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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 소개

(주)임산업 H1500/H2500 디지털 파워 앰프는 제한 없이 다양한 용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으며 고전압 8옴 

출력과 고 전류의 4옴 출력에 유연하게 응답합니다. 울트라 급의 낮은 노이즈와 최고음질의 저왜율 H크라스 출력단, 어

떠한 과도입출력도 컨트롤하는 CTLL 레벨 리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정밀 제조공법으로 콤펙트한 사이

즈로 제조된 강력한 Professional Sound 시스템의 설치와 사용을 위해 설계된 최신 성능의 고품질 제품입니다. 

H 1500/H 2500은 제품 후면의 스위치로 스테레오 모드와 모노 브릿지 방식으로 앰프의 출력 상태를 조건에 따라 선

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1500/H2500의 차별화된 특징은 초경량 고출력의 디지털 스위칭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H1500/H2500은 최악의 조건

하에서도 문제없이 동작하기 위해 고효율의 가변 속도 형 팬 냉각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 휘도의 LED 표시등을 적용한 멋진 전면부는 제품의 동작 상태와 기능을 알기 쉽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가치를 넘어서는 더욱 강력하고 정확하며 신뢰할만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임산업 H1500/H2500 디지

털 파워 앰프는 수년간의 연구를 거듭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제품을 동작시키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이해하시어 올바르게 제품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안전을 위한 사용 전 주의 사항 

■  사용설명서 후면에는 보증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보증서에 의해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은 무료 수리의 보증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이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을경우 또

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대리점에서 보증서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포장에 사용된 포장용 박스등은 잘 보관하셨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애프터서비스를 받으실 때 이용해주십시오.

■  본 기기의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8년간입니다. 자세한 것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타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오래도록 당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주의 :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기능 부품을 말합니다.(당사 규정에 따른것임)

※ 주의 : 제품을 설치할때는 고온 다습한곳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중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제품 외함의 환기구멍을 제대로 막지마시고 벽면으로부터 20cm 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또한 제품외함의 환기구멍으로 금속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랙에 장착하여 사용할 경우는 반드시 별도의 환풍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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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을 위한 사용 전 주의 사항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될 우려가 있
습니다.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간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뽑으실때 코드를 잡고 빼지 마십시오.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 위험의 원인이 됩
니다.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때는 전
원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지점에 신고하여 주
십시오.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린, 벤젠, 신
나 등으로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끗한 천으로 닦
아주십시오.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전에
는 전원코드를 전원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전압은 교류 220V/60Hz 전용으로 되어 있
습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난방기구 주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 등을 놓지 마십시오.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앰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시기에 올바른 설치와 기능과 편리한 사용 방법을 위하여 제품 사용 설명서를 꼭 읽어 보시고 사용하기 바랍니다.

■  포장박스를 개봉할 때에는 천천히 제품을 꺼내고 제품박스는 버리지 마십시오. 추후에,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에는, 제품을 탁송하거나 이동할 때 쓰

일 것입니다.

■  제품의 파손을 방지하고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 난방기 환풍구멍, 직사광선, 습기나 먼지 많은 곳에 위치하지 마십시오.

■  다음 페이지 설명에 따라 시스템 구성을 위한 제품을 연결해 주십시오.

포장해체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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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점등됩니다. 문제 상황 발생 시 앰프는 자동으로 보호 모드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보호모드로 전환되면 앰프는 모든 동작을 

멈추고 보호모드 표시등을 동시에 점등시킵니다. 보호모드 표시등

이 계속켜지면 앰프의 전원을 끄고 앰프의 모든 외부접속상태와 

문제를 일으킬수있는 조건들을 점검해야합니다(과열,과입력,전원

전압변동,출력쇼트,4옴 미만 부하등).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요소

를 올바르게 바로잡았다면 앰프의 전원을 다시 켜주십시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모드 표시등이 켜진 채로 있다면 앰

프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LEEM 고객 서비스 팀이나 영업사원을 

통해 앰프를 수리하십시오.

