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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을 읽어주세요.
주의사항을 지키세요.
모든 경고사항을 중시하세요.
모든 수칙을 지키세요.
본 제품을 액체 및 물 가까이 사용하지 마세요.
청소할 때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통풍구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제품사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세요.
열이 발생하는 제품 (난방장치, 스토브 및 난방제품,앰프/증폭기 포함) 가까이 설치하지마세요.
본 제품은 Class 1제품으로 벽에 설치되어있는 메인 콘센트에 보안용 접지로 연결하세요.
안전을 위해 제품과 동봉되어있는 접지플러그를 사용하세요. 이 플러그가 소켓에 맞지 않으면
승인된 전기기술자에게 플러그와 맞는 소켓으로 전환하기 위해 문의하세요.
전원코드가 눌리지 않게 주의하고, 특히 플러그가 있는 부분과 제품에 연결된 부분이
무리하게구부려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제품사에서 지정한 부속품만 사용하세요.
제품사에서 지정한 또는 제품과 판매하는 카트, 스텐드, 삼각대, 브레켓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세요. 제품을 이동할 경우 카트에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게 주의하세요.
낙뢰(번개)가 칠 때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해주세요.
서비스의뢰는 승인된 기술자에게 문의하세요. 제품이 손상된 경우 (전원코드나
플러그 손상, 제품내부에 액체가 들어간 경우 , 제품에 충격이 가해진 경우,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세요.
제품포장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하세요.
스피커를 들어올릴 때 주의하세요. 동봉된 포장지는 스피커 중량을 견디지 못합니다.
EVENT 20/20bas V3는 정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으로 고도의 음압으로인한 영구적
난청(청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음할 때 주의하고, SPL미터를 사용하여 출력레벨를
체크하세요.
제품이 작동 중에는 히트싱크를 만지지 말고, 제품을 덮지 마세요. 방열을 위해 제품 뒷면에
간격을 두세요.
본 제품이 설치 되면 어플라이언스 커플러가 작동됩니다.
경고 -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비나 습기에 노출하지 마세요.
제품 내부에 액체투입을 막기위해 물이 떨어지거나, 튀는 장소 또는 제품 위에 꽃병 또는
화분을 올려놓지 마세요.
본 제품은 스피커 스텐드 또는 오픈된 공간에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게끔 만들어
졌습니다. 20/20bas V3를 케비넷 또는 통풍이 제한되는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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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삿말
EVENT 20/20bas V3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피커를 설치하기에 앞서 간단한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시되었던 EVENT 20/20bas는 제품 발매와 동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엑티브
니어필드 모니터 중 하나로 단연 자리매김하고, EVENT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이끌며 50
여개국에 그 명성을 알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20bas V2 가 20/20 technology의
명성을 이어갔으며, 지금도 여전히 20/20라인 스피커는 사랑받으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프로젝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 출시되는 20/20bas V3 는 EVENT 20/20시리즈의 특장점을 잘 고유하면서도,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음향성능을 현격히 향상시켰습니다. 저왜율을 실현하며 높은
다이내믹스와 출력을 자랑하는OPAL 모니터를 통해 알아낸 토폴로지를 가지고 앰프를
디자인했습니다.
OPAL과 마찬가지로 20/20bas V3는 다른 스튜디오 모니터와 견주어 현격한 저왜율
실현과 보다높은 다이내믹스와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독보적인 20/20
의 Class AB 토폴로지의 특성인 일명 “soft clipping”이라는 특성으로; 오디오 플레이백이
무제한적이며, 디스토션과 인터모듈레이션으로 인한 마스킹이 없는 구조를 심플한 앰프
디자인에 담아냈습니다.
www.eventelectronics.com에 방문하셔서 귀하의 20/20bas V3모니터를 등록하세요.

스피커 연결방법
EVENT 20/20bas V3 를 연결하기 이전, 모니터 뒷면에 위치한 Gain level을 가장 작게
맞춰주시고, HF shelf와 LF shelf다이얼 모두 0에 맞춰주세요. Input signal의 양이 많을
경우 앰프가 과부하될 수도 있습니다. 전원 또한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니터를 원하시는 오디오 시그널 소스에 연결하세요. 20/20bas V3는 XLR
과 RCA 플러그 모두 호환되지만, 보다나은 음질을 위해 XLR 발란스 케이블 사용을
권장합니다.
표준규격으로 사용하는 커넥터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는 지역에 맞는 전압으로 올바르게 설정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피커의
전압설정이 맞지 않을 경우 올바르게 전압과 fuse를 설정하세요. 설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승인된 기술자를 통해서 설정하세요. 전압이 올바르게 설정되면 3-PIN IEC AC
커넥터를 사용해서 모니터와 AC 전원 소켓으로 연결하세요.
위에 언급한 설정이 모두 이루어지면, 20/20bas V3 모니터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Gain
설정을 사용자에 맞게 맞추시고, 모니터 윗면에 공간을 충분히 보유하여 시그널 소스를
컨트롤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게 하세요.

보증및 지원정보
EVENT 20/20bas V3의 제품보증기간은 구매일로부터 2년이며 제품사의 과실로 인한
파손을 책임집니다.
소비자의 제품개조, 운송과정 파손, 사용설명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고장은 제품보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 구입 시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사용하시는 20/20bas V3에 문제가 있으면www.eventelectronics.com/support를
방문하셔서 Technical support 란에 문의해주세요.
수리가 필요할 경우, EVENT 소비자 서비스 센터에RA번호와 함께 문의하세요. RA번호가
있는 제품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RA번호없이 배송된 모니터는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EVENT 20/20bas V3내에는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수리 필요 시
승인된 기술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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