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질에 가장 중점을 두고 설계된 CD-S700은 CD 음악과 USB 오디오의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우수한 음질  
• 사일런트 로더(Silent Loader) 와 고정밀 CD 드라이브 
• 노이즈 없는 높은 변환 정확도를 위한 차동 D/A 컨버터 
• 독립적 구조의 전원 장치 
• 퓨어 다이렉트 
• 알루미늄 전면 패널 
• 도금 출력 단자 

 
고급 기능  
• 전면 패널의 USB 포트 
• CD-R/RW 디스크 재생 호환성 
• MP3 및 WMA 디스크 재생 호환성 
• 여러 가지 편리한 재생 기능 

 
 

주요 사양   
주파수 응답 CD 2 Hz–20kHz 
고조파 왜곡 CD 0.002% 
신호 대 잡음비 CD 110dB 
다이나믹 레인지 CD 100dB 
출력 레벨 CD(1kHz, OdB)  2 ± 0.3V 

435 x 96 x 300mm 
크기 (폭 x 높이 x 깊이) 

17-1/8” x 3-3/4” x 11-13/16” 
무게 6.2kg(13.6lbs) 
제품 디자인 및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은장 처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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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음질  

최고의 음질에 중점을 둔 설계 
CD-S700은 Yamaha 최고의 CD 
플레이어인 CD-S2000 및 CD-
S1000의 기술과 특징 대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 재생 
전용 컴포넌트로서(비디오 또는 정지 
영상 재생 기능이 아니라) CD-S700은 
높은 순도의 사운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전면 패널의 USB 포트를 
통해 USB 메모리 장치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우수한 음질로 재생합니다. 본 
제품의 여러 가지 탁월한 기능에는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취소하는 퓨어 
다이렉트와 아날로그 사운드 출력의 
품질을 강화하는 디스플레이, CD 
읽기 정밀도를 높이고 작동 소음을 
줄이는 사일런트 로더와 고정밀 CD 
드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CD-S700은 A-S700 앰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컴포넌트를 단순한 음악 재생 
장치가 아니라 악기로 생각하는 
Yamaha의 기본 철학에 있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즉, 
사용자가 Yamaha 제품에서 기대하는 
정교한 음악적 품질을 제공합니다. 
 

사일런트 로더와 초정밀 CD 

드라이브  

트레이 작동 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 소음이 발생하는 기어 대신 
싱크로 와이어를 사용하는 Yamaha의 
독창적인 사일런트 로더는 CD-
S2000과 CD-S1000에 사용된 부품과 
동일합니다. 또한 얇고 튼튼한 디스크 
트레이를 사용하여 열고 닫는 소리가 
매우 조용합니다. CD 픽업의 작동 
소프트웨어도 개선하여 작동 중 픽업 
작동음이  
감소되었습 
니다. 만족스 
러운 조작감과  
함께 최고의  
작동 성능을  
느낄 수 있습 
니다. 
 

차동 D/A  

컨버터 

수년 동안 Yamaha가 
발전시켜 온 디지털 기술이 
적극 반영된 차동 D/A 
컨버터는 우수한 변환 
정밀도, S/N 비 및 다이내믹 
레인지를 보장합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는 Burr 
Brown 192kHz/24비트 DAC, 
어쿠스틱 콘덴서, 대칭형 
구성 오디오 보드 등을 
비롯한 다른 모든 부품 역시 
자연스럽고 음악적으로  
풍부한 재생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한 청취 테스트를 거쳐 
엄선되었습니다. 
 

독립형 구조의 전원 장치 

본 제품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3선 
감기 방식 변압기는 전원 회로를 
회로용, 디지털 회로용, 전송용으로 
분리하여, 음질을 저하시키는 
스테이지 간 간섭을 제거합니다.  
오디오 장치에는 분리된 구조의 
새로운 넌피드백 전원 공급 장치가  
장착되어 전원  
손실을 낮추고  
역동적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퓨어 다이렉트 

CD-S700은 Yamaha 앰프 및 
리시버의 유명한 기능인 퓨어 
다이렉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면 
패널 또는 리모콘의 버튼을 누르면 
디지털 오디오 출력이 차단되고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이를 통해 
노이즈 간섭이 최소화되어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의 최고 음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전면 패널 

알루미늄 전면 패널은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음향 성능도 
향상시킵니다. 
 
고급 기능  

USB 장치로 음악 감상하기 

CD-S700의 전면 패널에는 USB 
포트가 있어서 USB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USB 메모리 장치, USB 
카드 리더에 장착된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MP3/WMA 디지털 음악 
데이터를 우수한 음질로 재생하여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CD-R/RW 
디스크에 기록된 MP3/WMA 파일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탁월한 기능 

• 도금 출력 단자 
• 착탈식 AC 전원 케이블 
• 편리한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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