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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YU6 파워드 스피커

파워드 스피커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중요 안전 예방 조치
주의사항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는 장비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 보수(서비스) 지침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분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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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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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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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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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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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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면허 면제 RSS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 (1)이 장치는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이 장치는 장치의 오작동을 유발할 수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합니다.

캐나다 산업 성 (Industry Canada) 규정에 따라,이 무선 송신기는 캐나다 산업 성 (Industry Canada)이 송신기 용으로 승인 한
최대 및 (또는 적은) 이득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작동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용자에게 발생할 수있는 전파 간섭을 줄이려면 등가
등가 복사 전력 (e.r.r.p.)이 성공적인 통신에 필요한 것보다 크지 않도록 안테나 유형과 그 이득을 선택해야합니다.
이 장치는 Canadian ICES-003 및 RSS-210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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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캐나다의 칸토(Kanto)가 디자인한 YU6 전원 스피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U6은 200W의 최대
전력을 6옴 스피커로 출력하여 현저하게 대담하고 깨끗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감도 및 주파수
반응은 깊게 쿵쾅거리는 저음과 깨끗하고 상쾌한 고음을 제공합니다. YU6은 5개의 입력 소스를 수용할 수
있고 서브우퍼에 연결하여 저주파수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단히 유연한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또한
최신 블루투스 기술과 기기 충전용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YU6은 범용 입력 전원 공급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110V AC에서 240V AC까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모든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칸토
(Kanto)는 본 제품의 잘못된 설치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상이나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파워 스피커 시스템은 생산 과정에서, 그리고 포장 및 선적 전에주의 깊게 테스트되고 검사되었습니다.
포장을 풀고 나서 손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운송 중에 제품이 손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즉시 소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Kanto에 직접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 support@kantoliving.com
무료 전화 : 미국 및 캐나다 : 1-888-848-2643 | 영국 : +44 800086999

박스 내용물

RCA

AUX

OPT1

BASS

OPT2

TREBLE

BALANCE

YU6 액티브 스피커
(왼쪽 채널)

YU6 패시브 스피커
(오른쪽 채널)

YU6 리모컨

x2
AAA 배터리

x3
사용자 매뉴얼

x8
자체 접착 고무 다리

전원 코드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스피커 와이어

3.5mm AUX
케이블

3

전면 및 후면 패널

1

전면 패널
1
2

1” 실크 돔 트위터

5.25” 케블라® 미드/우퍼 드라이버

LED
백색 - 전원 켜짐 / 재생 모드
황색 - 대기 (깜박이지 않음)
- 음소거 (깜박임)
청색
- 발견 모드 (깜박임)
- 페어링 완료 (깜박이지않음)
3

볼륨 / 입력 선택 / 대기 / 깨우기

4

RCA L/R 입력

6

서브우퍼 출력

후면 패널
5
7
8
9

2

3.5 mm AUX 입력
옵티컬 1 및 옵티컬 2 입력

RCA 입력 포노/라인 스위치
턴테이블 접지 포스트

3
4

10 패시브 스피커 연결용 오른쪽 채널 입력
터미널 (+ 및 −)
11 USB 충전 포트 (5V 1.0A)
12 온/오프 스위치

13 AC 입력 연결 (100V - 240V)

볼륨/입력 선택 노브

YU6의 볼륨 노브가 입력 선택 노브로도
기능합니다.

