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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 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십시오.

여기에 기재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여, 귀하와 다른

분들에게 위해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사항은 잘못된 취급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손해의 크기 또는 긴급함의

정도에 따라 내용을 경고, 주의의 2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귀

하나 다른 분들의 안전과 장비의 보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므로 잘 이해

한 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화재 · 감전 ·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려면

그림 기호의 예

기호는 주의 (위험, 경고를 포함)를 나타냅니다.
기호 안에는 구체적인 주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인 주의, 경고, 위험"을 나타냅니다.

기호는 금지 (하지 말 것)를 나타냅니다.
기호에는 구체적인 주의 내용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분해 금지"를 나타냅니다.

기호는 강제 (반드시 하는 것)를 나타냅니다.
기호에는 구체적인 주의 내용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뺄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경고
이 주의 사항을 무시한 취급을 하는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AC 어댑터의 플러그는 반드시 AC 220V의 전원 콘센트에 연결합니
다.

·AC 어댑터 플러그에 먼지가 묻어있는 경우에는 먼지를 닦아냅니다.

감전이나 누전의 우려가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콘센트 가까이에 설치하고 AC 어댑터 플러그에 쉽게 접

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즉시 전원을 끄고 AC 어댑터의 플러그를 콘
센트에서 뺍니다.

○ AC 어댑터가 손상되었을 때

○ 이물질이 내부에 들어갔을 때

○ 제품에 이상이나 고장이 생겼을 때

수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본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않습니다.

 · 수리, 부품 교환 등으로 사용 설명서에 적혀있는 이외의 것은 절대
로 하지 않습니다.

· AC 어댑터의 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발열하는 기기에 접근,

또는 AC 어댑터의 코드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지 않습니다.

코드가 손상되어 감전이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큰 소리나 불쾌한 정도의 음량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다.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력 저하나 이명을 느끼면, 전문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 본 제품에 이물질 (타기 쉬운 물건, 동전, 철사 등)을 넣지 않습니다.

· 온도가 너무 높은 곳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난방기구 근처, 발열

하는 기기 위 등)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진동이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욕실, 샤워 실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우천시 야외와 같이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방울이 튀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본 제품 위에 꽃병과 같은 액체가 담긴 물체를 두지 않습니다.

· 본 제품에 액체를 흘리지 않습니다.

 · 젖은 손으로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 주의 사항을 무시한 취급을 하는 경우,

상해를 입을 가능성 또는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흐름이 막혀있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합니다.

· 라디오, TV, 전자 기기 등에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합니다.

라디오나 TV 등에 접근하여 사용하면 본 제품이 잡음을 받아

오동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라디오, TV 등의 잡음이 들

어갈 수 있습니다.

· 외관 청소는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반드시 플러

그 부분을 잡습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의 누액을 방지하기 위해 배

터리를 제거합니다.

· 배터리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AC 어댑터를 콘센트에서 뺍니다.

· 지정된 AC 어댑터 이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른 전기 장치의 전원 코드와 함께 문어발식 배선을 하지 않

습니다. 본 제품의 정격 소비 전력에 맞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

하십시오.

· 배터리를 과도한 열 (햇빛, 불 등)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스위치 및 다이얼에 필요 이상의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외관 청소에 벤젠이나 신나 등의 액체, 콤파운트 질, 가연성 폴

리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불안정한 장소에 두지 않습니다.

본 제품이 떨어지면 고객이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우려

가 있습니다.

· 본 제품 위에 올라서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 모든 제품 및 회사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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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ythm Pattern List
green / vert /grün / verde / 緑
orange / orange / orange / naranja / オレンジ
red / rouge / Rote / rojo / 赤

