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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매틱 턴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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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 To prevent fire or shock hazard, do
not expose this product to rain or moi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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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CS 455-1 / CS 460 사용설명서

1. 턴테이블 투명커버
2. 커버와 본체 연결 부품
3. 톤암 카운터웨이트 (평형추)
4. 톤암 트래킹 부하 조절용 눈금(침압조절)
5. 큐 포인트 조절장치
6. 속도 실렉터
7. 톤암 지지대/고정장치
8. 78 rpm용 스위치
9. 헤드쉘 잠금 나사
10. 자동 재생 시작/정지 스위치
11. 톤암 휴지상태 보호 나사
12. 카트리지
13. 톤암 고정 조절 나사
14. 안티스케이팅 (미끄럼 방지) 기능 조절장치
15. 이동 고정 장치 매트
16. 오디오 연결 케이블(rca단자)
17. 접지선(그라운드선)
18. 12V/DC 전원용 연결 소켓(국산 아답터 별도 제공)

사용 전 준비 작업
기기 및 제공된 모든 액세서리의 포장을 푸십시오. 나중에 기기를 운반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재를 잘 보관하십시오.
배송용 고정 고리 두 개를 옆으로 눌러서 제거하십시오 (그림. 1).
- 플래터를 맞춘 다음, 고정장치가 플래터 축의 홈에 걸릴 때까지 중심을 맞추어 누
르십시오 (그림. 2).
그 다음에 플래터 매트를 제자리에 올려놓으십시오.
- 커버와 본체 연결 부품 2개를 움푹 들어간 곳에 잘 맞추어 삽입하십시오(그림. 3).
- 커버 1이 제 자리에 걸릴 때까지 연결부품 2개에 평형하게 밀어 넣으십시오 (열리
는 각도는 약 60도입니다).
이 커버는 정확하게 장착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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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원 연결 세트 제공
함께 제공된 주 220v 아답처를 뒤쪽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앰프 또는 리시버 연결
- 턴테이블 본체에 부착되어 있는 RCA 케이블을 앰프 또는 리시버의 포노앰프 입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적색이나 흑색 RCA형 플러그 = 우측 채널, 백색 RCA형 플
러그 = 좌측 채널).
- 주의 : 포노앰프단이 없는 앰프는 별도의 포노앰프가 필요 합니다.
- 접지선을 앰프의 접지선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톤암의 밸런스 조정과 트래킹 및 안티스케이팅 부하 설정
1. 침압조절기를 0으로 맞춘 다음, 안티스케이팅 장치도 0으로 맞추십시오.
2. 톤암에 달린 톤암 추를 돌려서 푸십시오 (이미 풀려있다면 생략).
큐잉 레버5를 ▼ 위치에 맞추십시오.
이 과정은 톤암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실행하십시오.
3. 톤암추를 돌려서 톤암의 밸런스를 정확하게 조절하십시오.
정확하게 조절되면 톤암이 자유롭게 회전합니다.
4. 칩압조절 다이얼을 돌려서 장착된 카트리지에 적합한 트래킹 부하를 맞추십시오.
시리즈 카트리지용 트래킹 부하는 OMB 10 = 15 mN = 다이얼 위치 1.5입니다.
다음 표를 참조하여 앤티스케이팅 다이얼의 값을 적절하게 맞추십시오.
트래킹 부하
트래킹 부하 눈금자 4

OMB 10 ->

앤티스케이팅 설정 14

1 = 10mN
1.25 = 12.5mN
1.5 = 15mN
2 = 20mN
2.5 = 25mN
3 = 30mN

1
1.25
1.5
2
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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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재생 시작, 33/45 속도 선택

