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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Series 스피커 설치 지침
주요 안전 정보
경고
제품 경고 및 기타 주요 정보를 보려면 제품 상자에 있는 주요 안
전 및 제품 정보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
이 장치는 반드시 다음 지침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차량 또는 선박의 전원 공급을 분리하십시
오.
주의
100dBA 이상의 음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영구적인 청력 손실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볼륨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입니다. 볼륨이 높은 상태
로 듣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이명 현상을 경험하거나 말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 듣기를 멈추고 청력을 검사하십시오.
시추, 절단 또는 샌딩 시 항상 안전 고글과 귀 보호 장비, 방진 마
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주의사항
구멍을 뚫거나 깎을 때는 항상 반대쪽 표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최적의 성능을 보장하려면 전문가가 오디오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설치 지침을 읽어보십시오. 설치 도중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www.fusionentertainment.com을 방문하
여 제품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공구

전동 드릴
드릴 비트(표면 자재에 따라 크기가 달라짐)
Phillips 드라이버
표면재를 절단하기 위한 적절한 톱 또는 유틸리티 나이프
18 AWG(0.82mm2) 또는 더 큰 사이즈의 스피커 선
4.8mm 및 6.3mm 암 스피커 스페이드 커넥터(권장)
LED용 22 AWG(0.33mm2) 또는 더 큰 사이즈의 케이블(스포
츠 모델에만 해당)
• LED 케이블용 4mm 암 수 bullet 커넥터(권장, 스포츠 모델만
해당)
• 와이어 스트리퍼(선택사양)
• 크림핑 도구(선택 사항)
• 전기 테이프(선택사양)
• 선박용 밀폐제(선택 사항)
참고: 맞춤 설치의 경우 추가 도구와 재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
•
•
•
•

장착 고려사항

경우, 특히 스피커가 세척을 위해 노출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외부 환경에 노출된 포트 또는 통풍구가 있는 케이스를 사용하면
물이 고여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음원 장치, 앰프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려면 먼저 오디오 시스템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디오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모든 단자와 연결부를 접지와 서로에게서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
지 않으면 오디오 시스템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제품 보
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장착 위치 선택 시 다음 고려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제품 사양에 명시된 대로 스피커의 장착 깊이를 위한 충분한
간격을 제공하는 장착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최상의 밀봉을 위해서는 평평한 장착 표면을 선택해야 합니다.
• 스피커 선은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패널을 통해
배선할 때는 항상 고무 그로밋을 사용해야 합니다.
• 자기 나침반의 간섭을 방지하려면 제품 사양에 나열된 나침반안전거리 값보다 나침반에 가깝게 스피커를 장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장착 위치를 선택하면 각 스피커의 성능이 최적화됩니다.
FUSION 스피커는 광범위한 장착 위치에서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더 많이 구상할수록 스피커의 소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 배치 및 사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usionentertainment.com을 참조하십시오.
®

스피커 장착

스피커를 장착하기 전에 위의 지침에 따라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
다.
1 스피커 선(해당하는 경우 LED 선)을 소스에서 스피커 위치로
배선합니다.
2 형판을 잘라내고 선택한 위치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3 템플릿 하단에서 FUSION 로고로 템플릿의 방향을 정합니다.
4 선택한 위치에 형판을 고정합니다.
5 장착 표면에 절단을 준비하기 위해 장착 표면에 적합한 드릴
비트를 사용하여 형판에 있는 점선 안쪽에 구멍을 뚫으십시오.
6 실톱 또는 회전 공구를 사용하여 형판에 있는 안쪽 선을 따라
장착 표면을 자릅니다.
7 절단 부분에 스피커를 위치시키고 크기가 맞는지 테스트합니
다.
8 필요한 경우 줄과 사포를 사용하여 절단 부분의 크기를 조정합
니다.
9 절단 부분에 스피커를 올바르게 맞춘 다음 스피커에 있는 장착
구멍과 형판에 있는 유도 구멍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10 스피커에 있는 장착 구멍이 일치하지 않으면 새 구멍 위치를
표시합니다.
11 장착 표면 및 나사 종류에 적합한 크기의 드릴 비트를 사용하
여 구멍을 뚫습니다.
12 장착 표면에서 형판을 제거합니다.
13 극성을 관찰하면서 스피커 선을 연결합니다 (스피커 배선, 2
페이지).
14 필요한 경우 LED 전선을 스포츠 모델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LED 배선, 2페이지))).
스피커를
절단 부분에 놓습니다.
15

주의사항
날씨 또는 물에 노출된 영역에 스피커를 장착하는 경우 스피커를
수직 표면에 장착해야 합니다. 스피커를 위로 향하게 하여 수평
표면에 장착하는 경우 스피커 내부와 주변에 물이 모여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트 밖에 스피커를 장착하려면 스피커를 물에 잠기거나 도크, 말
뚝 또는 기타 장비에 의해 손상되지 않는 수선 위의 위치에 장착
해야 합니다. 이 스피커는 올바르게 장착되면 스피커 전면에 보호
등급이 지정됩니다. 물에 노출되거나 스피커 뒤쪽이 손상되면 보
증이 무효가 됩니다. 여기에는 스피커가 밀봉된 케이스에 장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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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장착 표면에 스피커를 고정합니다.
참고: 특히 장착 표면이 평평하지 않은 경우 나사를 너무 세게
조이지 마십시오.
클래식 모델 스피커의 경우 그릴을 스피커 전면에 장착하십시오.

