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한국어
사용 설명서

TUK 파워드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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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예방 조치

주의: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후면 
패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공인 서비스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십시오.

위험 전압 
정사각형 안의 화살표가 있는 번개 표시는 사람에게 감전을 일으킬 

위험이 충분한 수준의 절연되지 않은 "위험 전압"이 제품 내부에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는 장비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 보수(서비스) 지침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FCC 고지:
이 장치는 미연방통신위원회(FCC) 규정 제15항을 준수합니다. 작동 시 다음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2)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참고 1: 
이 장치는 FCC 규정 제15항에 따라 검사를 마쳤으며, 클래스 B 디지털 기기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 
제한사항은 주거지역 내 설치 시 유해한 간섭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설명서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치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 경우(장비를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할 수 있음),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간섭 문제 해결을 시도하십시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히십시오
 -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별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이나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참고 2: 
규정 준수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 본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할 경우 사용자의 장치 작동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산업성(IC) 고시:
이 장치는 캐나다 산업성(IC)의 licence-exempt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 다음 두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2) 장치의 의도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캐나다 산업성(IC) 규정에 따라, 이 무선 송신기는 캐나다 산업성(IC)이 송신기 용으로 승인한 유형의 안테나 및 최대(또는 그 
이하) 안테나 이득을 사용하여 작동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에 대한 잠재적인 무선 간섭을 줄이기 위해 등가 등방성 방사 전력
(e.i.r.p.)이 성공적인 통신에 필요한 정도보다 크지 않도록 안테나 유형과 안테나 이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Canadian ICES-003 및 RSS-210을 준수합니다.

• 이 지침을 읽으십시오.
• 이 지시 사항을 지키십시오.
•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 본 장비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마른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 라디에이터나 열 조절 장치, 스토브, 열을 

발생시키는 기타 장치(앰프 포함) 등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끼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히 플러그, 콘센트 및 그러한 것들이 장비에서 
빠져 나오는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조사에서 지정한 부품/액세서리만을 
사용하십시오.

• 제조사가 지정하거나, 장비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받침대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카트 사용 시 카트/장비 조합을 
옮길 때 뒤집힘으로 인한 부상에 주의하십시오.

• 번개가 치는 동안이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모든 서비스는 공인 서비스 담당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액체가 엎질러졌거나, 장비 
위에 물건이 떨어졌거나, 장비가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장비가 추락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장비가 손상되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장비는 MAINS 소켓 콘센트에 보호 접지 연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 기기 입력 커플러는 차단 장치로 사용됩니다. 
차단 장치는 쉽게 작동할 수 있어야합니다.

• 배터리나 배터리 팩은 햇빛, 화재 등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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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1-888-848-2643
U K: +44 800086999  

support@kantoliving com

www kantoaudi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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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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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T RESET

TREBLEBASS

INPUT

머리말
캐나다에서 디자인한 파워 스피커 시스템인 TUK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UK는 북극해 해안의 외딴 
마을인 Tuktoyaktuk에서 이름을 따 왔습니다. 그곳은 오로라 보리얼리스(Aurora Borealis)의 다채로운 
몸짓이 온몸을 전율케 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소리로 모사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양한 연결성을 
갖추어 니어 필드 및 가정용 오디오 솔루션으로 안성맞춤입니다.
TUK를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추후 참고용으로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Kanto는 본 
제품의 잘못된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TUK는 생산 과정 중에, 포장 및 선적 전에 주의 깊게 테스트 및 검사되었습니다. 포장을 연 후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송 중에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소매점에 
문의하십시오. 3 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통해 Kanto에 직접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박스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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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 RCA OPT USB BT

OU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FCC ID: QKH-KANTOTUK 
IC: 10678A-KANTOTUK

ON

OFF

POWER

5V / 2A

100-240V ~ 50/60 Hz
Max Power Consumption 120W

FUSE:T3 15AL  250V

www kantoaudio com
Designed in Canada

Made in China

SUB
OUT

OPT

RCA

USB

PHONO

GND

L R L R

WARNING / AVERTISSEMENT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RISQUE DE CHOC ÉLECTRIQUE  NE PAS OUVRIR 

Serial Number

1

2

3

11

4
5
6

8

7

9

12

10

13

전면 및 후면 패널
1 AMT 트위터

2 5인치 알루미늄 드라이버

3 음량 조절/입력 선택/대기

4 입력 LED 디스플레이

5 3.5mm 헤드폰 출력

6 리모트 IR 수신기

TUK의 음량 노브는 입력 선택 노브로도 기능합니다.
노브를 눌러 입력 소스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용한 입력 소스에 따라 다음 입력들이 돌아가면서 
선택됩니다.
RCA  OPT  USB  BLUETOOTH  PHONO 
노브를 길게 누르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거나 대기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7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

