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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패널

KAC40의 구입을 감사드립니다. 본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기능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본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주

의 깊게 읽으십시오. 

이 제품은 강력한 사운드의 퀄리티를 자랑하며 휴대하기 상당히 용이합니다. 소규모의 라이브의 연주에서 30W의 출력

으로 연주할 수 있으며, 제품이 전원이 최대로 충전되었을 때 최대 3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DSP 회로를 

사용하여 질 높은 음질을 구현합니다.

주요 기능      
■ 이 앰프의 특징과 EQ 커브는 어쿠스틱 기타의 사용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 40와트의 출력 (20와트 + 20와트)

■ 3개의 DSP효과(코러스, 딜레이, 리버브)를 제공하는 DSP 칩 장착

■ 3개의 DSP효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 채널을 사용하여 높은 음질을 보컬 사운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마이크 채널에서 리버브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AUX IN에 CD/MP3 플레이어 또는 음향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충전 기능으로 야외 연주를 지원합니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을 시, 최대 3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 하십시오.

■ 주의 사항에 항상 유의하십시오.

■ 사용 설명서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물이 있는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마른 천으로만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 난방 기구, 조리 기구 또는 열을 발생하는 장치 근처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분극이나 접지 형태의 플러그를 훼손 시키지 마십시오. 분극 플러스는 두개의 날을 있으며 하

나가 다른 하나의 날보다 넓습니다. 접지형 플러그는 두개의 날과 하나의 접지용 가지가 있습니다. 넓은 날과 세 번

째 접지용 가지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제품과 함께 제공된 플러그가 당신의 콘센트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자와 상의한 뒤 교체하십시오.

■ 특히 플러그, 콘센트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전선 부위가 밟히거나 끼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 제품을 사용한 뒤 전원을 끄십시오. 

■ 제품 구입시 포함된 AC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잘못된 어댑터의 사용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의 어댑터는 전자기 검사와 안전 검사를 통과 하였습니다.

■  절대 카트, 스탠드, 선반 또는 테이블 위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카트를 사용해야 할 경우,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 장시간 사용 하지 않을 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주십시오.

■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비스 센터에 맡기십시오.

■  전선이나 플러그가 훼손되었을 때, 액체를 기기에 쏟거나 물체를 기기 위에 떨어뜨렸을 때 또는 제품이 비나 습기에 

노출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 하지 않을 때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배터리 알림등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 기기를 충전하십시오. 전원을 끈 뒤, DC 전원 단자에 어댑터에 연결하십시오. 충

전 중에는 노란 불이 들어오며 충전이 완료되면 불이 꺼집니다.

주의: 충전 중에 전원의 코드를 뽑으면 배터리 수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1. 기기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두 달에 한번 충전을 하십시오.

2. 기기의 위/아래를 반대하여 두지 마십시오. 이는 배터리의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알림 등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 즉시 충전하십시오.

4.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 되었는데 악기의 사용이 1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파라미터
AC 어댑터 인풋: AC 100-240V 50-60Hz

AC 어댑터 아웃풋: DC 15V/4A

DC 전압: 12V/7.0Ah (납산 배터리)

기타 인풋 감도:  -11.5dBV

마이크 인풋 감도: -41dBV

AUX IN 감도: -11.5dBV

출력: 40W (20W+20W)

패달 기타 채널: 코러스, 딜레이(최대 500ms), 리버브

패달 마이크 채널: 리버브

크기: 40 x 21 x 26.5 cm

무게: 8.35kg 

① 기타 인풋

② 베이스

③ 미들

④ 트레블

⑤ 음량

⑥ 코러스: 코러스 효과를 조절

⑦ 딜레이: 딜레이 시간을 조절

⑧ 리버브: 기타의 리버브 효과를 조절

⑨ 마이크 인풋

⑩ 마이크/볼륨: 마이크의 볼륨을 조절

⑪ 리버브: 마이크의 리버브 효과를 조절

⑫ 배터리 알림등

⑬ 전원 지시등

⑭ 전원 스위치

⑮ DC 전원 단자: 어댑터를 연결하십시오. (15V/DC/4A 중극)

⑯  AUX/INPUT: 스테레오 헤드폰 인풋(3.5)에 CD/MP3 플레이어 또는 음향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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