Genre VARIATION Name Genre VARIATION Name Genre VARIATION Name

8 Beat 1

1 8 Beat 1 A-1

16 Beat

1 16 Beat A-1

Heavy

1 Heavy A-1

2 8 Beat 1 A-2 2 16 Beat A-2 2 Heavy A-2

3 8 Beat 1 A-3 3 16 Beat A-3 3 Heavy A-3

4 8 Beat 1 B-1 4 16 Beat B-1 4 Heavy B-1

5 8 Beat 1 B-2 5 16 Beat B-2 5 Heavy B-2

6 8 Beat 1 B-3 6 16 Beat B-3 6 Heavy B-3

7 8 Beat 1 C-1 7 16 Beat C-1 7 Heavy C-1

8 8 Beat 1 C-2 8 16 Beat C-2 8 Heavy C-2

9 8 Beat 1 C-3 9 16 Beat C-3 9 Heavy C-3

8 Beat 2

1 8 Beat 2 A-1

6/8 Beat

1 6/8 Beat A-1

Soft

1 Soft A-1

2 8 Beat 2 A-2 2 6/8 Beat A-2 2 Soft A-2

3 8 Beat 2 A-3 3 6/8 Beat A-3 3 Soft A-3

4 8 Beat 2 B-1 4 6/8 Beat B-1 4 Soft B-1

5 8 Beat 2 B-2 5 6/8 Beat B-2 5 Soft B-2

6 8 Beat 2 B-3 6 6/8 Beat B-3 6 Soft B-3

7 8 Beat 2 C-1 7 6/8 Beat C-1 7 Soft C-1

8 8 Beat 2 C-2 8 6/8 Beat C-2 8 Soft C-2

9 8 Beat 2 C-3 9 6/8 Beat C-3 9 Soft C-3

Accent

1 Accent A-1

Dance

1 Dance A-1

Metronome

1 Metronome A-1

2 Accent A-2 2 Dance A-2 2 Metronome A-2

3 Accent A-3 3 Dance A-3 3 Metronome A-3

4 Accent B-1 4 Dance B-1 4 Metronome B-1

5 Accent B-2 5 Dance B-2 5 Metronome B-2

6 Accent B-3 6 Dance B-3 6 Metronome B-3

7 Accent C-1 7 Dance C-1 7 Metronome C-1

8 Accent C-2 8 Dance C-2 8 Metronome C-2

9 Accent C-3 9 Dance C-3 9 Metronome C-3

Effect Type List
green / vert /grün / verde / 緑
red / rouge / Rote / rojo / 赤

1 Chorus

2 Delay

3 Reverb

4 Chorus + Delay

5 Chorus + Re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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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극성

본체 뒷면의 배터리 커버를 분리합니다. AA 배터리 6개를 그림에 따

라 방향을 틀리지 않도록 넣습니다.

배터리 교체
전원 LED가 어두워지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배터리가 부족하면 노이즈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게 된 배터리는 즉시 제거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고
장의 원인 (배터리 누액 등)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

을 경우에도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제공된 배터리는 확인용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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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과 기능

상단 패널

1
앰프 섹션

1. GUITAR IN 단자

기타를 연결합니다.

2. GAIN 노브

프리 앰프 게인을 조정합니다.

3. TONE 노브

앰프의 음색을 조절합니다.

4. VOLUME 노브

앰프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5. MODE 1/2/3 스위치

앰프의 종류를 전환합니다.

1. 클린 / 2. 크런치 / 3. 리드

RHYTHM / FX 섹션

6. RHYTHM / FX 노브

리듬/이펙트의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ON/OFF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 노브를 돌리면 리듬의 템포, 이펙트의 시간과 속도

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7. 상태 LED

리듬/이펙트의 선택 상태를 표시합니다. 리듬/이펙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꺼집니다.

8. ON / OFF 버튼

리듬의 재생, 정지 및 이펙트를 켜거나 끕니다.

리듬과 이펙트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RM / FX 버튼

리듬 모드 및 이펙트 모드를 전환합니다.

10. TYPE 버튼

리듬 패턴이나 이펙트 형식을 전환합니다.

측면 패널
11. PHONES 단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이 단자에 연결하면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12. AUX IN 단자

스테레오 미니 플러그 케이블을 오디오

기기의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에 연결합

니다. 볼륨은 연결된 기기에서 조절합니다.

13. DC 9V 단자

별매의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14. 전원 LED, 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를 ON하면 전원이 켜지고 전원

LED가 켜집니다. 전원 스위치를 STANDBY

위치에 놓으면 꺼지고 전원 LED가 꺼집니다.

