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del TT-15S1 사용 설명서

턴테이블



경고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 제품을 비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주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플러그의 넓은 날을 넓은 
슬롯에 맞추고 완전히 삽입하십시오.

참고: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힙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판매업체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고:
규정 준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하면 사용자의 기기 작동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CATV 시스템 설치자에 대한 참고 사항:

주의
감전 위험
개봉 금지

주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커버(또는 뒤 커버)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기기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술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삼각형 안에 화살표가 있는 번개 기호는 제품 내부에 인체에 
감전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의 절연되지 않은 "위험 전압"이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정삼각형 안의 느낌표 기호는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 중요한 
조작 및 유지보수(서비스) 지침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본 기기는 FCC Rules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가정에 설치된 제품을 유해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 

습니다. 본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방출할 수 있으며 

본 제품을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기기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본 기기를 껐다 켜보면 확인할 수 있음)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알림은 적절한 접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히 케이블 접지를 케이블 진입 지점에 가깝게 빌딩의 접지 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NEC의 섹션 820-40에 대한 CATV(케이블 TV) 시스템 설치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제공됩니다.



중요 안전 지침
기기를 조작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 및 안전성 표준에 맞게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주의해야 하는 몇 가지 설치 및 작동 관련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10.

11.

12.

AC 유극 플러그

1. 지침 읽기 – 제품을 작동하기 전에 모든 안전 및 작동 지침을 읽어야 

합니다.

2. 지침 보관 – 향후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작동 지침을 보관해야 

합니다.

3. 경고 유의 – 제품 및 작동 지침의 모든 경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4. 지침 준수 – 모든 작동 및 사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5. 세척 – 콘센트에서 본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은 후 세척하십시오. 액체 

세정제나 에어로졸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세척 시 젖은 천을 

사용하십시오.

6. 부착물 –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품 제조업체에서 권장하지 

않는 부착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7. 물 및 습기 – 본 제품을 욕조, 세면대, 주방 싱크대, 세탁용 욕조, 

축축한 지하실, 수영장 등과 같이 물 근처나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액세서리 – 본 제품을 불안정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테이블 위에 놓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서 아이나 성인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제품도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서 

권장하거나 제품과 함께 판매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장착할 때 제조업체 지침을 따라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장착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9. 카트에 제품을 실어 이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빠르게 멈추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표면이 평평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실은 카트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환기 – 캐비닛의 슬롯 및 환기구는 환기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제품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제품을 과열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러한 환기구를 막거나 덮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을 침대나 소파, 

러그 또는 기타 유사한 물체 위에 놓아서 환기구를 막지 않아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가 제공되지 않거나 제조업체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본 제품을 책장이나 선반과 같은 내장된 설치 위치에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원 소스 – 본 제품은 마킹 라벨에 표시된 유형의 전원 소스로만 

작동해야 합니다. 집안의 전원 공급 장치 유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품 판매업체 또는 현지 전력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 전원이나 

다른 소스로 작동하는 제품의 경우 작동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접지 또는 유극화 – 본 제품에는 유극 교류 전류 라인 플러그(하나의 

날이 다른 날보다 넓은 플러그)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그는 한 

방향으로만 전원 콘센트에 꽂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 기능입니다. 

플러그를 콘센트에 완전히 삽입할 수 없는 경우 플러그를 뒤집어서 

삽입해 보십시오. 그래도 계속 플러그를 꽂을 수 없는 경우 전기 

기사에게 구식 콘센트 교체를 문의하십시오. 안전을 위해 설치된 유극 

플러그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13. 전원 코드 보호 – 전원 코드는 플러그, 콘센트, 제품과 코드의 연결 

지점의 코드에 특히 주의하면서 밟히거나 접히지 않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14. 보호용 부착 플러그 – 본 제품에는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는 부착 

플러그가 장착됩니다. 이는 안전 기능입니다. 보호용 장치를 교체하거나 

재설정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플러그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서비스 기술자는 원래 플러그와 같은 과부하 보호 기능이 있는 

제조업체 지정 교체 플러그를 사용해야 합니다.

15. 옥외 안테나 접지 – 옥외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이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전압 서지 및 정전기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해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접지해야 합니다. National Electrical Code, 

ANSI/NFPA 70의 제810조에는 안테나 기둥 및 지지 구조물의 적절한 

접지, 안테나 방전 장치에 대한 인입선의 접지, 접지 컨덕터의 크기, 

안테나 방전 장치의 위치, 접지 전극에 대한 연결, 접지 전극 요구 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림 1을 참조하십시오.