5. 입력 신호 레벨 표시등

SIG 표시등은 출력이 -33dB지점에 도달하면 켜지기시작하며, 

-20 표시등은 출력이 -20dB에 도달했을 때 켜집니다. 그리고  

-10 표시등은 출력이 -10dB에 도달했을 때 켜집니다.

6. 모노/브릿지 모드 표시등

채널 1과 채널2가 브릿지 모노 모드상태임을 나타냅니다. 모노/브

릿지 표시등은 앰프 후면부의 모노/브릿지 스위치를 모노/브릿지 

모드에 위치시켰을 때 켜집니다. 앰프의 전원을 켜기 전에 항상 스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든 스피커 연결을 정

확하게 구성해 주십시오. 

7. 음량 조절기

각 채널의 입력게인을 조절합니다. 브릿지 모드에서는 채널 1 만

이 활성화 됩니다. 게인을 올리려면 조절기를 시계방향으로 내리

려면 그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우수한 헤드룸으로 충분한신호 증

폭을위해 레벨조절기는 가급적“4”위치 이상으로사용하세요.

1. 전원 스위치

전원을 공급하기 전에 모든 연결을 확인하고 볼륨을 최소로 하십

시오. 전원을 켜면“소프트 스타트”절차에 따라 전원표시등이 중

간밝기로 점등됩니다. 곧 냉각팬이 서서히 회전하기 시작하고 클

립 표시등과 보호모드 표시등이 붉게 켜지면서 약 1~2초 동안의 

보호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원표시등이 완전히 켜지면서 앰

프의 모든 기능이 동작대기 상태로 세팅됩니다.

2. 전원 공급 상태 표시등

3. 출력 클립 상태 표시등

앰프의 출력이 정격을 초과하여 출력에 디스토션 발생과함께 켜

집니다. 또한 순간적인 디스토션발생은 미쳐 귀로 느끼지 못하면

서 LED만 간혈적으로 켜지게됩니다.

참고 ; 클립 표시등은 각 채널에 입력되는 신호의 세기가 너무 강

해 출력이 최고치에 근접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프로그램이 최고

조인 동안 클립 표시등이 깜박이며 동작 동안 지속적으로 점등되

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표시등이 켜져 있다면 음질이 일그러

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그러짐은 스피커 시스템

에 큰 손상을 가져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그러짐이 일어나는 채

널의 음량 조절기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앰프를 모노/브릿지 모

드로 사용할 경우에는 CH 1의 클립표시등이 동작하게 됩니다.

4. Protect(보호모드) 표시등

스피커 케이블이 쇼트되거나 출력에 직류전압발생시 혹은 전원부 

과전류일 때 혹은 기기가 과열되는 등의 보호회로가 동작되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점등됩니다.

참고 ; 보호모드 표시등은 앰프 외부의 연결에 문제가 있거나 부

하 또는 온도, 그리고 내부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속

3. 각 부의 명칭

전면부

2
4
3

6
5

5

7
1

2
4
3

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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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C 메인 전원 접속부

AC 메인 전원을 연결하는 IEC표준형 전원입력소켓입니다.

참고 :전원 스위치가 꺼진상태에서 전원을 연결해주세요, 또한 

전원플러그를 접속하는 메인전원 콘센트규격은 반드시 제품의 

소비전류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 AC 메인 전원의 소비전류.

H 시리즈 앰프의 모델별 소비전류 표를 아래에 보입니다. 부하조건과 

출력레벨을 함께 나타내었으니 참고하시고 측정값은 암페어(A) 

단위입니다. 또한 120V 사용제품의 경우는 본 측정값 X 2를 해주시면 

됩니다.

3. 각 부의 명칭

8. 스피콘 타입 스피커 연결부

스피커 출력 채널1과 채널2에 대한 NL4 방식 컨넥터(잭)입니다.

