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파이(Hi-Fi)는 야마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야마하의 참여와 열정은 한 세기 전인 1887년 
최초의 리드 오르간을 만들었을 때로 돌아갑니다. 야마하는 피아노와 다른 악기의 세계 최고의 제조사일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방법으로 음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녹음 장비를 제조하여, 콘서트홀의 셋업과 사운드 튜닝을 통해 
아티스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하우와 경험은 오디오 기기를 생산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점을 제공
합니다. 야마하는 1954년 최초로 하이파이(Hi-Fi) 턴테이블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야마하는 “하이파이(Hi-Fi)”라는 
용어를 사용한 최초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야마하는 고품질 오디오 장비를 대량 생산하는 최초이자 유일한 회사
였으며, 다수의 전설적인 스테레오 기기들을 출시했습니다. 야마하는 당신이 야마하의 네추럴 사운드를 통해 진정한 하이
파이의 경험을 즐기기를 희망합니다.



야마하의 풍부한 경험과 하이엔드 모델의 컨셉을 기반으로 고음질과 세련된 디
자인을 제공합니다. 하이파이(Hi-Fi) 앰프는 우수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야마하의 풍부한 경험과 전통,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야마하의 고음질 
   (전통적인 네추럴 사운드 컨셉 / 고음질 회로 설계 /

    100W×2 높은 출력)

• 고음질을 위한 퓨어 다이렉트 모드
•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 바이닐(Vinyl) 재생을 위한 MM 포노입력 터미널
• 스크류 타입의 스피커 터미널
• 2개의 시스템을 위한 스피커 셀렉터와 터미널
• 심플한 디자인의 리모컨
• 헤드폰 출력 단자



야먀하의 풍부한 경험과 전통,
높은 기술력으로 만든 고음질
야마하는 악기 제조사로 125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
이파이 컴포넌트에 대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A-S201은  
이러한 풍부한 경험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제
품은 ‘네추럴 사운드’ 컨셉에 기반하여, 모든 음악의 실제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비록 엔트리급 모델이지만, 고음질과 음악적으로 풍부
한 사운드를 재현하기 위해 기본적인 사운드 재생을 위한 회로 설계
를 비롯하여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음질을 위한 퓨어 다이렉트 모드
퓨어 다이렉트 스위치를 켜면, 저음과 고음, 밸런스 백 버퍼 앰프의 
제어회로를 우회하는 오디오 신호를 재생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출
력은 유지하면서 음질을 향상시킵니다. 신호경호를 단축하는 것은 
가장 섬세한 음악적 뉘앙스를 재현할 수 있도록, 사운드의 순도를 향
상시킵니다.

바이닐(Vinyl) 재생을 위한 MM 포노입력
터미널과 스크류 타입의 스피커 터미널
A-S201은 레코드 플레이어를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MM 포노입력 단자를 제공
합니다. 이것은 총 5개의 입력단자에 다
른 유형의 오디오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류 
타입의 스피커 터미널을 제공하여 두꺼
운 스피커 케이블과 함께 연결할 수 있
습니다.

100W×2의 높은 출력*과
고음질을 위한 회로 설계
A-S201은 100W*×2의 높은 출력으로 동급 최고의 출력을 
제공합니다. 높은 출력을 위해 신호경로의 길이를 최소화하고 
회로의 레이아웃을 최적화하여 고음질을 제공하도록 설계하였
습니다. 높은 S/N 비를 제공하기 위해 신호 접지 및 전원 공급
장치의 접지를 상호 간섭을 제거한 지점에 연결됩니다. 그 결
과 사운드의 선명함과 개방적인 느낌의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 8Ω, 40Hz ~ 20kHz, 0.2% THD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
A-S201은 야마하 하이파이 오디오의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
인을 이어받았습니다. 우아한 헤어라인 마감은 다른 하이파
이 오디오 기기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조작 버
튼과 볼륨 노브는 심플하면
서도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
하려는 야마하의 의지를 보
여줍니다.

절전 모드
앰프가 오랜시간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원 관리기능이 자동으
로(대기 모드로 전환) 전원을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2, 4, 8, 
12시간 후 또는 전원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
기 시 소비전력은 좋은 에너지 절약 성능을 제공, 단 0.5W에 
불과합니다.

기타 주목할만한 기능들
• 심플한 디자인의 리모컨    • 스피커 A, B 또는 A+B 선택
• 헤드폰 출력 단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