16. 번개 –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이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 본 제품을 

추가적으로 보호하려는 경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고 안테나 또는 

케이블 시스템을 분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번개와 전원선 서지로부터 

제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7. 전원선 – 옥외 안테나 시스템은 오버헤드 전원선이나 기타 전등 또는 

전원 회로 근처나 이들이 전원선 또는 회로에 떨어질 수 있는 곳에 

배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외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할 때 그러한 

전원선 또는 회로에 닿으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18. 과부하 – 콘센트, 연장 코드 또는 일체형 콘센트에 과부하를 주지 

마십시오. 화재 또는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19. 물체 및 액체 유입 – 이 제품의 환기구를 통해 어떠한 종류의 물체도 본 

제품에 밀어 넣지 마십시오. 위험한 전압 지점 또는 단락 부분에 닿아서 

화재 또는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에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쏟지 마십시오.



20.

21.

a.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b. 액체를 제품에 쏟았거나 물체가 제품에 떨어진 경우.

c. 제품이 비나 물에 노출된 경우.

d.

e.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제품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경우.

f. 제품의 성능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는 경우. 이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림 1
National Electrical Code, 

ANSI/NFPA 70에 따른 안테나 접지의 예

접지 
클램프

안테나 
인입선

안테나 방전 장치
(NEC SECTION 810-20)

접지 컨덕터
(NEC SECTION 810-21)

전원 서비스 접지 전극 시스템
(NEC ART 250, PART H)

접지 클램프

전기 서비스
기기

NEC - NATIONAL ELECTRICAL CODE

이 Class B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 ICES-003을 준수합니다.

정비 – 본 제품을 직접 정비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커버를 열거나 

제거하는 경우 위험한 전압 또는 기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비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술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정비가 필요한 손상 – 다음 상황에서는 콘센트에서 본 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고 자격을 갖춘 서비스 기술자에게 정비를 의뢰하십시오.

작동 지침을 따라도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작동 

지침에 나와 있는 컨트롤만 조정하십시오. 다른 컨트롤을 잘못 조정할 

경우 손상될 수 있고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제품을 정상 작동 상태로 

복구하기 위해 종종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교체 부품 - 교체 부품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술자는 제조업체에서 

지정했거나 원래 부품과 같은 특징을 갖는 교체 부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인증되지 않은 교체품은 화재, 감전 또는 기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3. 안전 점검 – 정비 또는 수리 완료 시 제품이 정상 작동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 기술자에게 안전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24. 벽면 또는 천장 장착 – 본 제품은 제조업체에서 권장한 대로 벽면 또는 

천장에만 장착해야 합니다.

25. 열 - 본 제품은 라디에이터, 난방 장치, 스토브 또는 기타 열을 발산하는 

제품(앰프 등)와 같은 열원에서 멀리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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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은 주 전원에 연결하기 전에 읽어야 합니다.

■ 기기 주 전원 설정
Marantz 제품은 해당 지역의 가정용 전원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TT-15S1에는 220V AC 전원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모든 자료의 녹음 및 재생에는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 저작권법 1956
드라마 및 뮤지컬 출연자 법 1958
출연자 보호법 1963 및 1972
모든 후속 법률 제정 및 명령

-
-
-

■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두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TT-15S1을 두지 
마십시오.

•
•
•
•
•
•
•

적절한 열복사를 보장하기 위해 벽면 및 기타 기기에서 아래 
간격을 유지하십시오.

■ 주의: 베어링을 풀지 마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 스타일러스 포인트 및 레코드에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 턴테이블 섀시 및 턴테이블이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십시오.
회전하여 다리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리가 
3개뿐이므로 높이를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수평이 되도록 랙 자체를 조정하십시오.