참고 : 스피콘 케이블을 연결할때에는 반드시 제품후면부에표시된 

연결 내용을 유의해야합니다. 즉 채널 1의 스피콘 출력 커넥터는 모두 

4개의(채널1+채널2)출력 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으며, 채널2의 스피콘출력 

커넥터는 2개의(오로지 채널 2출력)출력와이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차“(4) 의 시스템 동작하기”의 Speakon 컨넥터 연결에 대한 내용을 

꼭 지켜주세요. 

참고 ; 스피커 연결은 speakon 짹에 의해 이루어지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연결이 잘 되어 있다면 완벽하게 높은 파워의 신호를 전달합니다.

가능한 모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연결이 확실히 이뤄지기 전에는 

절대 전원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또한, 스피콘 방식으로 스피커를 연결한다면 올바르게 극성을 

연결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극성을 잘못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다면 

반드시 음질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베어 와이어(연심투명선)를 

사용하여 연결할 경우 간단하고 깔끔하게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한 가닥이라도 접속단자에 인접하여 단자를 건드리게 된다면 

앰프에 손상을 입힐 것이며 다른 사운드 시스템에도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9. XLR 입력단자 / 입력신호 XLR 출력부 (THROUGH)

돌출형 XLR 컨넥터를 끼우는 낮은 임피던스, 밸런스드 입력단자입니다. / 

함몰형 XLR 컨넥터를 사용하여 다른 기기와 입력 신호를 병렬 사용하게 

합니다. 

후면부

10

14 11 13

12

8

9

10

14
15

11

13

12

8

9

Model. H1500 H2500 signal
1/8 출력 x 2ch x 2 ch pink noise
8 ohm  A  A
4 ohm  A   A
1/3 출력 x 2ch pink noise
8 ohm   A  A
4 ohm   A   A
최대 출력  x 2ch x 2 ch sine wave
8 ohm  A  A
4 ohm   A   A

•  1/8 조건은 가끔씩 발생되는 클리핑출력을 포함한 보편적인 프

로그램(PGM) 신호 사용조건입니다. 메인전류 적용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지침입니다.

•  1/3 조건은 심하게 발생되는 클리핑출력을 포함하는 한층 가혹

한 프로그램 신호 사용 조건입니다. 

•  최대출력조건은 교류정현파를 1% 클리핑상태로 연속적으로 사

용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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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부의 명칭

11. 모드 스위치 (스테레오 -브릿지 )

Stereo 모드 ; 채널별로 서로 다른 입력신호를 넣으면  모든 입출력은 각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Bridge 모드 ; 2개 앰프 채널을 하나의 싱글앰프로 콤바인시켜 2배의 

출력을 얻게합니다. 반드시 1번 채널 입력과 1 번채널 게인콘트롤 

만 사용하세요(자체적으로 1과 2 채널의 입력부가 이미 병렬 상태로 

접속되어집니다). 

12. 입력 필터 (로우 컷 필터)

30Hz 또는 50Hz 이하의 신호를 커트해주는 저주파 필터입니다. 이는 

서브 오디오 콘 모션을 제한함으로써 가청 주파수 영역에서의 스피커의 

출력을 늘려 베이스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각 채널의 필터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13. 클립 리미터 스위치

오디오 신호가 앰프의 출력 회로의 허용 출력량을 넘어서면 파형의 

최고점에서 클립 사태가 됩니다.

클립 리미터가 이것을 발견하면 빠르게 게인을 컨트롤 하여 클립을 

방지합니다. 필요시 후면부에 있는 클립 리미  터 스위치를 자유롭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고가의 스피커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스위치는 항상 ON 

위치에서 사용해 주세요

14. 통풍구

앰프의 출력과 내부온도가 올라가면  팬은 자동으로 고속 회전하여 

앰프내부를 냉각시켜줍니다. 또한 랙 시스템으로부터 앰프 후면에서 

전면으로 에어를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랙 내부의 온도를 

억제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절대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15. 입력 감도(레벨)선택 스위치

앰프의 입력 감도를 3단계로 세팅할수 있습니다. 