8 턴테이블 그라운드 포스트

9 입력/출력 섹션 (자세한 내용은 9 페이지 참조)

10 USB 충전 포트 (5V/2A)

11 AC 입력 연결 및 퓨즈 패널

12 패시브 스피커 연결용 출력 단자 (+ 및 -)

13 전원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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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LED

RESET RESET

TREBLEBASS

INPUT1

2

3

4
5
6

7

8
9

12
13

14

11
10

리모컨
제공된 두 개의 AAA 배터리를 TUK 리모컨 뒷면에 설치하십시오. 리모컨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기 모드 켜기/끄기

2 입력 선택

3 음량 조절

4 음소거

5 고음 조절

6 서브 뮤트

7 저음 조절

8 LED 밝기 조정

9 저음 재설정

10 Bluetooth 재설정

11 고음 재설정

12 이전 트랙 (Bluetooth/USB)

13 재생/일시 중지 (Bluetooth/USB)

14 다음 트랙 (Bluetooth/USB



7

OU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FCC ID: QKH-KANTOTUK 
IC: 10678A-KANTOTUK

ON

OFF

POWER

5V / 2A

100-240V ~ 50/60 Hz
Max Power Consumption 120W

FUSE:T3 15AL  250V

www kantoaudio com
Designed in Canada

Made in China

SUB
OUT

OPT

RCA

USB

PHONO

GND

L R L R

Serial Number

IN

TUK 설정하기
전원 스위치가 꺼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공된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를 함께 연결합니다. 액티브 스피커의 빨간색 
(+) 및 검은색 (-) 단자를 패시브 스피커의 해당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제공된 케이블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멀리 스피커를 배치하려면 더 무거운 게이지의 스피커 케이블을 구입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오디오 소스를 TUK에 연결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의 예는 단지 예일 
뿐입니다.
TUK의 액티브 스피커를 AC 전원 코드로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모든 입력이 연결되면 전원 스위치를 
켜십시오.

TUK는 평균적인 리스닝 룸의 뒷벽에서 최소 8인치 떨어진 위치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피커를 이 위치에 설치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방의 모양, 크기, 가구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려면 일정 정도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스피커를 뒤쪽 벽에 매우 가깝게 배치하면 
저음 주파수가 향상되지만 사운드 스테이지의 깊이가 줄고, 스피커를 뒤쪽 벽에서 멀리 떨어뜨리면 반대 
효과가 발생합니다. 스피커를 방 모퉁이 가까이 또는 모퉁이 두지 마십시오. 낮은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커플링이 발생합니다. 객실 특성 및 위치는 스피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위치를 
찾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보상이 되어 돌아옵니다.

주의사항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전원 스위치를 꺼야합니다. 모든 케이블을 연결한 후 장치를 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량이 높을 시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는 소음 수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TUK는 
셀프 파워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스피커 입력을 스테레오 앰프의 출력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UK와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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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 RCA OPT USB BT

PHONO RCA OPT USB BT

초

초

TUK 설정하기
시작/종료 시간
TUK는 부팅 및 종료에 최대 6초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스피커는 원격 명령이나 음량/입력 선택 
노브 조정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TUK가 켜지는 동안 설정을 조정하지 마십시오. 소리가 재생될 때 귀에 
거슬리는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널 스왑
TUK에서 L/R 스테레오 출력을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스피커를 올바르게 배치하려 하거나, 전원 
콘센트나 입력에 연결하고자 할 때 등 어느 상황에서나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기본값으로 왼쪽 채널로 설정됩니다.
오른쪽을 액티브 스피커로 사용하려면 다음 트랙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입력 LED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켜져 출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을 액티브 스피커로 사용하려면 이전 트랙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입력 LED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켜져 출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을 껐다 켜면 L/R 스테레오 출력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액티브 스피커는 왼쪽 채널). 

