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용 설 명 서

POWER AMPLIFIER

OPERATION MANUAL

MPA-2130

MPA-2140

MPA-2150

MPA-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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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징

- 고효율
디지털 증폭기로서 효율이 90%이상입니다.

- COMPACT SIZE 설계
1U의 사이즈로 300W,400W, 500W, 600W의 고출력 POWER AMP로 작은 공간 설치가
용이 합니다.

- AC / DC SMPS 전원 구성
AC/ DC SMPS 회로가 내장되어 있어 정전시에도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비상 방송이 가능
합니다.

- 출력 임피던스 전환 스위칭 기능
외부의 스위치 조작으로 출력부 70V, 100의 하이 임피던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 H.P.F 회로 채택
음의 명료도를 높이기 위하여 400Hz HPF(-12dB/oct) 내장하였습니다.

- 다양한 보호회로 내장
제품의 신뢰성을 위한 보호회로 채택, 과부하 또는 스피커 라인 쇼트 보호회로, 온도상승
보호회로 등으로 설계 되어 있습니다.

- 외부기기공급전원 내장
외부기기 연결을 위한 +12V 전원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동 작 방 법

1. AC 전원 사용시 사용전압(220V)를 먼저 확인하시고 전원플러그를 전원 분배기 또는
별도의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2. POWER DISTRIBUTOR에 연결하여 사용시는 본 기기의 전원을 항상 ON 상태에 두시고,
AC/DC 전원은 POWER DISTRIBUTOR의 SWITCHED AC OUTLET 또는 DC 단자에 연결
하면 POWER DISTRIBUTOR의 조작으로 RACK SYSTEM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3. 본 기기에 전원이 공급되면 전원 LED가 점등되며 본 기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 전원플러그를 POWER DISTRIBUTOR에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을 경우엔 다른 기기의

스위치 상태와 관계없이 별도로 동작하게 됩니다.

* POWER SWITCH ON/OFF시 전면의 레벨 LED는 순간 점등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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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부 명칭과 기능

① POWER SWITCH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로 위로 누르면 전원 LED가 점등되며 기기가 동작하게 됩니다.
- 전원을 켜시기 전에 반드시 스피커의 연결 상태를 점검하시고 스피커와 본 기기의 보호를 위하

여 입력용 주변기기의 전원을 먼저 켜신 후에 본 기기의 전원을 켜주십시오. 또한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주십시오.

② 100V 출력 동작 표시기
100V 하이 임피던스 출력 상태를 표시하는 표시기로, 후면의 70V/100V 스위치를 100V로 전환시
점등 됩니다.

③ PROT(보호회로 표시기)
스피커 선로의 쇼트, THERMAL, OVER LOAD. 출력부 DC 전압 발생시 앰프의 동작이 멈추고
PROT LED가 점등됩니다.

④ CLIP  LED
음의 찌그러짐 상태를 표시하여 주는 표시기로 연속적으로 이 LED가 들어오면 해당 채널의 음량
조절기를 줄여 주십시오. 

⑤ 레벨 표시기 (LEVEL LED)
앰프의 출력 레벨을 표시하는 표시기로 -30dB, -10dB, 0dB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⑥ AC/ DC 전원 표시기(POWER  LED)
AC/DC 전원 ON, OFF 상태를 지시하는 LED로서 전원 스위치를 ON 시키면 점등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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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 명칭과 기능

① AC 전원 입력
AC 전원 연결단자 입니다. 사용 전원은 AC 220V 입니다.
* FUSE 는 제품 내부에 있으며 교체시 반드시 규정된 정격 전류를 확인하시고 같은 용량의 것으로 교환

하셔야 합니다.

② REMOTE ON TERMINAL (전원 원격제어 단자)
POWER SWITCH가 OFF 되더라도 외부에서 양단 간을 단락 시키면, 제품을 동작 시킬 수 있습니다. 비상
방송시 적용(원격제어)

③ DC 전원 입력 단자
직류 전원과 연결하여 본 기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DC 24V 직류 전원 입력 단자입니다. 연결 전에 전압과 (+),    
(-) 극성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십시오.

④ 출력 단자 (OUTPUT TERMINAL )
음성 출력 단자로서 임피던스및 출력 전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스피커 상태에 따라 적절한 단자를 선택하여 연결하여 주십시오.

스피커 임피던스가 정격 임피던스보다 낮을 시에는 앰프의 과열로 제품 손상 및 보호회로가 동작하여 음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정격출력은 본 AMP 정격출력의 80% 범위내에서 연결하여 사용하십시오.

⑤ IMPEDANCE SELECT SWITCH (출력 임피던스 변환 스위치)
출력 임피던스를 70V/100V로 변화시켜 사용하기 위한 스위치 입니다.
연결된 스피커의 총 임피던스가 정격 임피던스보다 낮게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DC 입력으로 동작시에는 전면의 100V 표시기는 OFF 상태입니다.