• 하울링 및 허밍 정보

베어링

중앙 샤프트

턴테이블 섀시
중앙 샤프트 구멍

(턴테이블 섀시 아래에서 본 모습)

사용하기 전에

전면

0.2m

0.2m

m2.0m2.0

0.2m

0.2m

측면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히터와 같은 열원에 가까운 장소
습도가 높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
먼지가 많은 장소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
표면이 흔들리거나 경사지거나 불안정한 장소
비좁은 라디오 랙과 같이 복사열이 차단되는 장소

베어링은 턴테이블 섀시의 중앙 샤프트 구멍 안에 위치합니다. 
턴테이블이 공장 출고 시 베어링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중앙 
샤프트 구멍은 테이프로 덮여 있습니다. 테이프를 제거한 후에 
턴테이블을 뒤집으면 베어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 샤프트 구멍에 베어링이 없을 때 중앙 샤프트를 삽입하면 
턴테이블이 회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턴테이블을 조립할 때 
베어링이 중앙 샤프트 구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운송 등을 위해 턴테이블을 분해하는 경우 베어링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중앙 샤프트 구멍을 덮으십시오.

스타일러스에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레코드를 재생하는 경우 
스타일러스가 레코드에 제대로 접촉하지 않아서 음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스타일러스와 레코드의 마모율이 증가합니다. 
스타일러스의 맨 아래 부분에서 팁까지 끝이 부드러운 솔로 
털어서 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십시오. 또한 양질의 레코드 
세정제로 레코드를 닦으십시오.

하울링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나 진동이 플레이어에 전송되고 
카트리지에서 다시 픽업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볼륨을 높일 때 
하울링이 발생하는 경우 스피커와 턴테이블의 위치를 확인한 후 
진동과 사운드가 모두 턴테이블에 전송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 
하십시오. 허밍 노이즈는 다른 전자 장치에서 생성되는 전자파로 
인해 발생합니다. 턴테이블 근처에 있는 다른 전자 장치, 특히 
앰프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또한 접지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허밍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접지선이 앰프/믹서의 GND 
단자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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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턴테이블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 액세서리가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 턴테이블 섀시

2. 중앙 샤프트

3. 톤 암

4. 턴테이블

5. 모터

6. 모터 도르래(60Hz 영역용)

7. 장갑(한 켤레)

8. 접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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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9. 드라이브 벨트 2개(예비 벨트 1개)

10.베어링 오일

11.턴테이블 시트

12.알렌 렌치 3개(대형/중형/소형)
조정 스크류 드라이버 1개

13.레코드 클램프(Southern Engineering에서 
제작한 "클레버 클램프")

14.무게추

15.톤 암 높이 조정 시트

16.Clearaudio 카트리지(MM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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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조정

1. 접지선 설치
접지선을 턴테이블 샤프트 베이스에 연결합니다.

2. 중앙 샤프트 설치
중앙 샤프트를 턴테이블 섀시에 삽입합니다.

3. 턴테이블 설치
턴테이블을 중앙 샤프트에 놓습니다.

4. 톤 암 부착
a) 톤 암에 연결된 Phono 케이블을 톤 암 부착 구멍에 통과

시킵니다.

b) 톤 암 부착 위치의 높이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b-1)높이

톤 암의 높이는 턴테이블 시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턴테이블 시트를 사용하는 경우
무게추 및 톤 암 높이 조정 시트가 암 리프터 아래 
배치되는 경우 올바른 높이가 달성됩니다.

턴테이블 시트 없음

암 리프터

무게추

턴테이블 시트 있음

암 리프터

무게추

톤 암 높이 조정 시트

톤 암

Phono 케이블

턴테이블 섀시

턴테이블

중앙 샤프트

중앙 샤프트

턴테이블 섀시

턴테이블 샤프트 베이스

접지선

• 턴테이블 시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게추가 암 리프터 아래 배치되는 경우 올바른 높이가 달성
됩니다.

(톤 암 높이 조정 시트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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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조정

b-2)방향

톤 암이 턴테이블 베이스의 측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 방향이 
올바릅니다.

b-3)톤 암 부착 위치의 높이와 방향이 결정되면 알렌 렌치(대형)를 
사용하여 톤 암 고정 나사를 조입니다.

5. 카트리지 부착
a) 알렌 렌치(중형)를 사용하여 톤 암에서 헤드셀을 제거합니다.

•

다른 카트리지를 부착할 때 톤 암의 카트리지 무게 범위와 
호환되는 카트리지를 선택합니다.
호환되는 카트리지 무게: 3-18g

나사

헤드셀

카트리지

알렌 렌치(중형)

톤 암

헤드셀

알렌 렌치(대형)

제거

평행

톤 암 턴테이블 
측면 기반

톤 암을 제자리에 고정한 후 무게추 및 톤 암 높이 조정 시트를 
제거합니다.