기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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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NO RCA USB OPTICAL

SUB
OUT

OPT

RCA

USB

PHONO

GND

L R L R

OU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FCC ID: QKH-KANTOTUK 
IC: 10678A-KANTOTUK

ON

OFF

POWER

5V / 2A

Serial Number

SUB
OUT

OPT

RCA

USB

PHONO

GND

L R L R

오디오 소스 연결하기
알맞은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 소스 기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 RCA - 3.5mm 스테레오 미니 잭 AUX 케이블 (포함)
• 스테레오 RCA 케이블
• 광학 Toslink 케이블 (TV/홈씨어터 설정은 11 페이지 참조)
• USB A/B 케이블(일반적으로 "프린터 케이블"이라고 함)

 
TUK는 턴테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턴테이블 연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UK는 턴테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USB 연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TUK는 Bluetooth 4.2를 지원하며 Qualcomm® aptX™, aptX™HD 및 AAC 코덱을 지원합니다 

• Bluetooth 연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Pg.10 Pg.11Pg.10 Pg.11

공통 입력(도표는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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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테이블에 연결하기
TUK는 내장 프리 앰프가 없는 턴테이블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노 입력 기능이 있습니다 
1. 스피커가 대기 모드이거나 꺼짐 모드일 때, 턴테이블의 오디오 케이블을 TUK의 좌우 포노 (PHONO) 

입력 터미널에 연결하십시오.
2. 스피커를 켜거나 깨우고 TUK 리모컨의 입력 버튼을 사용하여 PHONO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TUK 

전면의 노브를 눌러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을 조정한 후에는 재생되는 턴테이블의 오디오를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디오가 들리지 않으면 오디오 문제 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사항 
일부 턴테이블에는 포노 프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턴테이블에 포노 프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을 경우 PHONO 
입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사용 시 보증이 무효화되며, 스피커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홈 장치에 연결하기
TUK는 RCA 입력, 광 입력 및 Bluetooth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홈 장치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연결 
방법을 지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실제 절차는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1. 제조사의 지침이나 앱을 사용하여 스마트 홈 장치를 설정하십시오. TUK에 연결하기 전에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2. 스마트 홈 장치에 오디오 출력이 있는 경우 필요한 케이블의 한쪽 끝을 장치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TUK에 꽂으십시오. RCA - 3.5mm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치에 따라 RCA 케이블 또는 광 케이블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스마트 홈 장치가 Bluetooth만 지원할 경우 스마트 홈 장치의 지침 또는 앱을 참조하여 Bluetooth 
설정을 완료하십시오.

4. TUK를 켜거나 깨우고 TUK 리모콘의 입력 버튼을 사용하여 스마트 홈 장치가 연결된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TUK 전면의 노브를 눌러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을 조정한 후에는 재생되는 스마트 홈 장치의 오디오를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TUK의 자동 전원 끄기 기능을 비활성화해 스피커가 대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알림이나 메시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4).
스마트 홈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동안 스피커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려면 스마트 홈 장치에서 웨이크 
업 사운드를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TUK가 오디오를 감지하면 깨우는 데 몇 초가 걸립니다. 웨이크 업 
사운드를 활성화하면 오디오가 스마트 홈 장치에서 스트리밍되기 전에 스피커를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웨이크 업 사운드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스마트 홈 장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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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연결하기
TUK는 PC 및 기타 오디오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USB 입력을 제공합니다. 
1. 스피커가 대기 또는 꺼져 있을 때 동봉된 USB 케이블을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TUK의 

USB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2. 스피커를 켜거나 깨우고 TUK 리모컨의 입력 버튼을 사용하여 USB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TUK 전면의 

노브를 눌러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PC가 스피커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USB 연결을 통해 오디오 출력이 시작되고 스피커를 통해 PC의 오디오가 
들리게 됩니다. 오디오가 들리지 않으면 PC의 오디오 설정에서 PC의 오디오 출력을 "TUK by Kanto"로 
직접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오디오가 들리지 않으면 오디오 문제 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TUK는 리모컨의 재생/일시 정지 및 다음 트랙/이전 트랙 버튼을 사용하여 오디오 플레이어(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앱 등)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오디오 플레이어는 이러한 원격 명령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V 또는 홈 시어터 시스템에 연결하기
TUK는 TV 및 기타 디지털 오디오 장치용 광학(S/PDIF) 입력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TV에는 스테레오 
또는 서라운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광학 오디오 출력이 있습니다. TUK에는 스테레오 소스가 필요하므로 
TV의 오디오 출력을 서라운드가 아닌 스테레오로 구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실제 절차는 TV 브랜드에 따라 다릅니다.
1. 광 케이블을 준비하십시오. 종종 Toslink 케이블로 판매됩니다.
2. 스피커가 대기 또는 꺼져 있을 때 광 케이블의 한쪽 끝을 TV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TUK의 OPT 