노브를 눌러 입력 소스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사용된 입력 소스에 따라 다음의
입력을 차례로 보여줍니다.
RCA

AUX

OPT1

OPT2

블루투스

손잡이를 누르고 있으면 대기 모드로
들어가거나 대기 모드에서 깨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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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7
8
9
10
11

R

OPT1

RCA
L
AUX
OPT2

Sub
Out

Phono

Line

RCA
GND

Right Channel Out

USB Charge
5V / 1A

12

13
14

ON

OFF

www.kantoaudio.com
Designed in Canada
Made in China

리모컨

제공된 2개의 AAA 배터리를 YU6 리모컨 뒤에 장착하세요. 리모컨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3
4
5
6
7
8
9

대기 버튼 – 입력하려면 누르세요.대기 모드
또는 재생 모드로 돌아가기.
RCA 입력 선택

3.5 mm 스테레오 AUX 입력 선택
옵티컬 1 입력 선택
옵티컬 2 입력 선택

1

블루투스® 입력 선택

2
3

7

볼륨 증가

4
8

5
9

블루투스® 재설정
볼륨 감소

10 베이스 출력 증가
11 베이스 출력 감소

12 베이스 출력 재설정
13 트레블 출력 증가
14 고음 출력 감소

15 트레블 출력 재설정

RCA

AUX

OPT1

6

OPT2

13

10
TREBLE

BASS

11

14

12
16
17

15
BALANCE

18
19

16 음소거

17 밸런스 컨트롤 왼쪽 채널

18 밸런스 컨트롤 오른쪽 채널

19 밸런스 재설정 (왼쪽 및 오른쪽 채널)

20

22

21

20 이전 트랙 (블루투스® 작동)

21 재생 / 일시 중지 (블루투스® 작동)
22 다음 트랙 (블루투스® 작동)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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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설치

YU6 전원 스피커 시스템은 책꽂이 또는 스탠드 장착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탠드는 26”에서 32” 사이 높이의
단단한 구조여야 합니다. YU6에는 칸토(Kanto) SP26 스피커 스탠드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든지 두 스피커 사이의 공간과 뒷벽으로부터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스피커가 너무 가깝거나 너무
멀리 배치되면 스테레오 이미징이 완전하게 구현되지 않습니다.

YU6는 평균적인 리스닝 룸의 뒷벽에서 8”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최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를 이 위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공간의 형태, 크기 및 가구 배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위치를 결정하려면 일정량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스피커를 뒷벽에 매우 가깝게 이동하면 저음 주파수가 향상되지만 사운드스테이지 깊이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스피커를 뒷벽에서 멀리 떨어지게 이동하면 반대 효과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피커를 실내
구석이나 구석 가까이 설치하지 마십시오. 낮은 주파수와 중간 주파수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실내 커플링이
발생합니다. 뒷벽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면 반사음을 줄이기 위해 스피커를 약간 안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공간
특성 및 위치 설정은 스피커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적의 위치 설정을 달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이
보상받을 것입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오프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세요.

제공된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두 스피커를 함께 연결합니다. 액티브 스피커(왼쪽)의
빨강 (+) 및 검정 (-) 단자를 패시브 스피커(오른쪽)의 해당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제공된 케이블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멀리 스피커를 배치하려면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두꺼운 스피커 케이블의 구입을
권장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지침에 따라 오디오 소스를 YU6에 연결하십시오

YU6의 액티브 스피커의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R

OPT1

RCA
L

AUX
OPT2

Sub
Out

Phono

Line

RCA

GND

USB Charge
5V / 1A

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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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www.kantoaudio.com
Designed in Canada
Made in China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할 때 온/오프 스위치가 꺼져 있어야 합니다. 모든 케이블을 연결한 후에 장치를 켤 수 있습니다.
볼륨이 높으면 이 시스템은 청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는 소음 수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YU6는 자체 전원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스피커 단자를 스테레오 증폭기의 스피커 출력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함께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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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소스 연결하기

YU6는 최대 24 비트/96 kHz 해상도의 데이터 스트림을 지원하는 옵티컬 입력을 위한 고품질 DAC(
디지털 - 아날로그 변환기)를 사용합니다.
YU6는 Qualcomm® aptX™ 기술을 사용하여 블루투스 4.0을 지원합니다.

