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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반드시 본 사용설명서를 모두 읽은 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의 분해, 개조 등을 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진동,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손상 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cable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외관, 내용물,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S 정보
무상 A/S




정상적인 사용 중 설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불량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1년간 A/S를 보증 합니다.



무상 A/S기간 중 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및 파손은 무상 A/S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유상 A/S




무상 A/S기간이 지난 제품.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의 고장.



사고로 인한 제품 고장.



지진, 수해,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유상 A/S의 경우 운송비는 소비자 부담 입니다.
소비자 과실 유형




제품의 분해, 개조 등을 한 제품



사용설명에 명시된 사용방법 미 준수로 인한 불량
A/S를 의뢰하기 전 본 사용설명서와 홈페이지 제품 상세 페이지의 Q&A항목을 충분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성품


mT-1000 본체



사용 설명서

Ultimate High Performance Audio

제품 사양


Power inlet
IEC C14 type



Optional other type outlet available


Operating temperature : 0 ~ +60℃

Ratings IEC 10A/250VAC, 50Hz

Storage temperature : 0 ~ +60℃

Internal component
8 AWG(200A) stranded copper wire

Operating & storage humidity : 10% ~ 90%


Special designed passive sound enhancer for high-end
audio power lines


Operating environment

Ratings UL/CSA 15A/250VAC, 60Hz

Power outlet
Dust, splashed water protected(IP54) outlet x 6
SCHUKO type outlet : 16A/250VAC
USA, CANADA type outlet : 15A/125VAC
British type outlet : 13A/250VAC

Dimension
106 x 75 x 526(mm)



Weight
1.7 Kg >

제품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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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AC 전원 입력 단자 : IEC C13 형태의 전원 단자를 사용하는 AC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전원을 연결 합니다.

②

AC 전원 출력 단자 : 6 개의 AC 전원 출력 단자 입니다. 출력 단자의 번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 6 번 이며 파워앰프와 같이 전력소비가
많은 기기를 좌측(1 번 쪽)에 연결 하는 것이 음질에 유리 합니다.

주의 사항


5

AC 전원 입출력은 사용하려는 모든 기기의 전원을 꺼 놓은 상태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제품 사용 설명


AC전원을 사용하려는 모든 기기의 전원을 off 합니다.



2 단자)와 사용하려는 기기를 AC 전원 케이블을 이용하여 연결 합니다.
1 ~ 6번의 AC 전원 출력 단자(○



1 단자)에 AC전원을 연결 합니다.
모든 기기의 전원이 off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한 후 AC 전원 입력 단자(○



사용 기기의 전원을 필요한 순서에 따라 on하여 사용 합니다.



1 단자)에서 AC 전원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AC 전원 입력 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