입력에 꽂으십시오. 케이블은 한 방향으로만 꽂을 수 있으므로 케이블과 포트의 모양에 주의하십시오.
3. TV를 켜고 온 스크린 메뉴 내의 오디오 설정으로 이동하십시오. TV에서 오디오 설정을 찾는 방법을 모를 

경우 TV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4. 오디오 설정에서 오디오 출력을 PCM, 스테레오 또는 2 채널로 변경하십시오. 이 옵션은 TV 브랜드에 

따라 "오디오 출력 모드", "디지털 오디오 출력 모드" 또는 "디지털 출력 오디오 포맷"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5. 스피커를 켜거나 깨우고 TUK 리모컨의 입력 버튼을 사용하여 OPT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TUK 전면의 
노브를 눌러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의 음량을 조정한 후에는 TV에서 재생되는 오디오를 스피커를 통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잡음, 
침묵 또는 끊김 현상이 나타나면 TV 박스, TV 앱, Blu-ray 플레이어 등의 오디오 설정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과정을 따라 사용 중인 장치 또는 앱의 오디오 설정을 탐색하고 오디오 모드를 스테레오 
또는 2 채널로 전환하십시오. 변경한 후에도 여전히 오디오가 들리지 않으면 오디오 문제 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TUK Optical  Toslink를 통해 최대 24비트/96kHz 해상도의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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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연결하기
TUK는 Bluetooth 4.2와 Qualcomm® aptX™, aptX™HD, AAC 코덱을 갖추고 있으며, 전화기, MP3 
플레이어 또는 태블릿 등 여러 장치와 페어링해 무선 오디오 재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은 쉽습니다.
1. TUK의 리모컨의 입력 버튼을 눌러 BT를 입력 소스로 선택하십시오. TUK 전면의 노브를 눌러 입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는 최근 장치의 페어링을 시도하는 동안 BT 입력 LED가 8초간 천천히 
깜빡입니다. 실패할 경우 TUK가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며 BT 입력 LED가 빠르게 깜빡입니다. 
리모컨의 Bluetooth (      ) 재설정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6 페이지 
리모컨 그림 버튼 10번 참조).

2. Bluetooth 장치의 페어링할 새 기기 검색을 활성화하십시오. 페어링할 수 있는 Bluetooth 장치 목록에서 
'TUK by Kanto'를 선택하십시오 

3. 페어링이 성공하면 BT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같은 Bluetooth 장치는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삭제하기 전까지는 장치 목록에 'TUK by Kanto'가 남아 있습니다.

4. 장치가 TUK와 페어링되지 않은 경우 리모컨의 Bluetooth (      ) 재설정 단추를 누르거나 장치의 
Bluetooth를 껐다가 다시 켠 다음 1-3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또는 스피커의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돌린 후 다시 ON으로 돌려 설정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작동
1. 스피커와 장치 사이의 최대 거리를 10m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최상의 신호 

충실도가 나타납니다 
2. 장치의 플레이어 제어 버튼 또는 리모콘의 제어 버튼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스피커로 오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의 6 페이지에 있는 리모콘 그림 - 12번, 13번 및 14번 버튼 참조).
3. Bluetooth 작동 중 다음과 같은 동작 및 기능을 주의깊게 살펴보십시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BT 입력 

LED가 켜지고 장치가 'TUK by Kanto'와 연결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4. 입력 소스가 변경되더라도 스피커와 장치 사이의 연결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입력 