0dBu ;입력신호 레벨이 RMS 0.775V 일때 게인볼륨을 최대로 하면 

앰프의 최대출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4dBu ; 입력신호 레벨이 RMS 1.227V 일때 게인 볼륨을 

최대로하면 앰프의 최대출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dBu ;입력신호 레벨이 RMS 1.734V 일때 게인볼륨을 

최대로하면 앰프의 최대출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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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바른 설치와 시스템 동작하기

A. 제품의 설치
본 기기는 19인치 표준 랙에 장착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용 러버 풋이 함께 제공됩니다. 1대 

이상의 앰프를 함께 설치한다거나 다른 장비와 함께 설치하실 

때에는 방열을 위하여 제품의 전면과 후면에는 공기의 흡입과 

배출이 쉽도록 막히지 않게 설치해 주십시오.

B. 제품 설치 시 주의사항
(주)임산업 H1500/H2500 파워 앰프는 외부 연결 장치의 손상이나 

오류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의 

주의사항들은 꼭 지켜주세요.

1.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본 사용 설명서의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전을 위한 사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이 물이나 다른 액체에 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제품이 물에 젖을 경우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전원으로부터 

분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감전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2. 접지 

만약 파워 앰프가 접지용 전원선과 플러그로 이루어진 세 개의 

컨덕터로 된 전원선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것과 적합한 전원 

아울렛에 연결하여야 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플러그의 접지부를 없애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부적절하게 접지 플러그를 사용하면 

기기에 손상을 가할 수 있으며 다른 기기에도 위험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라인 전압 주의

라인 전압이 ±5%를 넘지 않는 교류 전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제품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제품은 

정격 AC전압을 사용하지 않으면 기기의 내부 회로가 손상되거나 

수명이 짧아지게 됩니다. 반드시 제품 후면에 표기된 정격 전압을 

지켜주세요. 

4. 연결 전 주의사항

제품의 연결 전에 전원을 끄고 모든 컨트롤 스위치를 최소로 

하여 주십시오. 이는 스피커 시스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연결 

시 순간적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C. 커넥터 와 케이블 연결

1. 스피콘 연결

Speakon 컨넥터는 저전압 고전류를 위해 설계 되어있습니다. 

각각의 컨넥터는 1+, 1-, 2+ 그리고 2- 로 표시된 2쌍의 컨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번째 컨덕터에서 1+ 와 1-이 보내지고, 2+ 와 2-를 보내는 두 번

째 컨덕터는 컨넥터에 두 번째 출력 신호가 있는 경우에만 쓰입니

다. NL4FC 컨넥터를 끼울 때에는, 컨넥터가 확실히 잘 끼워졌는

지를 확인하시고, 시계방향으로 45°돌려 컨넥터를 잘 고정시켜 

주십시오. 

Output Function  

l  출력기능

Connector  

l  컨넥터

Pins  

l  핀

Speaker # 1 CH 1 1+(Speaker +), 1-(Speaker -)

Speaker # 2 CH 2 1+(Speaker +), 1-(Speaker -)

Bridged Mono CH 1 1+(Speaker +), 2+(Speaker -)

Amplifier connection To loudspeaker

Two-wire, single-channel  connection

Four-wire, two-channel  connection

Bridge mode  connection

Speakon® Output Connector

NOTE! Ensure proper polarity when 
connecting bridge mode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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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바른 설치와 시스템 동작하기

2. 입력신호 입출력 XLR 단자 연결

(주)임산업 H1500/H2500 파워 앰프는 가능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의 입출력 연결에 대한 설명은 기기

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1) 밸런스드  XLR 입력 잭 / 입력신호 XLR 출력잭

전기적으로 밸런스드 입력신호 용인 표준규격의 XRL 돌출형과 

함몰형 컨넥터를 연결합니다.

