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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ァインチューニングの前に、もう一度全ての設置と接続が正しく
且つ安全に行われているか確認して下さい。

一般的に壁からスピーカーを遠ざけると低音域の量が少なくなりま
す。スピーカーの後ろにスペースをつくることによって、音場の奥行
き感を得ることができます。逆に言えばスピーカーを壁に近づけるこ
とによって低音域のボリュームを増やすことができます。壁からの距
離を変えずにスピーカーに低音域のふくらみを低減させたい場合に
は、スピーカーのバスレフポートにフォームプラグ挿入してみてくだ
さい。また少し低音域を減少させたい場合はフォームリングをバス
レフポートに挿入して下さい。フォームプラグ、又はフォームリングの
使用方法は上図を参照してください。

低域の周波数にむらがあるようであれば、視聴している部屋の音響
特性の結果であ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と思われます。スピーカーの
位置や視聴する位置のほんのわずかな変化ですら、音響パフォーマ
ンス、特に低域の周波数には大きな影響を与える場合があります。
視聴する位置を変えるか、可能であればお使いのスピーカーを別の
壁に配置してみてください。

他に方法がない場合は、同梱のフォームプラグを使用してラウドス
ピーカーの低域パフォーマンスを調整することができます。フォーム
プラグは 2 つの部分から構成される部品であり、ある程度のファイ
ンチューニングが可能です。外側の大きい方の部分だけ分離して使
うこともできますし、2 つの部分を一緒に使うこともできます。フォ
ームプラグの外側の大きい部分だけ使うと、一緒に使う場合に比べ
て、低域の減衰が少なくなります。

もしフロアスタンドを使ってスピーカーを支える場合、スタンドがし
っかり床に立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い。必要であればカーペ
ット用のスパイクを使って、ぐらぐらしないように調整してください。
当社の FS-700 S2 スタンドを使用する場合は、安定性の観点から
もパフォーマンスの観点からも、マスローディングを行うことを推奨
します。それぞれのスタンドに、キルン乾燥した砂など適切な素材を
最大限まで充填してください。

4. 微調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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キャビネットの表面は、普段はほこりを払うだけで十分です。エアゾ
ル剤その他の洗浄剤をお使いになりたい場合、洗浄剤によっては表
面を傷めることもありますので、本体に直接お使いになるのではな
く、布に取って小さな部分でお試しになってからお使いください。研
磨剤、または酸、アルカリ、殺菌剤が含まれている製品はお使いにな
らないでください。塗装面の汚れは、薄めた無香料セッケン溶液で落
ちる場合があります。それでも落ちない汚れは、専用のガラスクリー
ナーをスプレーし、マイクロファイバーの布で軽く拭き取ってくださ
い。破損の原因と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ドライブユニットに洗
浄剤を使ったり触ったりしないでください。

純木製のべニアには、時間経過に伴う退色を最小限に抑える耐紫
外線ラッカー処理が施されていますが、天然素材ですのでどうして
もある程度の退色が予想されます。色の違いは、色が均一になるま
でベニヤの表面すべてに均等に日光を当てることで調整することが
できます。長い時間がかかることもありますが、紫外線ランプを慎重
に使用してすると所要時間を短縮することができます。木製ベニヤ
になるべく亀裂が入らないよう、スピーカーは放熱装置や温風口な
ど直接熱を発するところから遠ざけてください。

スピーカーの性能は、御使用になるにつれて微妙に変化します。スピ
ーカーが冷たい環境に保管されていた場合、ドライブユニットのダン
ピング材とサスペンションが本来の機械的特性を取り戻すまで、し
ばらく時間が掛かります。ドライブユニットのサスペンションは音量
やソースにもよりますが、鳴らし始めてから１時間くらいで徐々にほ
ぐれてきます。スピーカーが意図された性能を取り戻すまでにかか
る時間は、開梱までの保管条件や、どの様に使用されるかによって
異なります。目安としては、温度による影響を安定させる為、ご使用
される状況で１週間、また意図されたデザイン特性に達するために、
平均15時間スピーカーを鳴らすことを見込んでください。

5. ならし運転 6. お手入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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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 풀기

내용물

아래 내용물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폼 플러그 
8 점착 고무 패드

환경 정보 
본 제품은 국제 지침을 따르며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i.  전자제품이나 전기기기의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
 ii.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규정(REACH)
 iii. 전기 전자장비 폐기물 지침(WEEE)

포장재나 제품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수거하여 주십시오.

스피커 설치 
본 스피커는 전용 플로어 스탠드(FS-700 S2)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는 선반 위에 설치가 가능하나 
이 경우 스피커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선반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폼 플러그를 사용하여 포트 퍼포먼스를 
최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든지 트위터가 귀 높이와 거의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주의: 선반 위에 설치할 경우 선반이 스피커 하중을 충분
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부속의 점착 고무 패드를 스피
커 바닥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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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설치 위치 
스피커를 설치한 후 최적의 음질을 얻기 위해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레오 또는 홈씨어터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설치 환경은 
스피커 각각의 음향 특성이 동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 쪽 스피커는 노출된 벽에 근접하여 배치되어 있고 
다른 한 쪽 스피커는 부드러운 가구나 커튼 근처에 배치되면 
전체적인 음질과 스테레오 이미지의 양면에서 타협하는 모양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스테레오 시스템 
먼저 좌우 스피커의 간격을 1.5m ~ 3.0m 정도 유지시킨 후 
좌우 스피커가 청취 위치를 정점으로 한 이등변 삼각형의 
위치가 되도록 설치합니다. 스피커 뒷 벽면으로부터 약 
0.5m, 좌우 벽면으로부터 0.5m 이상의 공간이 유지되도록 
설치합니다. (위 그림)