해당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 소스 구성 요소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

3.5mm 스테레오 미니-잭 AUX 케이블

•

옵티컬 Toslink 케이블

•

스테레오 RCA - 3.5 mm 스테레오 미니-잭 ‘Y’ 케이블

턴테이블에 연결

YU6에는 턴테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

YU6 뒷면의 RCA L/R 입력에 턴테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턴테이블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지 않으면 포노 스위치의 “포노”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
•

턴테이블 접지선을 접지 포스트에 연결하십시오(일부 턴테이블에는 접지선이 없음).

턴테이블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면 포노 스위치의 “라인”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일부 턴테이블 모델에는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턴테이블에 포노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다면 RCA 스위치의 포노 설정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보증이 무효화되고
스피커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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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우퍼 연결

YU6에는 RCA 커넥터가 장착되어 전원이 공급되는 서브 우퍼에 출력 신호를 제공합니다. 단일 RCA 케이블을 YU6의 SUB
OUT 연결부와 서브 우퍼의 AUDIO INPUT 단자에 연결하기 만하면됩니다. 서브 우퍼에 스테레오 L / R RCA 입력이있는
경우 입력이 작동합니다.
크로스오버 및 볼륨 조절 기능이 있는 칸토(Kanto) sub6 또는 sub8 전원 서브우퍼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고품질
서브우퍼는 이러한 조절 기능을 제공하므로 경험할 저음의 양을 사용자 정의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Kanto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kantoaudio.com

Serial Number

R

OPT1

RCA
L
AUX

RCA (MONO)

Sub
Out

OPT2

SUB

Phono

RCA
GND

U

Line

Right Channel Out

USB Charge
5V / 1A

ON

OFF

U
자동 전원 공급 / 자동 전원 차단

YU4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전력을 절약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5분 동안 오디오 신호가 감지되지 않으면 YU4 앰프는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대기 모드로 들어갔을 때 YU4가 재생 중이었던 것과 동일한 입력을 통해 오디오 신호가
돌아오면 YU4가 깨어나서 다시 재생을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동으로 깨울 수도 있습니다:
•리모컨의 대기 버튼 누르기
• 컨트롤 노브 누르기

자동 전원 공급(APU) 기능이 유용하지 않다면, 리모컨의 밸런스 재설정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상태 LED가 한 번 깜박이면 APU 기능을 비활성화했음을 나타냅니다. APU를 비활성화한 경우
APU를 활성화하려면 5초 동안 밸런스 재설정 버튼을 다시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상태 LED가 두 번 깜박이면 APU를
활성화했음을 나타냅니다.
APU는 전원이 공급될 때 항상 켜지지만, 자동 전원 차단 후에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십시오. 리모컨 또는 조절
노브를 사용하여 장치를 대기 모드로 수동 전환 하면 APU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 입력을 사용하면 APU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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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페어링

YU6는 Qualcomm® aptX™ 기술을 사용하여 블루투스 4.0을 지원하고 여러 기기와 페어링하여 전화, MP3 플레이어
또는 태블릿에서 무선 오디오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은 쉽습니다.
1.
2.
3.
4.

YU6 리모컨의 블루투스 버튼 ( )을 눌러 입력 소스로 선택하십시오. 블루투스 LED(청색)가 깜박이며 YU6가
페어링 모드에 들어간 것을 나타냅니다.

블루투스 기기로 페어링을 할 새 기기를 검색하십시오. 페어링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서 ‘칸토(Kanto)
YU6’를 선택하십시오.

페어링에 성공하면, 블루투스 LED(청색)가 깜박이지 않고 켜져 있습니다. 같은 블루투스 기기는 다시 페어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목록에서 제거할 때까지 ‘칸토(Kanto) YU6’가 기기 목록에 유지됩니다.

기기가 페어링 하지 않으면, 스피커의 온/오프 스위치를 오프 위치로 전환한 다음 1 ~ 3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또는
리모컨의 블루투스 재설정 버튼 ( )을 누르거나 기기의 블루투스를 껐다가 다시 켤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작동
1.

