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MM3266S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본 사용설명서에는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본 사용 설명서와 함께 제품을 작동해보시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S. 070-509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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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2※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는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바랍니다. 

- 본 제품의 각 기기간의 접속이 끝나기 전에는 

   전원코드를 전원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고장

   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만일 기기의 내부를 만지게 되면 감전 될 

   우려가 있습니다.

기기의 뚜껑을 열지 마십시오.

- 

   들어갈 경우에는 감전과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제품 외함의 환기구로 금속물질이 들어가 

   지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머리핀, 동전과 같은 이물질이 본 기기에

-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기기를 만지지 마십시오.

- 
 마십시오.

- 코드가 손상되어 합선 또는 단선위험의 원 

   인이 됩니다. 

-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뽑으십시오.

전원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빼지 

- 만일 기기 내에서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날 때

   에는 전원코드를 빼시고 가까운 A/S지점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의 외부를 닦으실 때에는 가솔린, 

   벤젠, 신나 등으로 닦지 마시고 건조된 깨

   끗한 천으로 닦아주십시오.

-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제품을 설치 할 때는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시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설치하십

   시오.

- 온도변화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

   시오.

- 난방기구 주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

   십시오.

- 진동이 많은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 기기 위에 물그릇이나 꽃병, 어항등을 놓지 마

   십시오.

- 기기에 있는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 제품 사용 중 많은 열이 발생하므로 제품외함

   의 환기구를 절대로 막지 마시고 벽면으로 부

   터 20cm이상 거리를 두십시오.

취급시 주의사항 설치시 주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구입하신 대리점 또는 당사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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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빅 고유의Digital Audio Mixer를 내장하였습니다.

세밀한 음향 신호 조절이 가능하여 공간에 맞는 튜닝이 가능합니다.

Equalizer : 7 Band PEQ, Low Pass Filter, High Pass Filter

Effector : Reverb

Pitch Control : Up(3단계), Down(3단계)

미디어 재생과 스피치(마이크) 기능을 활용하여 행사, 공연 등 다목적 사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오디오 신호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입력 : 마이크 6ch, Aux 2ch, Surround 6ch

출력 : 7ch (FL,FR,RL,RR,CEN,Subwoofer,Spare)

5.1ch 서라운드 오디오를 지원하는 신호(HDMI) 입력 시, 5.1ch 서라운드 오디오 신호의 출력이 가능합니다.

Scene 기능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8개의 3인치 풀레인지 드라이버를 배열한 수직 메인 컬럼 라인 어레이 스피커

15인치 서브 우퍼 스피커와 3개의 풀 레인지 소형 컬럼 스피커

초경량 무게와 Class-D 타입의 7채널(5.1채널) 내장형 디지털 파워 앰프

디지털 오디오 믹서와 DSP가 결합된 멀티미디어 메인 프로세서

HD 디지털 영상 입출력을 위한 내장형 HDMI 스위쳐와 스플리터

UHD급 해상도(1920 x 1200) 지원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시스템

메인 스피커와 서브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로 구성된 다양한 시스템으로 구성 및 활용 가능

HD 디지털 신호(영상+오디오) 입력으로 별도의 장비 없이 간편하게 5.1ch 서라운드 시스템 구성

제품의 개요

제품의 특징

3

음향 DSP 기술과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을 결합한 DSP 기반 시스템 디지털 HD 영상 입출력과 5.1채널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구현 영상과 음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사용 가능한 획기적인 멀티미디어 솔루션

4:1 HDMI Switcher를 내장하여 최대 4개의 HDMI 영상신호 입력 받아 선택하여 출력

4ch Splitter를 내장하여 선택한 영상신호를 최대 4개로 분배하여 출력

영상과 오디오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합치는 Embedded 기능과 반대로 분리하는 De-embedded 기능

별도의 스위쳐 혹은 매트릭스 등의 라우터 없이 영상 시스템 구성 가능

디지털 비디오 솔루션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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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1. 사용설명서 2. AC 코드 3. INLET/OUTLET POWER CORD(파워콘)

AC IN 단자에 제공한 전원 코드를 연결합니다.

후면 VIDEO IN 입력단(IN1, IN2, IN3, IN4)에 HDMI 입력 소스 장비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후면 VIDEO OUT 단에 HDMI 출력을 연결할 프로젝터,모니타,TV 및 기타 출력 장치를 연결하여 주십시오.

후면 OUT PUT 단자에 제공한 오디오 케이블(6개)를 F/L, F/R, R/L, R/R, CEN, WOOFER 단자에    삽입하여 주십시오.

후면 아래쪽 앰프 단에 오디오 케이블(6개)를 F/L, F/R, R/L, R/R, CEN, WOOFER 에 맞게 연결하여 주십시오.

MIC/LINE 입력단에 마이크 및 오디오 소스를 채널에 맞게 연결하십시오.

PC GUI 연동을 위하여 USB CABLE 및 USB TO RS-232C CABLE을 컴퓨터와 연결하여 주십시오.