스피커 배선
스피커를 스테레오에 연결할 때 다음 고려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 스피커 선은 스피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스테레오
에 연결하려면 18 AWG(0.82mm2) 또는 이보다 긴 스피커 선
을 사용해야 합니다.
• 스피커의 리드는 수 스페이드 커넥터를 사용하여 종단됩니다.
최적의 연결을 위해 암 스페이드 커넥터(포함되지 않음)를 사
용하여 스피커 선을 스피커 리드에 연결해야 합니다.
• 이 표를 사용하여 스피커에 있는 리드의 극성 및 스페이드 커
넥터 크기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모델 스피커에 그릴 연결
참고: 이 기능은 클래식 모델 스피커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스피커가 장착된 상태에서 하단 또는 6시 방향에서 FUSION로
고가 있는 그릴을 잡습니다.
2 FUSION 로고가 5시 방향에 오도록 그릴을 시계 반대 방향으
로 약 10° 돌리십시오.
3 스피커 가장자리에 그릴을 놓습니다.
4 그릴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고정하십시오.

스피커 선 색상

스피커 선 극성

스페이드 커넥터 크기

스피커 정보

흰색

양극(+)

6.3mm

검은색 띠가 있는 흰색

음극(-)

4.8mm

True-Marine™ 제품

LED 배선
LED 전선 연결
12VDC 전원의 음극(-) 단자에 컬러 LED 전선을 연결하여 LED의
색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극(-) 전선을 여러 LED 전선에 연
결하여 LED 색상과 톤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회로를 완
성하려면 검은색 LED 전선을 동일한 12VDC 전원의 양극(+) 단
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기능은 스포츠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하나의 전용 색상을 위해 LED 전선을 연결하는 대신 리모
컨을 설치하여 LED를 켜고 끄거나 색상을 변경하고 조명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USION 대리점 또는
www.fusionentertainment.com에서 확인하십시오.
LED 케이블의 검은색 선은 4mm 암 불렛 커넥터로 종단되고, 컬
러 전선은 4mm 수 불렛 커넥터로 종단됩니다. 이들을 사용자 전
선에서 4mm 불렛 커넥터(포함되지 않음)에 연결하거나 불렛 커
넥터를 제거하고 나선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양극(+) 전선을 12VDC 전원에서 LED 케이블의 검은색 전선
으로 연결합니다.
2 동일한 12VDC 전원의 음극(-) 전선을 원하는 LED 색상에 따
라 LED 케이블의 컬러 전선 또는 일반 전선에 연결하십시오.
LED 색상

LED 전선 색상

빨간색

빨간색

녹색

녹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및 녹색

자홍색

빨간색 및 파란색

청록색

파란색과 녹색

차가운 흰색

청색

따뜻한 백색

노란색

참고: 차가운 흰색 또는 따뜻한 흰색 전선을 연결하여 LED 색
상 조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경우 양극 및 음극 전선을 연결하여 12VDC 전원에 연
결합니다 (전원에 LED 케이블 연결, 2페이지).
2

전원에 LED 케이블 연결
참고: 이 기능은 스포츠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12Vdc 전선을 케이블의 전원 공급 장치 끝에 있는 3A 퓨즈
에 연결된 LED에 연결해야 합니다. 아이솔레이터 스위치 또는 회
로 차단기를 통해 양극(+) 전선을 12Vdc 전원에 연결하여 LED를
켜고 꺼야 합니다. 스테레오에 대한 전원 공급을 제어하는 동일한
아이솔레이터 또는 회로 차단기를 사용하여 LED와 스테레오를
동시에 켜고 끌 수 있습니다.
LED를 배터리에 연결하려면 22 AWG(0.33mm2)의 두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양극(+) 및 음극(-)으로 접지된 전선을 LED 전선 연결부에서
배터리로 연결합니다.
2 음극(-) 전선을 음극(-) 배터리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3 3A 퓨즈와 아이솔레이터 스위치 또는 회로 차단기를 통해 양
극(+) 전선을 양극 단자에 연결합니다.