스피커와 기기 사이의 최대 거리를 10m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상의 신호 충실도가 이 범위 내에 있습니다.

3.

블루투스 작동 중 다음과 같은 동작 및 기능을 유의하십시오.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청색 LED가 켜지고, 기기가 ‘
칸토(Kanto) YU6’와 연결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2.

기기의 플레이어 제어 버튼 또는 리모컨의 제어 버튼(참조: 본 설명서 5 페이지의 리모컨 그림 - 20번, 21번 및 22번
버튼)을 사용하여 기기에서 스피커로 오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
•
•

4.

입력 소스가 변경되더라도 스피커와 기기 간의 연결은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입력 소스(
예: RCA)로 전환해도 신호 연결을 유지하면서 블루투스 작동으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기기와 다시 페어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피커가 대기 모드에 있거나 전원이 꺼지면 기기와의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집니다. 스피커가 재생 모드로
돌아가면 스피커와 기기 사이의 블루투스 연결이 다시 설정됩니다. 하지만, 재연결 후 약 30초 동안 고르지
못한 재생 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생 신호는 정상화됩니다.

스피커는 하나 이상의 기기와 페어링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기기만 오디오 신호를 재생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YU6 리모컨에는 페어링 된 기기를 신속하게 연결 해제 하고 두 번째 기기가 스피커와 페어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투스 재설정 버튼이 있습니다(5 페이지 리모컨 그림의 버튼 7번).
•

페어링 된 기기의 연결을 끊으려면 블루투스 재설정 버튼을 누르십시오.

•

동일한 동작 및 기능이 두 번째 기기에 적용됩니다.

•

페어링 지침에 따라 다른 장치를 페어링 하십시오.

USB 충전 작동

YU6는 후면 패널에 1개의 5V 1.0A USB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는 기기를 충전할 때 편리한 전원입니다.

YU6가 재생 모드(LED 백색) 및 대기 모드(LED 황색)에 있을 때,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어떤 기기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최대 1.0A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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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문제 해결 가이드
YU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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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 표시등이 켜지지만 오디오가 재생
•
•
•
•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입력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정면의
노브를 클릭하여 다섯 가지의 입력을 차례로 전환하거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정확한 입력을 선택하세요.
정확한 입력이 선택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정면의
노브를 클릭하여 다섯 가지의 입력을 차례로 전환하거나
리모컨을 사용하여 정확한 입력을 선택하세요.
소스에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다른 오디오 케이블을
테스트하십시오.

스피커의 볼륨이 최소 수준이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앞면의
노브나 리모컨의 볼륨 조절기를 사용하여 볼륨을 높이십시오.

3. 오디오는 하나의 스피커에서만 재생됩니다.
•
•
•
•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 사이에 스피커 전선을 다시
연결하고 스피커 전선의 끝부분이 바인딩 포스트를 통해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스에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케이블이나 소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소스의 밸런스가 중앙에 설정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소스에는 조정 가능한 밸런스 설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콘의 밸런스 재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스피커의 밸런스가
중앙에 설정된 것을 확인하십시오.

4. 리모컨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
•
•

리모컨에서 스피커까지 명확한 시선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리모컨을 스피커에 조준하십시오.

리모컨의 배터리 함을 확인하여 배터리가 제대로 설치되고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하다

5. 오디오를 듣는 동안 스피커가 대기 상태로 들
•

어갑니다.

음원의 음량을 최고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낮은 소스
볼륨으로 인해 실수로 대기 모드가 트리거 될 수 있습니다.

6. 오디오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
•
•
•

음원의 음량을 최고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낮은 소스 볼륨은
동적 범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피커 전선이 액티브 스피커와 패시브 스피커의 동일한 색상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의 후면이 8인치 이상 벽에서 떨어진 것을 확인하여
후면 포트 기능이 방해받지 않게 하십시오.

리모콘의 EQ 재설정 버튼을 눌러 베이스 및 트레블 레벨을
기본 설정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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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곡 또는 소스를 테스트하십시오.