(2개의 포트중 하나만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GOLF 프로그램 실행 가능한 PC는 VIDEO IN, IN2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VIDEO OUT 단자는 동일한 비디오가 출력됨으로 원하시는 단자에 연결하시어 사용 가능합니다

앰프 OUTPUT 단자에 스피콘(스피커) 케이블을 임피던스에 맞게 연결하십시오.

앰프 OUTPUT 단자(R/L, R/R, CEN)에 스피커 케이블을 임피던스에 맞게 연결하십시오.

연결된 입력 소스를 재생하여 주십시오.

기기에 음량과 입력소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정하여 주십시오.

제품의 동작방법

사용 시 결선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내부는 비전문가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뚜껑을 열거나 내부를 열지 마십시오.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을 비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개조 시에는 A/S 기간이라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도 당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장시간 큰소리로 오랫동안 들으시면 청각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4. 1/4“(6.35mm) TS 케이블(6조) 5. 8PIN 1EA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6. 스피콘잭 2EA 7. USB2.0 AM-BM
    CABLE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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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면부분의 명칭과 기능 전면부

1 900MHz WIRELESS RECEIVER(옵션제품)

4

5

- GUI에서 설정한 메모리값을 선택합니다.

- 미리 설정된 비디오 및 오디오 설정치를 선택합니다.

- scene의저장은 GUI 화면의 Setup부에서설정합니다.

SCENE

- 전체 볼륨 및 시스템의 기능을 선택 조정할수 있습니다.

- 짧게 누르면 장비 메뉴에 들어 갑니다.

- 길게 누르면 SCENE 선택 메뉴에 들어갑니다.

- 돌려서 전 체널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 7번 MUTE CONTROL 버튼중 원하는 입력채널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돌리서 각각 입력의 볼륨이 조정합니다.

MASTER

2

1

2 VIDEO SELECT

- 입력 VIDEO 선택 스위치

- 해당 입력 스위치를 누르면 녹색 LED가 켜지면서 해당 영상입력이 선택 됨니다.

3 PITCH CONTROL

- 노래를 부르시는분의 음성의높이를 조절합니다.

-음정 조절(Key control)

- 상/하 3단계 조절가능

6

7

리버브의 음량을 조정합니다.- 

REVERB

- 입력 MIC 및 AUX, VIDEO 입력의 오디오 신호를 MUTE 하는 스위치 

MUTE CONTROL

- CH 1, CH 2 무선 마이크 채널 수신상태 및 볼륨 조절 해당 채널 마이크 연결되면 PAIRING LED가 켜짐니다.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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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부분의 명칭과 기능 후면부

1 VIDEO IN

4

5

- 마이크 및 LINE 입력을 연결합니다.

MIC/LINE

- 외부 오디오 장비의 출력을 연결합니다.

AUX

2 VIDEO OUT

- HDMI(VIDEO) 출력 영상 장비를 연결합니다.

- 프로젝터, TV, 모니터

3 OUTPUT

- 오디오 출력을 제공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MM3266S와 연결합니다.

- MM3266S의 입력단자와 일치하도록 연결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6

7

- PC GUI 연결(USB TO RS-232 케이블)
- PC와 거리가 1.5M 이상 인경우 RS-232 케이블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RS-232

- PC와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 PC와 거리가 1.5M 이하 인경우 사용합니다.

PC-GUI

- HDMI(VIDEO) 입력 소스 장비을 연결합니다.

8
- 기기의 전원을 ON/OFF 합니다

전원 ON/OFF 스위치

9
- 휴즈 교환시에는 반드시 표기된 정격 휴즈로 교환 하시기 바랍니다
- FUSE T5AL, 250V

FUSE

10
- 제공한 파워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C 전원 입력 (AC 220V~, 50/60Hz)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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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SE

T 10AL, 25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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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부분의 명칭과 기능 전면부

1 AC 전원 출력 (AC 220V~, 50/60Hz)

4

5

- 제공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AC 전원 입력 (AC 220V~, 50/60Hz)

- MM3266 오디오 출력과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INPUT

2 FUSE

- 휴즈 교환시에는 반드시 표기된 정격 휴즈로 교환 하시기 바랍니다

- FUSE T10AL, 250V

※ 휴즈 교환시 반드시 정격 휴즈로 교환 하시기 바랍니다.

3 전원 ON/OFF 스위치

- 기기의 전원을 ON/OFF 합니다.

6
- F/L, F/R : 스피콘 단자을 사용하여 전면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반듯이 정격과 임피던스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R/L, R/R, CEN :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여 후면 및 중앙 스피커와 연결합니다.