턴테이블에 포함된 카트리지를 부착할 때 포함된 알루미늄 
나사와 일자형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

b) 카트리지를 헤드셀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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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조정

c) 이전 단계에서 톤 암에 부착한 카트리지를 부착합니다.

• 포함된 카트리지를 사용할 때
톤 암의 전면 부착 구멍 위치에 부착합니다.

• 다른 카트리지를 사용할 때
스타일러스 팁에서 32mm가 되도록 카트리지를 부착합니다.

d) 4개의 톤 암 전선을 부착된 카트리지의 해당 단자에 
연결합니다.

다른 카트리지를 사용할 때 전선을 연결하려면 카트리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전선이 얇고 쉽게 끊어질 수 있으므로 전선을 연결할 때 
주의하십시오.
핀셋 등을 사용하면 전선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6. 암 밸런스 조정
a)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를 제거합니다.

b) 무게추를 암 뒷면에 부착합니다.

c) 카트리지 커버를 제거합니다.

주의:
카트리지 스타일러스 팁이 턴테이블 등에 닿지 않고 스타일러스 
팁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카트리지 커버

무게추

톤 암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

빨간색
녹색

흰색
파란색

포함된 카트리지의 경우

32mm

나사

카트리지

톤 암

헤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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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조정

d) 턴테이블과 평행이 되도록 리프터 레버를 낮추고 무게추를 
회전하여 톤 암의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e) 밸런스를 찾은 후 리프터 레버를 올리고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를 부착합니다.

사용하는 카트리지의 권장 스타일러스 압력으로 조정합니다.

톤 암의 밸런스가 조정되면 무게추 "0"점 디스플레이를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화살표 방향으로 무게추를 회전합니다.

무게추를 1눈금만큼 회전하면 0.1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무게추에 5개의 눈금이 있으므로 1회 완전히 
회전하면 0.5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

나사 중간 위치

0

0.
4

0.1

무게추

 
스타일러스 압력 2.2g

4회 완전히 회전하고 기준점에서 
2눈금만큼 회전합니다.

0 

0.4

0.3
0.2

0.1

 

0.
4

0.1

무게추

기준점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

톤 암

리프터 레버

무게추

밸런스 찾기

포함된 카트리지의 권장 스타일러스 압력은 2.2g으므로, 
무게추를  4회  완전히  회전하고  기준점에서  2눈금만큼  
회전하면  올바른 스타일러스 압력 위치에 도달합니다.

다른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때 권장 스타일러스 압력을 확인하고 
올바른 스타일러스 압력으로 조정합니다.

8. 안티스케이팅 조정
사용하는 카트리지의 스타일러스 압력에 맞게 안티스케이팅 조정 
나사를 조정합니다.
포함된 카트리지의 경우 나사 위치가 대략 중간 정도 벗어나도록 
조정합니다.

7. 스타일러스 압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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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및 조정

9. 모터 도르래 부착
모터 도르래를 모터에 부착합니다.

도르래를 부착할 때 도르래와 모터 사이에 약 3mm 공간을 
두고 고정합니다.

10.모터 설치
턴테이블 섀시 아래에서 모터를 턴테이블 섀시의 후면 왼쪽에 
있는 구멍 섹션에 배치합니다.

(턴테이블 베이스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모터를 설치할 때 모터 진동이 턴테이블 베이스에 전송되지 
않도록 하려면 베이스에 닿지 않게 모터를 설치하십시오.

11.벨트 설치

재생할 레코드에 맞게 벨트 위치를 변경합니다.

33 rpm 45 rpm

아래쪽에 
부착

위쪽에 
부착

중앙 슬롯

닿지 않음

3mm

포함된 조정용 
스크류 드라이버

포함된 조정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도르래의 3개 
플라스틱 나사를 고정합니다.
나사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힘을 가하여 나사를 회전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포함된 벨트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모터 도르래와 턴테이블 
사이에 부착합니다.
벨트를 부착할 때 중앙 슬롯에 고정합니다.
(턴테이블에 2개의 벨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를 예비용으로 보관하십시오.)

모터 도르래 벨트 부착 위치는 45 또는 33 rpm 레코드를 
재생할 때 다릅니다.

주의:
벨트 위치를 변경할 때 포함된 장갑을 사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벨트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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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과 기능

① 전원 스위치(OFF, ON)
전원 스위치를 ON(켜기)으로 전환하면 턴테이블이 회전합니다.

