔을 수도 있습니다. LP 판 청소를 해야 합니다.
• 침압이 낮을 수 있습니다. 침압을 조정하고 안티-스케이팅 설정을 확인합니다.

• 스타일러스가 더럽거나 마모되었습니다. 브러시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끊길 경우

• 스타일러스가 손상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합니다.
• LP 판이 더러울 수 있습니다. 브러시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 레코드가 올바른 앰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거나 크고 왜곡된 경우

• 내부 포노/프리 앰프 설정이 잘못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후면에 세팅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매뉴얼에서 ‘앰프 연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소리가 불규칙적이거나 잡음이 있을 때

• 드라이브 벨트를 확인하고 교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