Dual CS 455-1 / CS 460 사용설명서

카트리지 교환 및 장착

- 재생할 LP판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턴테이블 속도를 33 rpm 또는
45 rpm 에 맞추면 자동 재생을 시작할 때 음반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선택됩니다.
이 때 78 rpm 속도 설정 스위치는 반드시 꺼져(OFF) 있어야 합니다.
- 재생을 시작하려면 카트리지의 바늘을 덮고 있는 커버를 앞으로 밀어 제거한 다음,
시작스위치를 켜십시오. 픽업 암이 자동적으로 LP판 위로 내려갑니다.
수동 재생 시작, 33/45/78 속도 선택, 큐 포인트 조절
- 재생할 음반에 따라 적절한 속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속도 조절 스위치을 사용하여
33 rpm 또는 45 rpm을 선택하십시오. 이 때 78 rpm 속도 설정 스위치는 반드시 꺼
져(OFF) 있어야 합니다. 78 rpm을 선택하려면 속도 조절 다이얼을 45 rpm에 놓고
78 rpm 스위치를 켜십시오.(ON)
- 카트리지 커버를 앞으로 밀어 제거한 다음, 리프트 레버 5를 ▼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 그 다음에 톤암을 LP판의 홈이 시작되는 부분에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큐잉 레버를 ▼로 표시한 후 톤암을 LP판 위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이 때 톤암은 음반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천천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 큐 포인트 조절 레버를 시용해서, 어느 위치에서든지 톤암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또한 재생 중에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큐잉 레버 5를 ▼ 위치에).
이 때도 플래터는 계속 회전합니다.
재생 정지
- 음반 끝에 이르게 되면, 톤암이 자동적으로 톤암 지지대로 돌아간 다음,
스위치가 꺼집니다.
- 또한 스위치 10을 정지에 맞추거나 큐잉 레버 5를 ▼로 이동하면 톤암이 톤암 지지
대로 돌아간 다음, 턴테이블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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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장착되어있는 카트리지는 총 중량 3 ~ 10g, 1/2인치 크기의 카트리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나사 9를 푼 다음, 헤드쉘을 앞쪽으로 당겨서 빼십시오 (그림. 5).
그 다음에 고정 나사 11 두 개를 풀어서 카트리지를 제거하십시오.
- 카트리지에 연결된 선을 당겨서 빼십시오.
헤드쉘에 새 카트리지를 우선 느슨하게 끼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카트리지 연결용 핀에 연결 선을 확실하게 끼우십시오.
적색 R = 우측 채널, 백색 L = 좌측 채널, 녹색 RG = 우측 채널 접지,
청색 GL = 좌측 채널 접지 연결부입니다.
- 톤암에 헤드쉘을 다시 끼우고, 나사 9를 조이십시오.
- 시스템 설치용 게이지를 이용하여 카트리지를 장착하십시오.
- 스타일러스 끝 - 위쪽에서 봤을 때 - 이 시스템 설치 게이지의 V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에 들어맞으면 정확하게 설치된 것입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일러스는 반
드시 우묵한 사각형 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림. 7).
카트리지 DN 10 resp. DN 167
카트리지는 사용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뜯겨나갑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카트리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장합니다.
다이어몬드-팁 카트리지는 최소한 300시간 사용한 후에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닳거나 손상된 (부서진) 카트리지는 음반에 손상을 입힙니다.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33/45 rpm에는 반드시 DN 10 카트리지, 그리고 78 rpm에는 DN 167 카트리지를 사
용하십시오.
다른 카트리지를 사용하면, 음질이 저하되고 음반이 마모될 수도 있습니다.
카트리지를 제거할 때에는 아래쪽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서 빼십시오.
카트리지를 다시 장착할 때에는 역순으로 실행하십시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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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data

Measured values = typical values

Belt Drive

electronic-controlled DC motor

Mains voltage
(mains set)

230 V/50 Hz
115 V/60 Hz

Line frequency

50 V/50 Hz

Power requirement

1.5 W

Platter speeds

33, 45, 78

Overhang

19,5 mm

Tangential tracking error

0,15。/cm Rad

Cartrige

OMB 10

red
green
blue
white

R
RG
GL
L

HiFi DIN 45500
right channel
right channel ground
left channel ground
left channel

Diamond stylus for 33/45

DN 10
18×8 ㎛

elliptical

Diamond stylus for 78

rpm

conical

DN 167
65 ㎛

Wow and Flutter

Tracking force

15 mN ± 2mN
(1,5 ± 0,2 g)

Frequency rangs

20 Hz - 22 kHz

Output

4 mV/5 cms /1kHz

DIN/WRMS
CS 445-1
CS 460

±0,07/0,04 %
±0,06/0,035 %

signal-to-noise ratio

(DIN 45500)
Rumpel unweighted signal-to-noise 48 dB
ration
Rumpel weighted signal-to-noise
72dB
ratio

Effective tonearm lenght
Offset angle

211 mm

Tracking capability

(315 Hz) 80 ㎛

Cartridge weight

2,5 g

Total capacitance

~ 160 pF

Tonearm leads and audio-cables

Dimensions

26。

듀얼 턴테이블
수입원 (주)샘에너지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3가 56-4 대교빌딩 307호
Tel. 02-6959-3813
Fax. 02-6959-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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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 H × D)

CS 455: 420×360×119
CS 460: 420×3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