소스(예: RCA)로 전환했다가 신호 연결을 유지한 채 Bluetooth 작동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장치와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스피커는 둘 이상의 장치와 페어링될 수 있으나 한 번에 하나의 장치만 오디오를 재생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6. TUK 리모컨에는 페어링된 장치의 연결을 신속하게 끊고 두 번째 장치가 스피커와 페어링할 수 있도록 
하는 Bluetooth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필요 시 Bluetooth (      ) 재설정 버튼을 눌러 페어링된 
장치와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7. 페어링 지침에 따라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십시오.
8. 두 번째 장치에도 동일한 동작과 기능이 적용됩니다.
USB 충전 작동
TUK는 후면 패널에 하나의 5V/2A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모바일 또는 스마트 홈 장치에 전원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K가 재생 모드 및 대기 모드에 있을 때도 포트는 활성화되어 있으며 연결된 장치가 최대 2암페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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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우퍼 연결하기
TUK에는 RCA 커넥터가 장착되어 파워드 서브 우퍼에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단일 RCA 서브 우퍼 
케이블을 TUK의 SUB OUT 연결부와 서브 우퍼의 AUDIO INPUT 단자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서브 
우퍼에 스테레오 좌/우 RCA 입력이 있는 경우 왼쪽 또는 오른쪽 입력이 작동합니다.
크로스오버 및 음량 컨트롤이 있는 Kanto sub6 또는 sub8 powered 서브 우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품질 서브 우퍼는 이러한 컨트롤을 제공하므로 저음의 양을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Kant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antoaudio.com

서브 뮤트
TUK에서 보조 출력을 음소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커로 소리를 듣고 싶지만 서브 
베이스로 이웃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 출력을 음소거하려면 SUB 버튼을 누르십시오. LED가 깜빡여 보조 출력이 
음소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 출력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SUB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LED가 깜빡여 보조 출력의 음소거가 해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브 출력은 대기 모드에서 깨어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액티브 크로스오버
TUK는 서브 우퍼 고급 설정을 할 수 있도록 80Hz에 액티브 크로스오버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를 활성화하면 주 스피커의 베이스 익스텐션을 줄여 
중음과 고음역대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SUB OUT 포트의 고음역 출력을 줄입니다. 
Sub에 조정 가능한 대역폭 또는 크로스 오버 주파수 설정이 있다 가장 높거나 가장 
열린 설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크로스오버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UB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액티브 크로스오버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의 LED가 두 번 깜빡여 
크로스오버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B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서 
크로스오버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면 패널 LED가 한 번 깜빡여 크로스오버가 
비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는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전원이 제거되어도 크로스오버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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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기능
자동 전원 켜기(APU)/자동 전원 끄기(APD)
TUK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분 동안 오디오 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TUK는 자체적으로 대기 모드(APD)에 들어갑니다. TUK가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같은 입력을 통해 
오디오 신호가 돌아오면 TUK가 깨어 나고 재생이 재개(APU)됩니다. 수동으로 깨울 수도 있습니다:

• 리모컨의 대기 버튼 누르기
• 컨트롤 노브 누르기

APU 기능이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리모컨의 고음 재설정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 APU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입력 LED가 한 번 깜박여 APU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U를 
비활성화했을 때 APU를 활성화하려면 고음 재설정 버튼을 다시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입력 LED가 두 번 깜박여 APU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D 기능이 쓸모없다고 생각되면 리모컨의 저음 재설정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눌러 APD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입력 LED가 한 번 깜박여 APD 기능이 비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D를 비활성화했을 때 APD를 활성화하려면 저음 재설정 버튼을 
다시 5초 동안 길게 누르십시오. 입력 LED가 두 번 깜박여 APD가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APU/APD는 기본적으로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APU는 APD가 트리거된 후에만 활성화됩니다. 원격 또는 제어 
노브를 사용해 장치를 수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하면 A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음/고음 메모리(BTM)
기본적으로 TUK는 모든 입력에 EQ(저음 및 고음) 설정을 적용합니다. 각 입력에 대해 개별 EQ 설정을 원할 
경우 재생/일시 정지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BTM(저음/고음 메모리)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입력 LED가 두 번 깜빡여 BTM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일시 정지 버튼을 5
초 동안 길게 누르면 BTM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입력 LED가 한 번 깜빡여 BTM이 
비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M은 기본값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으며, 공장 
초기화로 비활성화됩니다.
공장 초기화
TUK의 모든 설정은 전원 스위치를 OFF 위치로 전환하고 5초 동안 기다린 다음 다시 ON 
위치로 전환하여 공장 기본값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LED 밝기
전면 패널의 TUK의 입력 LED는 꺼짐을 포함한 5단계 밝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TUK 
리모컨의 LED 버튼을 눌러 밝기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LED 밝기는 TUK가 대기 모드 중일 
때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RESET

LED

힘

떨어져서

에

초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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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Bluetooth®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Kanto Distribution 
Inc.는 본 마크를 라이선스하에 사용합니다.
알림: Qualcom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Qualcomm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apt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상표입니다.