② 도르래
재생할 레코드의 rpm 속도에 맞게 변경됩니다.

33 1/3 rpm 레코드 ...................................[아래쪽]
45 rpm 레코드 ............................................ [위쪽]

③ 벨트

④ 턴테이블

⑤ 턴테이블 시트

⑥ 카트리지

⑦ 톤 암

⑧ 리프터 레버
톤 암을 올리고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⑨ 안티스케이팅 노브

⑩ 무게추
톤 암의 밸런스를 조정하고 스타일러스 압력을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⑪ 레코드 클램프

② 

⑩

⑨

⑧

⑦

⑥

③

④

⑤

①

⑪ 

레코드가 재생 중일 때 스타일러스에 일정한 힘을 가하여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이 노브는 해당 힘을 취소하는 조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턴테이블 시트 없이 레코드를 재생할 때 또는 휜 레코드를 
재생할 때 레코드를 고정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대로 사용하십시오.



11

연결 및 작동

■연결

1.

2.

3.

주의

■작동
■ 레코드 재생 시작

1. 턴테이블 전원 케이블을 AC 콘센트에 꽂습니다.

2.

3. 턴테이블에 레코드를 설정합니다.

* EP 레코드를 재생하는 경우 시중에서 판매되는 EP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4. 선택한 레코드에 올바른 방향으로 벨트를 모터 도르래에 부착
합니다.

5. 전원 버튼을 ON(켜기)으로 전환합니다.

턴테이블이 위의 작동 4에서 선택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
니다.

주의

6. 리프터 레버를 들어 올린 다음 헤드셀 손가락 후크를 사용하여 
톤 암을 레코드의 재생 위치로 이동합니다.

7. 리프터 레버를 낮춥니다.

톤 암이 스타일러스를 레코드 위에 천천히 내리고 레코드가 
재생을 시작합니다.

주의
• 레코드를 재생하는 동안 턴테이블이 흔들리거나 진동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레코드를 변경할 때는 항상 턴테이블을 멈추십시오.

• 스타일러스를 레코드에 놓을 때나 레코드에서 제거할 때는 
항상 앰프 볼륨을 낮추십시오.

■ 레코드가 완료된 경우

1. 리프터 레버를 부드럽게 들어 올립니다.

톤 암이 들어 올려지고 스타일러스가 레코드에서 분리됩니다.

2. 헤드셀 손가락 후크를 사용하여 톤 암을 암레스트에 되돌립니다.

3. 톤 암을 암레스트에 잠급니다.

4. 전원 버튼을 OFF(끄기)로 전환합니다. 턴테이블이 회전을 
멈춥니다.

전원 
스위치

TT-15S1

앰프

빨간색

흰색

연결을 시작하기 전에 이 턴테이블과 앰프 모두에 대한 전원이 
OFF(끄기)인지 확인하십시오.

톤 암에 연결되어 있는 PHONO 케이블(L: 흰색, R: 빨간색)을 
앰프의 해당 L 및 R [PHONO] 입력 단자에 연결합니다.

턴테이블 하단에 연결되어 있는 접지선과 톤 암에 연결되어 
있는 GND 케이블을 앰프의 GND 단자(접지 단자)에 연결합 
니다.

모터 전원 코드를 AC 220V 콘센트에 꽂습니다.

앰프 등의 후면 패널에 전원 콘센트가 있는 경우 턴테이블을 
해당 콘센트 중 하나에 꽂으십시오. 이 경우 앰프 등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고 전원 콘센트에 전원 용량이 충분한지 확인 
하십시오.

앰프의 전원을 켜고 [PHONO] 입력을 선택합니다. 또한 부착된 
카트리지에 맞게 앰프 포노 이퀄라이저를 [MM] 또는 [MC]로 
설정합니다. (포함된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MM]으로 
설정하십시오.)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모터 토크가 이 턴테이블에서 최소 레벨로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원이 켜지면 턴테이블이 회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을 사용하여 턴테이블을 시계 
방향으로 약간 부드럽게 회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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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먼저 아래 나열된 사항부터 
점검하십시오.

■ 각각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턴테이블을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 포함된 카트리지 정보

■점검 항목

스타일러스가 레코드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 톤 암 높이가 올바르게 조정됩니까?

• 스타일러스 압력이 올바르게 조정됩니까?