홈씨어터 시스템
홈씨어터 시스템의 프런트 채널에 이 스피커를 사용할 경우, 
서라운드 채널이 확대된 사운드 이미지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2 채널 오디오(스테레오 시스템)의 경우보다 좌우 
스피커를 가깝게 설치하여 주십시오. 또 영상 이미지와 사운드 
이미지의 스케일이 일치하도록 프런트 스피커는 스크린 
가장자리에서 약 0.5m 이내에 설치하여 주십시오. 스피커 
높이는 센터 스피커 높이와 스크린의 중심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스테레오 설치 시와 동일하게 모든 벽면에서 
0.5m 이상의 공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벽면에 가깝게 설치하면 저음이 강조됩니다. 이 위치에 
설치하시고 싶다면 본 매뉴얼의 미세 튜닝에서 폼 플러그 사용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누설 자기장
스피커 드라이브 유닛에서는 캐비닛의 범위를 넘어서 멀리 
퍼지는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자기장에 의해 반응하기 쉬운 
물건(TV 및 컴퓨터 모니터, 컴퓨터 디스크,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신용카드 등)을 스피커의 0.5m 이내에 두지 마십시오. 
LCD, OLED, 플라즈마 스크린(PDP)은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설치 위치 

>0.5m
>0.5m

>0.5m

110° - 130°

~40°

5 Channels 7 Channels

1.5m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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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의 플러스 단자(+ 및 적색으로 표시)와 앰프의 플러스 
출력 단자가, 스피커의 마이너스 단자(- 및 흑색으로 표시)
와 앰프의 마이너스 출력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이 올바르지 않을 경우 사운드 이미지가 
흐려지고 저역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케이블을 선택할 때는 대리점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반드시 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연결하십시오.

스피커 뒷면에는 터미널 링크로 연결된 2쌍의 단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결방법(위 왼쪽 그림) 에서는 터미널 링크가 그대로 
연결된 상태에서 2쌍 중 한 쌍의 단자에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케이블을 앰프에 연결합니다. 바이 와이어링 
연결(위 오른쪽 그림)에서는 먼저 터미널 링크를 제거하고 2
쌍의 단자에 스피커 케이블을 각각 독립적으로 연결한 후 이 
케이블을 앰프의 스피커 단자에 연결합니다. 바이 와이어링으로 
연결하면 저역 디테일의 해상도가 향상됩니다. 

3.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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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을 실시하기 전에 모든 연결 상태가 올바르고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스피커를 벽에서 멀리 떼어 놓을수록 저음이 
감소됩니다. 스피커 뒤쪽에 공간을 확보해야만 깊이 있는 
음장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스피커를 벽에 
가까이 설치하면 저음이 증가합니다. 벽과의 거리를 변경하지 
않고 저음 양을 줄이고 싶다면 스피커의 베이스 포트에 폼 
플러그를, 저음 양을 약간만 줄이려면 베이스 포트에 폼 링을 
삽입해 보십시오. (위 그림)

혹시 저역 주파수가 고르지 않다고 느껴지면 이는 리스닝 룸의 
공진 모드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피커의 위치 또는 
감상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이러한 공진의 영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감상 위치를 이동하거나 스피커를 다른 벽 쪽으로 
옮겨 보십시오.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제공된 폼 플러그를 사용하여 저주파 
성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폼 플러그는 내부, 외부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경이 큰 외부 파트나 내외부 파트를 
함께 사용는 방법으로 미세 튜닝이 가능합니다. 직경이 큰 외부 
폼 링만을 사용하면 폼 플러그로 완전히 막았을 때 보다 저역이 
덜 감쇠합니다.

플로어 스탠드를 사용할 경우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닥이 고르지 않으면 카펫 피어싱 스파이크를 
사용하여 조정하십시오. FS-700 S2 스탠드를 사용할 경우 
최고의 안정성과 성능을 얻기 위해 하중을 증가시킬 것을 
권장합니다. 스탠드 필라 안에 모래와 같은 소재로 가능한 한 
충분히 채우십시오.

4. 미세 튜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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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 표면은 먼지만 닦으면 됩니다. 에어로졸이나 클리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캐비닛에서 그릴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십시오. 스프레이는 캐비닛에 직접 뿌리지 말고 
부드러운 천에 뿌려 사용하십시오. 클리너가 스피커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지 먼저 국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연마성이 있거나 산, 알칼리, 항균제를 함유한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릴은 캐비닛에서 분리한 상태에서 일반 옷솔로 
청소하십시오. 청소할 때에는 손상될 위험이 있으므로 드라이브 
유닛, 특히 트위터를 건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리얼 우드 비니어는 오랜 시간 동안 색상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 락커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 소재처럼 비니어도 어느 정도 색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색상 차이가 나게 되면 비니어 표면 전체를 노출시켜 색상이 
같아질 때까지 고르게 햇빛을 쬐면 없어집니다. 이 과정은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릴 수도 있으나 자외선 램프를 적절히 사용하면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우드 비니어가 갈라지거나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디에이터나 온풍기와 같이 열이 
발생되는 기기 근처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스피커의 성능은 초기 사용 기간 동안 미소하게 변화됩니다.  
스피커를 차가운 곳에서 보관한 경우에는 드라이브 유닛의 
댐핑재 및 서스펜션이 본래의 기계적 특성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드라이브 유닛 
서스펜션도 처음 한 시간만 사용하면 부드러워집니다. 스피커가 
본래의 성능을 회복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보관 조건이나 
사용 상태 등에 따라 다릅니다. 스피커가 온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되기까지는 최소 1주일이 걸리며, 기계적 부품들은 
평균 15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야 본래의 디자인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5. 길들이기 6.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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