⑥ HPF SELECT SWITCH (고역 통과 필터 전환 스위치)
FILTER 스위치를 ON하면 RUMBLE 현상을 일으키는 400Hz 이하의 신호를 감쇄시켜 필요에 따라 음의
명료도를 높혀 줍니다.

⑦ AMP IN/LINK JACK(앰프 입력/링크 단자)
앰프에 음성 신호를 연결하는 단자와 타 앰프등에 동일 신호를 링크시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자입니다. 
음성 신호는 BALANCED TYPE(평형타입) 이며 입력 감도는 1V(RMS), 입력 임피던스는 22KΩ 입니다. 핀
번호 극성(1:GND, 2:HOT, 3:COLD)을 유의하시고 XLR 컨넥터를 사용하십시오.

⑧ RM CTRL(원격제어 콘트롤단자 )
RM 콘트롤 제어 스위치 입니다.( CTRL OFF : 전원스위치로 장비 제어, CTRL ON: RM 단자로 장비제어)
RM 잔자로 장비을 제어할경우에는 반드시 전면의 전원스위치을 ON 상태로 유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MODEL MPA-2130 MPA-2140 MPA-2150 MPA-2160

70V 16.3Ω 12.3Ω 9.8Ω 8.2Ω

100V 33.3Ω 25Ω 20Ω 16.7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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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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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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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성능

※본규격및성능은예고없이당사사정에따라일부약간의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MODEL No MPA-2130 MPA-2140 MPA-2150 MPA-2160

정격 출력 300W 400W 500W 600W

출력 임피던스

70V 16.3Ω 12.3Ω 9.8Ω 8.2Ω

100V 33.3Ω 25Ω 20Ω 16.7Ω

입력감도/ 임피던스 1.0V/22KΩ, BAL

전고조파 의율(1KHz) 0.5% 이하

신호대 잡음비 90dB 이상

주파수 특성 80~20KHz

HPF ( -3dB point) 400Hz ( Slope 12dB/oct)

사용 전원 AC 220V, 60Hz, DC 24V

소비 전력 180W 180W 190W 190W

중량 (± 0.2kg) 5.2Kg 5.2Kg 5.3Kg 5.3Kg

외형(W x H x D)mm (±3mm) 483 x 44 x 320

MPA-2130 / 2140 / 2150/ 2160

※ 부속품

1) 사용설명서 --------------------------------------------------------------- 1부

2) POWER CORD  ------------------------------------------------------------ 1EA

3) XLR CABLE  --------------------------------------------------------------- 1EA

4) SCREW  ------------------------------------------------------------------ 4EA



제 품 명

Model No.

보 증 기 간 구 입 일 로 부 터 1 년 간

구 입 일 자

구입
자

주 소

성 명 Tel.

판매
자

대리점명 성명 인

주 소 Tel.

제 품 보 증 서

• 품질보증 기간은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날로부터 산정
되므로 본 제품보증서에 일자를 기재 받으시고 잘 보
관 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기간
1년서비스 안내

• 무상 서비스 – 보증기간내
• 유상 서비스 – 보증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와 다음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중 일지라도 수리
비용을 받습니다.

* 사용상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시
* 서비스기사 이외의 수리나 개조시
* 수송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시
* 화재 / 수해등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시
*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시
*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때
* 소모성 부품이 마모된 때

* 본 제품의 수리용 회로부품 보유기간은 제품 단종일
부터 5년간 입니다.

*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 해 드립니다.
* 본 제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 해

드립니다.
* 이 보증서의 각 란에 소정항목이 기재 되어있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 했을

때는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처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보관 바랍니다.
- 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시고, 처리가 불가능시
에는 고객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 신고하실 때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고장상태, 불편사항을 알려주십시오.

* 이 보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경제기획원고시)에
따릅니다.

제품보증규정 서비스 신고 안내

보증에 대하여
* 이 보증서에 의해 구입하신 날로부터 1년간은 무료 수리의 보증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단, 보증기간 중에라도 보증서에 대리점의 확인이 없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고장이 났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실비의 수리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입하신 대리점에서 보증서에 반드시 확인을 받아 주십시오.

* 포장에 사용된 포장용 박스 등은 잘 보관하셨다가 이사를 하시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실 때 이용해 주십시오.

* 본 기기의 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5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 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 애프터 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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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11, 201-2호 ( 중계동 . 중계제1공단)

TEL : 02)6232-4862 , FAX : 02)6455-0455



주소 :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11, 201-2호
(중계동 . 중계제1공단)

TEL : 02)6232-4862 , FAX : 02)6455-04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