오디오 문제 해결 가이드
TUK by Kanto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1. 전면 패널의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 전원 케이블이 스피커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전원 콘센트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스피커 뒷면의 전원 스위치가 켜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전면 패널의 파란색 입력 LED는 켜져 있는데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 올바른 입력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전면의 
노브를 누르거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다른 입력을 차례로 바꾸어 
올바른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 오디오 소스의 음량을 최고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오디오 
소스가 오디오를 재생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소스에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다른 오디오 케이블을 
테스트하십시오.

• 스피커의 음량이 최소 수준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전면의 
노브나 리모컨의 음량 조절기를 사용하여 음량을 높이십시오.

3. 리모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리모컨에서 스피커까지 신호 경로가 깨끗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모컨을 IR 수신기 방향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 리모콘의 배터리 함을 확인하여 배터리가 올바르게 장착되고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4. 소리를 듣는 도중 스피커가 대기 상태가 됩니다. 
• 오디오 소스의 음량을 최고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낮은 소스 

볼륨으로 인해 대기 모드가 잘못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 자동 전원 끄기를 비활성화하십시오(14 페이지 참조)

5.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 오디오 소스의 음량을 최고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낮은 소스 

음량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후면 포트 기능이 방해받지 않도록 스피커의 후면을 벽에서 8

인치 이상 떨어지게 배치하십시오.
• 리모컨의 EQ 재설정 버튼을 눌러 저음 및 고음 레벨을 기본 

설정으로 설정하십시오.

• 다른 음악 또는 오디오 소스를 테스트하여 문제를 분리하십시오.

6. 오디오 소스가 Bluetooth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인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전면의 

노브를 누르거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다른 입력을 차례로 바꾸어 
Bluetooth를 선택하십시오.

• TUK 전면 패널의 파란색 BT 입력 LED가 빠르게 깜빡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페어링 모드에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BT 입력 LED에 불이 가만히 켜져 있으면 리모컨의 
Bluetooth 재설정 버튼을 눌러 이전에 사용한 장치의 페어링을 
해제하고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 소스에서 Bluetooth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 소스에서 장치를 검색하는 중에 "TUK by Kanto"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서 스피커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7. 윙윙 거리거나 쉿 소리가 나거나 왜곡이 발생합니다. 
• 광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의 출력을 서라운드, Dolby, DTS 

또는 5.1이 아닌 스테레오로 설정하고 샘플레이트를 96kHz 
이하로 설정하십시오.

• 스피커에서 모든 오디오 소스를 제거하여 잡음이 소스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 다른 회로의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원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 소스에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케이블이나 오디오 소스를 사용해 문제를 
분리하십시오. 

8. 연결된 서브 우퍼에서 소리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SUB 버튼을 눌러 서브 우퍼가 음소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3 페이지 서브 뮤트 참조)
• 서브 우퍼에 연결된 RCA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케이블이나 오디오 소스를 사용해 문제를 
분리하십시오.

• 서브 우퍼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서브 우퍼의 음량을 높이십시오.
• 서브 우퍼의 컷오프 주파수를 높이십시오.
• 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서 스피커를 껐다 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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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구매자에 대한 제한 보증 
Kanto Living Inc. (Kanto)는 제조 한 장비가 2 년의 제한 보증 기간 동안 재료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그러한 결함으로 인해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고, Kanto가 공인 리셀러로부터 배송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본 청구서와 함께 
통보를 받을 경우 해당 장비가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잘못 사용되었거나 개조되지 않은 한 교체용 부품 제공 또는 장비 
교체를 선택적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교체 부품 또는 교체품은 최초 구매자에게 재배송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보증됩니다. 
고객은 반품 승인 번호(Return Authorization Number)를 받고 Kanto의 위치 또는 공인 저장소로 제품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보증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Kanto는 부품을 교체하거나 
교체품을 제공하며, 고객에게 배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운송 중에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래 포장을 
유지하십시오. 배송 보험 이용도 권장됩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정보는 세심하게 확인되었으며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Kanto는 매뉴얼에 있을 수 있는 
부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Kanto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어떠한 직접적, 간접적, 특별적, 
부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 그 손해의 가능성이 사전에 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증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 제한없는 보증, 어떠한 묵시적인 보증, 상품성 보증과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하여 
모든 보증을 대신하여 명시적으로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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