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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Force MCA-20 다중 채널 증폭기

FCC 고지사항 - 자기 적합성 선언 관련 정보

이 장치는 FCC 규약 15부에 의거하여 시험을 통해 클래스 B 디지털 장치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옥내 설치 시의 유해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기준입니다.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하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장소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치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대한 유해 간섭을 유발할 경우(해당 장치를 껐다 켜서 알 수 있음), 다음 조치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이용해 
간섭을 교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 변경.

•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넓힘.

• 장치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 이외의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

• 대리점 또는 라디오/TV 전문 기술자에게 문의해 도움을 요청.

경고: FCC 클래스 B 기준을 준수하는 주변기기만 본 장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당사나 당사로부터 인가 받은 단체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방식으로 장치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경우 장치를 
사용할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FCC 규약 15부를 준수합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작동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어떤 
간섭을 받더라도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2

NuForce MCA-20 다중 채널 증폭기

제품 소개

탁월한 사운드의 최신 다중 채널 증폭기

NuForce MCA-20 다중 채널 증폭기는 고유한 NuForce 사운드 8개 채널을 헌신적인 마니아에게 제공합니다. 
MCA-20은 홈 시어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나치게 많은 일반 소비자 등급 증폭기에 대한 오디오 마니아급의 
대체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최고 품질의 부품 및 고효율성의 고급 스위칭 기술로 MCA-20은 진정한 NuForce 성능 
및 가치를 제공합니다.

MCA-20은 채널당총 278 와트(4-Ohm)를 전달하며, 그 내력은 상을 받은 NuForce의 V3 시리즈 모노 
증폭기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뛰어난 동류에 맞추어 사용자의 모든 녹음물과 사운드 트랙을 천둥 소리 같은 저음대, 
수정 같이 맑은 고음대, 진공관 증폭기와 같은 따뜻한 중음대로 표현하는 즉, 모든 음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MCA-20의 소유권이 있는 피드백 회로는 MCA-20의 놀라운 사운드의 토대로 작용합니다. 자기 공명 디자인,  
400 kHz PWM 스위칭 주파수는 끊임없이 입력 신호, 출력 전류 수요 및 확성기 임피던스 변화에 맞추어 최고의 
속도와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 MCA-20의 투명한 사운드는 극도로 폭발적인 역동성에서 지극히 작은 디테일까지 
아우르며 이는 NuForce의 명성에 기초해서 실제와 똑같은 사운드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확실히 MCA-20은 수없이 많은 음악 시스템과 A/V 시스템에서 선도적인 제품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A-20이 오늘날의 각종 최신 홈 시어터 컴포넌트와 짝을 이루게 되면, MCA-20의 파워, 투명도, 
그리고 정교성 면에서 동일 가격대 제품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운드 성능과 가치가 중요한 경우,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혁신적인 기능

• 고전력 – 채널당 278 와트(8개 채널)

• 적당한 크기와 최신식 구조

• 소유권이 있는 고속, 역 피드백 디자인

• 효율성이 매우 뛰어난 PWM 회로 토폴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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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시작 안내서

제품 개요

스텔스 패널

평면 패널

후면 패널

TRIGGER IN

FRONT SURR SUB

CEN

SURR BACK

7.1 ANALOG OUT

L

R

SPEAKER OUT

FRONT FRONTSURRSURR CEN SUB SURR BACKSURR BACK

R LLR LR
FUSE T7A 250V

AC 100(115)V / 230(240)V

CAUTION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ATTENTION
RISQUE DE CHOC ELECTRIQUE

NE PAS OUVRIR

• 장치를 켜려면 후면 AC 스위치를 켠 다음 전면 패널의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

연결

• 입력: RCA 8개

• 출력: 5웨이 바인딩 포스트 8개

• 스피커 출력: 좌/우측 스피커 케이블을 출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MCA-20이 단락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전원을 
켜기 전에 스피커 케이블의 극성이 스피커와 MCA-20에 제대로 단말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를 
연결하기 전에 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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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입력 RCA 8개

출력 5웨이 바인딩 포스트 8개

전원 출력 278W/Ch. X 8(4 ohm), 150W/Ch. X 8(8 ohm)

피크 전력 출력 352W/Ch. X 8(4 ohm), 187W/Ch. X 8(8 ohm)

게인 26.5 dB

입력 임피던스 20k ohm

민감도 정격 전력에 대한 0.89 V

THD+N 0.01%

주파수 응답 10 Hz - 50kHz

S/N 비율 > 91 dB

치수(깊이 x 너비 x 높이) 15 인치(38.1 cm) x 17 인치(43.2 cm) x 3.94 인치(10 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