2) 언밸런스드 XLR 입력 잭 / 입력신호 XLR 출력잭

전기적으로 언밸런스드 입력신호 용인 표준규격의 XRL 돌출형과 

함몰형 컨넥터를 연결합니다.

Female Type Input Jacks  l  함몰형 입력잭

Male Type Through Jacks  l  돌출형 입력신호 출력잭

1. GROUND
    (shield)

2. HOT +

3. COLD -

12

3

1. GROUND
    (shield)

2. HOT +

3. COLD -

1 2

3

Female Type Input Jacks  l  함몰형 입력잭

Male Type Through Jacks  l  돌출형 입력신호 출력잭

1. GROUND
    (shield)

2. HOT +

3. GROUND 
 (-)

12

3

1. GROUND
    (shield)

2. HOT +

3. GROUND 
 (-)

1 2

3

Female Type Input Jacks  l  함몰형 입력잭

Male Type Through Jacks  l  돌출형 입력신호 출력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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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바른 설치와 시스템 동작하기

D. H1500/H2500 2CH 스테레오 시스템 동작하기
채널별 개별동작에서는 4Ω 의 기본적인 동작 구성을 권장합니다.  

각각의 채널은 입력 단자에서 받은 신호에 따라 각 스피커 출력단

자에 분리된 개별 신호를 내보냅니다. 

H1500/H2500은 스테레오 동작을 위해 2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습

니다. 다음 사용 방법을 잘 읽어 주십시오.

1. 모드 스위치  선택

후면부의 Stereo-Bridge 스위치를 스테레오에 위치시킵니다. 전원

이 켜지면 모노/브릿지 표시등이 꺼져있을 것입니다. 만약 표시등

이 켜져 있다면 스위치가 잘못 위치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바르

게 위치시켜 주십시오. 

2. 입력 연결

전원을 끈 상태에서 각각의 틀린 입력 신호들을 H1500/H2500의 

채널 1 과 2 에 연결합니다.

3. 스피커 연결

그림1을 참고해서 스피커 시스템을 연결해 주십시오. 각 채널당 

스피커의 합성 임피던스는 최소한 4Ω이상 되어야 합니다. 각 채

널 당 로드 임피던스가 4Ω 이하일 때에는 본 기기가 동작하지 않

습니다.

4. 게인 레벨 조절

모든 레벨 조절기를“0”에 놓고 전원을 켜 주십시오. 그리고 입

력 감도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입력신호를 입력하십시오. 다음으로 

본 기기의 음량조정 볼륨을 원하는 만큼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

오. 이러한 방식은 우수한 신호 대 잡음비에 의해 앰프의 출력을 

기본 노이즈 플로어로부터 보다 우수하게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클립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원하는 만큼 가장 높은 수준까지 레벨

볼륨을 조절해 보십시오. 클립표시등이 켜지지 않게 이러한 방식

으로 레벨볼륨을 조절하면 지속적으로 맑고 풍부한 음질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클립 표시등이 켜지면 앰프의 출력에 일그러짐이 

FIGURE 1. Speaker Connection Guide For Stereo Operation 

그림 1. 스테레오 동작 스피커 연결 가이드     

발생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E. H1500/H2500 모노/브릿지 모드 동작

H1500/H2500의 브릿지 모드 동작은 8Ω(표준)이며 혹은 그 이상

에서만 동작합니다.  

1. 모드 스위치  선택

모노/브릿지 모드를 사용하길 원하시면 후면부의 Stereo-Bridge 

스위치를 브릿지 에 위치시킵니다. 전원이 켜지면 모노/브릿지 표

시등이 켜져있을 것입니다. 만약 표시등이 꺼져 있다면 스위치가 

잘못 위치한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바르게 위치시켜 주십시오. 