설정

여기에서는 기본적인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배터리의 극성은 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본 기기의 VOLUME 노브와 RHYTHM/FX 노브를 최소 수준으로

설정합니다.

2. 배터리를 삽입하거나 AC 어댑터를 측면 패널의 DC 9V 단자에 연결

합니다. AC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 콘센트에 AC 어댑

터를 연결합니다.

AC 어댑터는 반드시 지정된 것을 사용하십시오.

3. 기타에 연결한 케이블을 상단 패널의 GUITAR IN 단자에 연결합니

다. 오디오 플레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측면 패널의 AUX IN 단자

에 연결합니다.

4.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하여 전원을 켭니다.

5. VOLUME 노브를 천천히 올려 볼륨을 조절합니다. 리듬 사운드, 이펙

트 사운드의 음량은 RHYTHM/FX 노브로 조절합니다.

사용하는 기타나 본 기기의 설정에 따라 하울링을 발생시킬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VOLUME 노브를 내려 볼륨을 낮추십시오.

리듬 사용

본 제품은 9 장르 x 9 베리에이션의 총 81 가지의 리듬 패턴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리듬 모드로 들어가기
RM/FX 버튼을 누릅니다. RM/FX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전환됩니다.

리듬 모드에 들어가면 상태 LED가 하나 켜집니다.

리듬을 재생하지 않고 몇 초가 지나면 상태 LED가 꺼집니다.

리듬 패턴 선택하기
ON/OFF 버튼을 누르면서 TYPE 버튼을 누르면 현재 상태 LED가 표시

됩니다. ON/OFF 버튼을 누른 채 TYPE 버튼을 눌러 장르를 변경하십

시오. 상태 LED는 아래와 같이 점등됩니다. 장르를 선택하려면 ON/OFF

버튼을 놓습니다.

그린 오렌지 레드

8 Beat 1 16 Beat Heavy

8 Beat 2 6/8 Beat Soft

Accent Dance Metronome

TYPE 버튼을 눌러 베리에이션을 선택하십시오. TYPE 버튼을 누를 때마

다 베리에이션이 바뀌고 상태 LED가 아래와 같이 점등됩니다.

그린 오렌지 레드

VARIATION 1 VARIATION 4 VARIATION 7

VARIATION 2 VARIATION 5 VARIATION 8

VARIATION 3 VARIATION 6 VARIATION 9

리듬 패턴의 재생 시작/정지
ON/OFF 버튼을 눌러 리듬을 연주하거나 중지하십시오. 재생 중에는 조

명 LED가 템포와 동기화되어 깜박입니다.

리듬 패턴의 볼륨 조절하기
RHYTHM/FX 노브를 사용하여 리듬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리듬 패턴의 템포 변경하기
ON/OFF 버튼을 누르면서 RHYTHM/FX 노브를 돌리면 템포가 조절됩니

다. 템포 범위는 40 ~ 240 bp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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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 사용하기

이펙트 모드로 들어가기
RM/FX 버튼을 누릅니다. RM/FX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됩니다.

이펙트 모드로 들어가면 모든 상태 LED가 점등되고 이펙트가 켜집니다.

이펙트 선택
이펙트 형식을 선택하려면 TYPE 버튼을 누릅니다. TYPE 버튼을 누를 때

마다 이펙트 형식이 변경되고 상태 LED가 아래 표와 같이 켜집니다.

이펙트 ON/OFF
ON/OFF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이펙트가 꺼지면 상태 LED가

꺼집니다.