•

리모컨의 블루투스 단추를 클릭하거나 스피커의 전면
패널에 있는 청색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까지 스피커
전면에 있는 노브를 클릭하여 입력 옵션을 차례대로
전환해서 스피커가 블루투스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7. 소스가 블루투스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

•
•

스피커가 페어링 모드임을 나타내는 스피커 전면 패널의
청색 표시등이 깜박이는지 확인하세요. 청색 표시등이
깜박임 없이 켜지면 리모컨의 블루투스 재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이전에 사용한 기기와의 페어링을 해제하십시오.
소스에서 블루투스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소스에서 기기를 검색하는 동안 스피커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스피커 후면의 전원 스위치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끄십시오. 스피커를 다시 켜고 이 과정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8. 윙윙거리거나 쉿쉿 하는 소리가 나거나 왜곡이

•
•
•
•
•

발생합니다.

옵티컬 입력을 사용하는 경우 소스의 출력을 서라운드,
돌비, DTS 또는 5.1이 아닌 스테레오로 설정하고 샘플
속도를 96Khz 이하로 설정하십시오.

스피커에서 모든 소스를 제거하여 잡음이 소스에서 오는
것인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회로에 있는 전원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원 문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소스에 연결된 오디오 케이블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케이블이나
소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PC와 함께 AUX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의 볼륨을 줄이고
PC 볼륨을 높이십시오. 소음이 계속되면 스피커 접지
단자를 PC 섀시 접지에도 연결해 보십시오.

9. 연결된 서브우퍼에서 오디오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
•

서브우퍼에 연결된 RCA 케이블이 단단히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 다른 케이블이나 소스를
사용해 보십시오.
서브우퍼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고 “켜짐” 또는 “자동”
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브우퍼의 볼륨을 높이십시오.

사양

YU6 전원 스피커 시스템

트위터
우퍼
공칭 임피던스

증폭기 유형
전원 출력
입력 감도
총 고조파 왜곡
크로스오버 시스템
크로스오버 주파수
주파수 반응

입력

1인치 실크 돔

5.25인치 케블라

6옴
클래스 D
200W 최대 전력
560 mV
< 0.3%
양방향
2.0 kHz
50 Hz - 20 kHz

1 x 3.5 mm 스테레오 미니-잭 AUX

		
1 x RCA L/R
		
2 x 옵티컬 (Toslink)
		
1 x Qualcomm aptX 사용 블루투스® 4.0

산출물

1 x 서브우퍼

		
1 x USB 충전 포트 5 V 1.0A
스피커 단자
+ 및 – 바인딩 포스트

입력 전압 / 주파수

대기 전력 소모
리모콘
치수 (각 스피커)
순중량 (액티브)
순중량 (패시브)
총 중량

AC 100V-240V 50/60 Hz (자동 전환)
< 0.5 W
포함 된
W 6.9”x H 10.7” x D 8.1” (175 x 272 x 205 mm)
11.4 lb (5.2 kg)
8.7 lb (4.0 kg)
24.3 lb (11 kg) (상자 포장된 쌍)

주의: 블루투스®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Kanto Distribution
Inc.는 라이선스를 받아 해당 마크를 사용합니다.

주의 사항 : Qualcomm aptX는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제품입니다.
Qualcomm은 허가없이 사용 된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 된 Qualcomm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aptX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상표이며 허가를 받아
사용했습니다.
주의: 이 제품에는 폐 전기 전자 제품 (WEEE)에 관한 유럽 규정 2002 / 96 / EC에 따라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이 라벨은 이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제품은 회수 및 재활용을 위해 적절한 시설에 기탁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Kanto Living Inc., 9136 196A Street, Langley, BC, Canada V1M 3B4
당신의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을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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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32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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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ntoaudio.com
Kanto Audio

@kantoaudio
Kanto Living

최초 구매자에 대한 제한 보증

kantoaudio

Kanto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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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