2. 입력 신호 연결

전원을 끈 상태에서 필요한 입력신호를 H1500/H2500의 채널1 입

력에만 연결합니다.  

3. 스피커 출력

그림2와 같이 스피커 시스템을 연결해 주십시오. 스피커 시스템은 

스피커 출력 단자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스피커의 합성 임피던스

는 8Ω(표준)이나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브릿지 모드에

서 8Ω이하로 본 앰프를 동작 시키려 할 경우 자동으로 보호 모드

로 전환되어 작동이 중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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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peaker Connection Guide For Stereo Operation 

그림 1. 스테레오 동작 스피커 연결 가이드     

Figure 2. Speaker Connection Guide For Mono Bridge Operation 

그림2. 모노 브릿지 모드 스피커 연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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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l  제품 소개5. Specifications l 제품 규격

*1. Indicator  l  표시등 :  1) Power On,  2) Protect Mode,  3) Mono Bridge Mode,  4) Clip,  5) Level Meter  6) Parallel

*2. Protection Circuit  l  보호 회로 :  1) Short Circuit,  2) Current Limit,  3) Thermal Cutoff,  4) DC Fault,  

              5) Over current Shut Down,  6) Power Up/Down Transients,  7) AC Fuse

NOTES : 

MODEL / 모델 H1500
Output Power Per Channel / 최대 출력

at 1㎑ / THD ≤1.0% EIA
4 Ω
8 Ω

750W
450W

Output Power Both Channel Drive / 기본 출력

at 20㎐～20㎑ / THD ≤0.1%
4 Ω
8 Ω
8 Ω Bridged

2×740W
2×430W

1×1450W

Total Harmonic Distortion / 왜율

f=1 ㎑, at rated power ＜0.05%

IMD-SMPTE / 혼합 변조 왜율

4Ω, Stereo, 1/2 power  
f=60㎐+7㎑, 4:1

＜0.1%

Frequency Response / 주파수 응답 

-1㏈, 1Watt output 20㎐ - 40㎑

Power Bandwidth  -1.5㏈,Stereo / 전력 대역폭 20㎐ - 30㎑
Signal To Noise Ratio / 신호 대 잡음 비

A-weighted. RMS ≥104 ㏈
Residual Noise / 잔류 잡음

LPF level minimum ≥-70 ㏈
Damping Factor  8Ω, 50 ㎐ / 댐핑 팩터 ≥350
Slew Rate   8Ω, 1㎑, Rated Output / 슬루율 53.7 V/μsec
Channel Separation   8Ω, 1㎑, Rated Output 
/ 채널 분리도

≥70 ㏈

Input Sensitivity (VR Max.) / 입력 감도 +4 dBu

Input Impedance / 입력 임피던스 ≥12 k ohm
Indicators *1 / 표시등 1, 2, 3, 4, 5
Cooling / 냉각방식 Variable Fan
Protection Circuit *2 / 보호회로 *2 1, 2, 3, 4, 5, 6, 7
Front Panel Controls / 전면부 조절 Level, Ach, Bch
Rear Panel Controls / 후면부 조절 Bridge/Mono Mode, Clip Limiter, Filter ON/OFF, 

30㎐/50㎐ Selector
DC Offset Voltage / 출력 중점 직류전압 ≥DC 10㎷
Dimension (W×H×D) mm / 외형 치수

                     inch
483×88×425mm

Weight    Net  / 제품 무게
㎏ (lbs)   Shipping / 포장박스 포함

9.6 (29.7)
11.2 (36.3)

Power Consumption / 1/3 소비전력 1050 VA
AC Fuse / 입력 퓨즈 120V: 20A, 220V/240V: 15A
Connector / 사용커넥터
All input balanced type. 
/ 모든 입력은 밸런스드 타입입니다.