이펙트 조정하기
RHYTHM/FX 노브를 돌리면 이펙트 파라미터 1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ON/OFF를 누른 상태에서 RHYTHM/FX 노브를 돌리면 이펙트 파라미

터 2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이펙트 형식에 해당하는 파라미터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상태 LED 이펙트 유형 파라미터 1

(RHYTHM/FX 노브)

파라미터 2

(ON/OFF 버튼

+ RHYTHM/FX 노브)

그린 레드 레드
코러스 Chorus Mix Chorus Speed

레드 그린 레드
딜레이 Delay Mix Delay Time

레드 레드 그린
리버브 Reverb Mix Reverb Time

그린 그린 레드

코러스

+ 딜레이
Delay Mix Delay Time

그린 레드 그린

코러스

+ 리버브
Reverb Mix Reverb Time

튜너 사용하기

AC2 RhythmVOX의 튜너 기능으로 GUITAR IN 단자에 연결된 기타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튜너는 기타의 피치를 인식하고 "E"에 상대적인 피치

를 나타내는 LED를 점등시킵니다.

1. RM/FX와 TYPE 버튼을 함께 누르십시오. 리듬과 이펙트 기능이 멈추

고 튜너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튜닝 상태는 상태 LED에 의해 표시

됩니다.

튜너 모드 중 표시 (유효 신호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2. 기타의 6현을 개방 상태로 연주합니다.

실수로 다른 현을 연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가운데 LED만 그린으로 점등되도록 현을 조정하십시오.

높은 쪽으로 치우칠 때

조금 높은 쪽으로 치우칠 때

튜닝이 맞는 경우

조금 낮은 쪽으로 치우칠 때

낮은 쪽으로 치우칠 때

Tip 튜너는 높거나 낮은 옥타브에서 E 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고조파
를 조율하거나 베이스 기타와 같은 다른 악기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4. RM/FX 또는 TYPE 버튼을 누르면 튜닝이 종료됩니다.

Tip 6현을 조율한 후 6현을 기준음으로 하여 다른 현을 튜닝하십시오.

슬립 모드에 대해

GUITAR IN 단자에 입력되는 소리(*)가 없고 RHYTHM/FX 섹션 노브

또는 버튼을 조작한 후 약 30분 이상 경과하면 앰프는 자동으로 슬립

모드 (저전력 상태)로 들어갑니다. 슬립 모드에서는 상태 LED가 꺼지

고 전원 LED가 깜박입니다.

이 상태에서 GUITAR IN 단자로 소리가 입력되거나 RHYTHM/FX 섹션

버튼 중 하나가 눌러지면 슬립 모드가 취소되고 앰프는 정상 작동으로

돌아갑니다.

* 튜너가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입력 레벨을 포함합니다.

* AUX IN 단자에 입력 소리가 있어도 슬립 모드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 GAIN 또는 VOLUME 노브를 줄이면 GUITAR IN 단자의 입력 소리가

슬립 모드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Tip 본 제품에 충격을 주면 입력 소리로 인식되어, 앰프가 슬립 모드
로 들어가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미 시작된 경우 슬립 모드

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Tip 앰프는 AC 어댑터 또는 배터리 전원을 사용할 때 슬립 모드로 들
어갑니다.

Tip 리듬을 재생할 때는 앰프가 슬립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양
리듬 패턴 수 : 81 (9 장르 x 9 베리에이션)

템포 범위 : 40 ~ 240 bpm

이펙트 유형 : 5

입/출력 단자 : GUITAR IN 단자 (1/4" 모노 폰 잭, 언밸런스)

x 1, AUX IN 단자 (1/8"스테레오 미니 폰 잭,

언밸런스) x 1, PHONES 단자 (1/8" 스테레

오 미니 폰 잭) x 1

출력 파워 : 약 2 W @ 4 ohms

스피커 : 3 인치 8 Ohms x 2

전원 공급 : AA 배터리 x 6개 (알카라인 또는 망간 배터

리), 또는 별매 옵션 AC 어댑터

배터리 수명 : 약 20 시간 (알카라인 배터리)

크기 (W x D x H) :  170 x 70 x 128 mm

무게 : 620g / 1.37 lbs. (배터리 제외)

부속품 : AA 배터리 x 6개

별매 옵션 : AC 어댑터 (500mA 이상, DC 9V

）

리듬 모드/이펙트 모드 선택, 리듬 장르, 리듬 베리에이션, 템포, 이

펙트 ON/OFF, 이펙트 유형, 이펙트 파라미터 2 등의 파라미터는

전원을 끈 후에도 저장됩니다.

*  사양 및 외관은 개선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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