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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안전주의사항
진행하기 전에 이 안전 주의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보십시오.

반드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개인 재산상에 손해가
없도록 다음 주의사항을 주의깊게 읽고 철저하게
준수하십시오.
본 가이드를 자세하게 읽은 후에는 제품 사용자가
언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십시오.

다음 주의사항은 사용자나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분해 금지
• 본 제품을 개조하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부상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수 경고
• 화장실이나 비가 내리는 외부 장소와 같이 물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액체가 담긴 용기(예: 화병 또는 약병)에 본 제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본 제품에 액체를 흘리면 화재,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 경고
• 본 제품 근처에서 불꽃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 손실
• 다른 장치에 본 제품을 연결하려는 경우 먼저 모든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원을 켜거나 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음량을 최소로
설정하십시오. 본 제품의 전원을 끄기 전에 본 제품과
연결된 모든 장치의 음량을 최소로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시스템의 전원을 켤 때에는 반드시 파워 앰프나
전원 스피커의 전원을 가장 나중에 켜십시오.  오디오
시스템의 전원을 끌 때에는 파워 앰프나 전원 스피커의
전원을 가장 먼저 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또는 스피커 오작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음량을 크게 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수준의 음량으로
장시간 헤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력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다음 주의사항은 사용자나 타인이 신체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합니다.

설치
• 불안하거나 진동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서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제품이 떨어지거나 기울어져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을 옮기기 전에 전원 스위치를 끄고 연결된 모든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발 또는 손이 케이블에 걸릴 수 있으며, 
본 제품이 떨어지거나 기울어져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연결
• 외부 장치를 연결하려는 경우 먼저 각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 지침에 따라 연결하십시오.
지침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검사나 수리를 받으려면 아래 고객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 제품 구매처
- Yamaha 구입처

• 본 제품은 일반 가정용 장치로 사용하도록
고안되었으므로 인명이나 귀중한 재산과 관련하여
고도의 신뢰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나 활동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Yamaha는 본 제품의 부적절한 사용이나 무단
개조로 인한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경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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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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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상 주의
• 금속 조각이나 종이와 같은 이물질을 본 제품의 틈새로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이 본 제품에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본 제품에 체중을 싣는 행위
- 본 제품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는 행위
- 본 제품을 쌓아놓는 행위
- 버튼, 스위치 또는 I/O 커넥터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행위
그렇지 않으면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케이블을 당기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제품이 떨어지거나 기울어져 부상을
입거나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사용상주의사항
주의사항
본 제품의 오작동 및 손상을 방지하고 데이터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 설명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전원 공급장치
• 본 제품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본 제품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P] (대기/켜짐) 
스위치가 꺼진 경우에도 본 제품에는 여전히 소량의
전류가 흐릅니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USB 케이블을 꽂거나 빼내지
마십시오.

설치
• 제품 사용 환경에 따라 전화, 라디오 또는 TV에서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위치 또는
방향이나 주변 환경을 바꾸십시오.

• 다음 요인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는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 매우 뜨겁거나 차가운 온도
- 과다한 먼지
그렇지 않으면 오작동 또는 제품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빠르고 급격한 외부 온도 변화로 인해 물방울이 맺힐 수
있는 장소에는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맺힐 때 사용하는 경우 본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물방울이 맺혔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본 제품의 전원을
켜지 말고 몇 시간 동안 놔두십시오. 물방울이 완전히
말랐다면 본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취급상 주의
• 본 제품에 비닐, 플라스틱 또는 고무 제품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패널이 변색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이퀄라이저 컨트롤 및 음량을 최대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장치의 상태에 따라 피드백이
발생하여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페이더나 노브에 오일, 그리스 또는 접점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기적 접점이나
노브 동작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 마르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본 제품을

청소하십시오. 벤진, 시너, 세제 또는 화학성 천을
사용하여 제품 표면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표면이 변색되거나 저하될 수 있습니다.

 [USB 2.0] 및 [5V DC] 단자
[USB 2.0] 커넥터에 컴퓨터를 연결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멈춰 데이터
오류 또는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믹서가 멈추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OS를
재시작하거나 믹서의 [P] (대기/켜짐) 스위치를 대기
모드로 전환했다가 다시 켜십시오.
•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USB 2.0] 단자에 컴퓨터를 연결하기 전에 컴퓨터의

절전 모드(예: 중지, 슬립, 대기)를 종료하십시오.
• [USB 2.0] 및 [5V DC]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P] 스위치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 [USB 2.0] 및 [5V DC] 단자에서 케이블을 뽑기 전에

열려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종료하고 [P] 스위치를
대기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 믹서의 [P] 스위치를 대기 모드에서 켜짐 모드로
전환하거나 켜짐 모드에서 대기 모드로 전환할 때마다
6초 이상 기다리십시오.

 커넥터
XLR형 커넥터의 배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IEC60268 
표준). 핀 1: 접지, 핀 2: 핫(+), 핀 3: 콜드 (-).

 팬텀 전원
팬텀 전원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 스위치를 꺼짐(N)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이 스위치를 켜는(O) 경우 잡음은 물론 외부 장치 및
믹서의 손상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아래 수록된
중요한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팬텀 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에 팬텀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를 연결할 때에는 이 스위치를
꺼짐(N)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AG06MK2/AG03MK2 안전 가이드



중요한 정보  
• 팬텀 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에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이 스위치를 꺼야(N) 
합니다.

• 이 스위치를 켜기(O)/끄기 (N) 전에 팬텀 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채널의 음량을 최소로 설정하십시오.

중요한정보
주
이 부분에서는 사용 중 준수해야 할 주의사항, 기능 제한
및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설명합니다. 

제품 특징
• Yamaha는 본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Yamaha 
웹사이트에서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명판

(1003-M06 plate bottom ko 01)

상표
• Microsoft 및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 Mac, macOS, iPad, iPadOS, App store 및

Lightning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iPhone 상표는 Aiphone Co, Ltd.의
허가를 받아 사용됩니다.

• 본 제품의 사용설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G06MK2 AG03MK2 빠른 설명서(본 제품과 함께

동봉)
- AG06MK2 AG03MK2 안전 가이드(본 문서)
- AG06MK2 AG03MK2 사용자 가이드(HTML)

본 안전 가이드의 내용
• 본 안전 가이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폐기 또는 이전
• 본 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경우 본 안전 가이드와

제공된 액세서리를 함께 동봉하십시오.
• 해당 지역 당국의 규정을 따라 본 제품 및 관련

액세서리를 폐기하십시오.

본 제품의 모델 번호, 일련 번호, 전원 규격 등은 기기
밑면에 있는 명판이나 명판 주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련 번호를 아래
공란에 기입하고 본 사용설명서를 구매 기록으로 영구
보관해야 합니다.

모델 번호

일련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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