• 암의 밸런스가 올바르게 조정됩니까?

사운드가 없다.

• 카트리지와 헤드셀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출력 코드가 앰프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앰프 노브가 올바르게 조정되고 전환됩니까?

허밍 노이즈가 방출된다.

• 출력 코드 접지선이 앰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출력 코드 플러그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까?

• 헤드셀이 잠금 너트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까?

스타일러스가 점프한다.

• 스타일러스 압력이 올바른 스타일러스 압력에 맞게 
조정됩니까?

• 레코드가 휘거나 스크래치가 있습니까?

• 스타일러스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까?

암이 레코드의 중간 정도에서 진행을 멈춘다.

• 레코드에 스크래치가 있습니까?

• 암에 닿는 것이 있습니까?

사운드가 너무 조용하다. 또는 사운드가 너무 크다.

• 앰프 연결 전환이 사용하는 카트리지 유형에 맞습니까(MC/MM)?

턴테이블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 표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다음 표에 있는 항목 중 문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턴테이블에 결함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원을 끄고 
AC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은 후 판매업체에 문의하십시오.
턴테이블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Marantz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턴테이블에 포함된 카트리지에서 스타일러스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카트리지 자체를 교환하려는 경우 Marantz 공안 판매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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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외부 치수 다이어그램

■턴테이블 섹션

RPM....................................................33 1/3 rpm, 45 rpm
드라이브 시스템 ................................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
턴테이블 ....................................................... 고밀도 아크릴
턴테이블 폭 .............................................................. 28mm
RPM 편차 ...............................................................±0,2 %
S/N 비율 ...................................................................80 dB

■톤 암 섹션

■포함된 카트리지(Clearaudio)

주파수 응답 .................................................20Hz ~ 20 kHz
출력 전압(1kHz, 5cm/s) ..........................................3.6 mV
채널 분리 ...............................................................> 30 dB
채널 밸런스 ...........................................................< 0.2 dB
권장 스타일러스 압력................................................... 2.2g
임피던스 ................................................................0.66 kΩ
캔틸레버 ...............................................................알루미늄
카트리지 무게.............................................................. 6.0g

■일반 사양

전원 .......................................................... AC 220V, 60Hz
소비 전력 ......................................................................5W
크기

.............너비 440mm x 폭 350mm x 높이 110mm
                 (톤 암 제외)
순무게 ............................................. 8.9kg(톤 암/모터 제외)

440

350

350

110

암 유형................................................... 2포인트 반경 톤 암
유효 길이 ............................................................... 239mm
돌출부...................................................................... 17mm
스타일러스 압력 조정 범위 .....................0-5g(1눈금 = 0.1g)
호환되는 카트리지 무게 ....................... 33-18g(헤드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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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섹션에서는 Marantz 기기의 작동을 최적화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관리 및 유지보수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 기기의 외부 표면 세척

• 아크릴 소재에 적합한 중성 세제를 희석합니다.

•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을 용액에 담그고 축축해 질 때까지 
짭니다.

• 젖은 천으로 기기를 닦습니다.

• 마른 천으로 닦아서 기기를 건조합니다.

■ 수리

•

기타

기기의 외장 마감은 적절한 관리 및 세척을 통해 무한정 지속됩 
니다. 기기 마감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수세미, 쇠수세미, 연마용 
분말, 강한 화학물질(예: 가성소다 용액), 알코올, 시너, 벤진, 살충제 
또는 기타 휘발성 물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이 
함유된 천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기기가 더러워지면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외부 표면을 닦으십시오.
기기가 심하게 오염된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드물지만 TT-15S1의 조정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Marantz 공인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공장에서 훈련을 받은 기술자는 
턴테이블의 수리 및 교정에 필요한 지식 및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교체 부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기기를 정상 작동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경우 수리 비용이 
청구됩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Marantz 공인 판매업체 또는 Marantz 공인 
서비스 센터에 의뢰하십시오.
서면으로 의뢰하는 경우 기기 작동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기의 모델 및 일련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Marantz 공인 판매업체 또는 Marantz 서비스 센터는 Marantz 웹 
사이트 "www.marantz.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략 2년마다 턴테이블 샤프트의 베어링에 제공된 오일을 
칠하십시오(속도 변화를 인식하는 경우에만). 이 경우 턴테이블 
섀시의 중앙 샤프트 구멍에 오일을 4~5 방울 떨어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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