XLR input,
XLR Through Output

Speakon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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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l  제품 소개5. Specifications l 제품 규격

*1. Indicator  l  표시등 :  1) Power On,  2) Protect Mode,  3) Mono Bridge Mode,  4) Clip,  5) Level Meter  6) Parallel

*2. Protection Circuit  l  보호 회로 :  1) Short Circuit,  2) Current Limit,  3) Thermal Cutoff,  4) DC Fault,  

              5) Over current Shut Down,  6) Power Up/Down Transients,  7) AC Fuse

NOTES : 

MODEL / 모델 H2500
Output Power Per Channel / 최대 출력

at 1㎑ / THD ≤1.0% EIA
4 Ω
8 Ω

1250W
750W

Output Power Both Channel Drive / 기본 출력

at 20㎐～20㎑ / THD ≤0.1%
4 Ω
8 Ω
8 Ω Bridged

2×1150W
2×700W

1×2300W
Total Harmonic Distortion / 왜율

f=1 ㎑, at rated power ＜0.05%
IMD-SMPTE / 혼합 변조 왜율

4Ω, Stereo, 1/2 power  
f=60㎐+7㎑, 4:1

＜0.1%

Frequency Response / 주파수 응답 
-1㏈, 1Watt output 20㎐ - 40㎑
Power Bandwidth  -1.5㏈,Stereo / 전력 대역폭 20㎐ - 30㎑
Signal To Noise Ratio / 신호 대 잡음 비

A-weighted. RMS ≥104 ㏈
Residual Noise / 잔류 잡음

LPF level minimum ≥-70 ㏈
Damping Factor  8Ω, 50 ㎐ / 댐핑 팩터 ≥350
Slew Rate   8Ω, 1㎑, Rated Output / 슬루율 85 V/μsec
Channel Separation   8Ω, 1㎑, Rated Output 
/ 채널 분리도

≥70 ㏈

Input Sensitivity (VR Max.) / 입력 감도 0 dBu / +4 dBu / +7 dBu

Input Impedance / 입력 임피던스 ≥12 k ohm
Indicators *1 / 표시등 1, 2, 3, 4, 5
Cooling / 냉각방식 Variable Fan
Protection Circuit *2 / 보호회로 *2 1, 2, 3, 4, 5, 6, 7
Front Panel Controls / 전면부 조절 Level, Ach, Bch
Rear Panel Controls / 후면부 조절 Bridge/Mono Mode, Clip Limiter, Filter ON/OFF
DC Offset Voltage / 출력 중점 직류전압 ≥DC 10㎷
Dimension (W×H×D) mm / 외형 치수

                     inch
483×88×460mm

Weight    Net  / 제품 무게
㎏ (lbs)   Shipping / 포장박스 포함

11.7 (35.2)
14.3 (41.8)

Power Consumption / 1/3 소비전력 1500 VA
AC Fuse / 입력 퓨즈 120V: 30A, 220V/240V: 20A
Connector / 사용커넥터
All input balanced type. 
/ 모든 입력은 밸런스드 타입입니다.

XLR input,
XLR Through Output

Speakon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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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품 보증에 대해서

15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보증서

제  품  명

모  델  명

  고    객  성     명 전     화

 주     소

  판 매 자  상     호 전     화

 주     소

 판매일자

■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수리를 해드립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하여 드립니다.

▶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한 고장의 경우.

▶ 보증기간 내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요금을 받고 수리하여드립니다.

▷ 사용자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 당사가 지정한 곳 이외의 곳에서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한 고장 및 손상의 경우.

▷ 고장 원인이 타회사 제품으로 인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지진, 벼락, 염해, 풍수해, 가스피해, 공해)에 의한 고장의 경우.

▷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 수리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제품 생산후 5년간 입니다.

■ 수리를 요하실 때는 보증서를 꼭 제시하십시오.

■ 보증서는 재발행치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하십시오.

■ 본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 입니다.

■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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