True-Marine 제품은 해양 제품의 업계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험난한 해상 조건에서 엄격한 환경 테스트를 거칩니다.
True-Marine 보증 인장이 있는 제품은 사용이 간편하도록 설계되
었으며, 첨단 해양 기술이 결합되어 업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
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True-Marine 제품은 FUSION의 전 세계 3
년 제한 소비자 보증이 지원됩니다.

스피커등록

사용자 지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www.fusionentertainment.com으로 이동하십시오.
• 원본 또는 사본 구매 영수증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규격 도면
Signature Series 측면 보기

치수

6.5" 스피커

7.7" 스피커

76mm(3인치)

83mm(31/

8.8" 스피커
103mm(4인치)

133mm(51/4인치)

153mm(6인치)

185mm(71/4인치)

4인치)

스포츠 모델 스피커가 표시되지만 규격이 클래식 모델 스피커의
치수와 동일합니다.
Signature Series 설치 지침

참고: 스피커의 깊이보다 깊은 최소 3mm(1/8인치)의 간격을 두어
야 합니다.

스포츠 모델 전면도

2 순한 세제를 사용하여 많이 쌓인 소금이나 얼룩을 제거하십시
오.

사양

6.5" 스피커
최대 출력(와트)

230W

RMS 출력(와트)

75W

감도(1W/1m)

90dB

주파수 응답

70Hz ~ 22kHz

최소 장착 깊이(간극)

79mm(31/8인치)

장착 직경(간극)

136mm(53/8인치)

나침반-안전거리

310cm(122인치)

7.7" 스피커

치수 6.5" 스피커

7.7" 스피커

8.8" 스피커

176mm(615/16인치)

196mm(711/16인치)

224mm(813/16인치)

156mm(61/8인치)

176mm(615/

16인치)

16인치)

202mm(715/

최대 출력(와트)

280W

RMS 출력(와트)

100W

감도(1W/1m)

91dB

주파수 응답

60Hz ~ 22kHz

최소 장착 깊이(간극)

86mm(3 7/16인치)

장착 직경(간극)

156mm(6 1/8인치)

나침반-안전거리

358cm(141인치)

8.8" 스피커

클래식 모델 후면 보기

최대 출력(와트)

330W

RMS 출력(와트)

130W

감도(1W/1m)

91dB

주파수 응답

50Hz ~ 20kHz

최소 장착 깊이(간극)

106mm(4 3/16인치)

장착 직경(간극)

188mm(7 7/16인치)

나침반-안전거리

412cm(162인치)

모든 모델

치수

6.5" 스피커

7.7" 스피커

200mm(77/8인
치)

220mm(811/16인 247mm(93/4인
치)
치)

8.8" 스피커

156mm(61/8인
치)

176mm(615/16인 202mm(715/16인
치)
치)

스피커 청소
참고: 올바르게 장착된 경우, 이 스피커는 일반적인 조건에서 먼
지 및 수분 침투 보호가 가능한 IP65 등급입니다. 용기를 씻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고압 물 분사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
니다. 조심스럽게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세척하지 않을 경우 제품
이 손상되고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스피커에 거칠거나 용매를 사용하는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
오. 이러한 세척제를 사용하면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

4 ohms

LED 공급 전압(스포츠 모델 스피커만 해당)

10.8~16Vdc

14.4Vdc에서 LED 부하 전류(스포츠 모델 스피
커만 해당)

300mA

작동 온도 범위

0 ~ 50°C(32 ~ 122°F)

저장소 온도 범위

-20 ~ 70°C(-4 ~ 158°F)

콘 재질

고무로 싸인 CURV 콘

트위터 유형

실크 돔

방수 및 먼지 등급

IEC 60529 IP65

앰프 전력 등급 권장 사항
6.5" 스피커

30 ~ 90W RMS, 음악 재생

7.7" 스피커

25 ~ 120W RMS, 음악 재생

8.8" 스피커

25 ~ 140W RMS, 음악 재생

최적의 케이스 권장 사항
사양

7.7" 스피커

8.8" 스피커

밀봉된 케이스 용 18 L(0.64 ft.3)
적1

6.5" 스피커

20 L(0.71 ft.3)

22 L(0.78 ft.3)

포트 타입(환기)
케이스 용적2

25 L(0.88 ft.3)

30 L(1.06 ft.3)

35 L(1.23 ft.3)

포트 직경

76mm(3인치)

76mm(3인치)

76mm(3인치)

포트 길이

162mm(6.4인치) 160mm(6.3인치) 170mm(6.7인치)

1 깨끗한 물에 적신 젖은 천으로 스피커에 남아 있는 모든 소금
물과 소금 잔여물을 닦아냅니다.

1 흡수재로

2 흡수재로

Signature Series 설치 지침

완전히 채운 경우
안을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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