※ 반듯이 정격과 임피던스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의 오작동 및 고장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OUTPUT

- MM3266 AC 입력단 전원 연결 단자

※ 기기의 보호 회로

- 본기기는 앰프 또는 전원회로 온도를 감지하여 이상시 출력을 차단합니다

- 과 출력 시 스피커로 출력되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 온도 또는 과 출력 상태가 해소되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6 5 43

12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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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시스템 블럭도 제원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시스템 블럭도

Main Column Line Array Speaker(L) Main Column Line Array Speaker(R)Center Speaker

LCD Projector
[5,000 ANSI]

Blu-Ray Player

Wireless Mic

Main Processor

Play Station 4

방염타겟스크린

Sub(Surround) Speaker(L) Sub(Surround) Speaker(R)

Two of Sensor Cameras

D-Class 7ch Amplifier &
Subwoofer & Multimedia Processor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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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LCD 메뉴 구성 제원

1.INPUT    1.GAIN 2.PAN 3.PEQ 4.LEVEL 5.BUS SEND

2.OUTPUT 1.POLARITY    2.DELAY 3.PEQ 4.LEVEL

3.Reverb   1.REVERB ENABLE 2.BUS SEND 3.REVERB LEVEL 4.BUS LEVEL 5.REVERB TIME  

4.SYSTEM 1.SURROUNDON/OFF 2.RIAAON/OFF 3.VIDEOVIDEO1~4선택 4.INFORMATION 5.RESET

5.EXIT

1 INPUT 

4
- 시스템의 전체 기능을 조정 합니다.

SYSTEM

2 OUTPUT

- 메뉴를 선택 후 1 ~ 7ch 의 출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출력 신호의 POLARITY, DELAY, PEQ, LEVEL 관련 기능을 조정 합니다.
- 출력 체널은 1-Front Left, 2-Front Right, 3-Rear Left, 4-Rear Right, 5-Center, 6-Woofer, 7-Aux입니다.

3 REVERB

- REVERB ENABLE - 입력의 리버브 기능을 온/오프 합니다.
- BUS SEND - 리버브 출력 신호를 보낼 버스를 온/오프 합니다.
- REVERB LEVEL - 입력의 리버브 볼륨을 조정 합니다.
- BUS LEVEL - 출력의 리버브 볼륨을 조정 합니다.
- REVERB TIME - 입력의 리버브 볼륨을 조정 합니다.

- 메뉴를 선택 후 1 ~ 14ch 의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1 ~ 8ch 은 아날로그 입력, 9 ~ 14ch 은 HDMI 입력 입니다.
- 입력 신호의 GAIN, PAN, PEQ, LEVEL, BUS 관련 기능을 조정 합니다.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8ohm / 3" 35W x 2 

70W

280W

101dB

120dB

23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250 x 130

3.3kg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Coverage

Cabinet

Dimensions(WxHxD)

Weight

Specification

8ohm / 3" 35W x 8

280W

1,120

101dB

131dB

18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750 X 130

14kg

W

Column
Speaker

CLS032 / CLS032W CLS038 / CLS038W



10

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COM PORT 설정 변경 제원

INPUT 

 - Seriel COM6 Port 연결 안될시

 - PC GUI상의  MIXER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을시

1. MM3266 제품의 전원을 OFF 후 ON 하십시오.

2. 후면 PC 와 연결되는 USB 케이블을 뺀후 다시 연결 하십시오.

3. GUI 동작 컴퓨터를 재 부팅 하십시오.

※ PC와 GUI 연결 안될시 조치 사항

1. 제어판 -> 하드웨어 및 소리 -> 장치관리자 -> 포트(COM&LPT)

2. USB Seriel Port(COM6)확인

   위의 항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USB 케이블을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3. USB Seriel Port 설치 드라이버

   http://www.ftdichip.com/Drivers/D2XX.htm

   Windows 드라이버 다운로드 후 설치

※ Seriel port 설정 방법

체크 해제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8ohm / 3" 35W x 2 

70W

280W

101dB

120dB

23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250 x 130

3.3kg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Coverage

Cabinet

Dimensions(WxHxD)

Weight

Specification

8ohm / 3" 35W x 8

280W

1,120

101dB

131dB

18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750 X 130

14kg

W

Column
Speaker

CLS032 / CLS032W CLS038 / CLS038W



SPECIFICATIONS
 

제원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

인증번호

기자재의 명칭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제조국가

㈜케빅

MSIP-REM-TUK-MM3266

MM3266/MM3266S

20   .      .

㈜케빅 / 대한민국

※ 이기기는 업무용(A급)으로 전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이오니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ohms

300W

600W

96dB

132dB

45-350Hz

ubwoofer: 50Hz-1kHz, Column: 200Hz-20kHz

103dB

6 x 1/4" Phone  Input (F/L,F/R,R/L,R/R, Subwoofer, Center)

MDF Black Texture

520 x 600 x 380

36kg

220V~, 50/60Hz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Frequency Response

S/N Ratio

Specification

Subwoofer

Amplifier

MM3266 / MM3266S

D Class Subwoofer 300W/8ohm Amp 1,2  200W/8ohm

Amp 3,4,5,6 50W/8ohm 4ch Total Individual 7ch D Class Amp Drive
Output

Input/Output Terminal Connector

Weight

Voltage

Cabinet

Dimensions(WxHxD)

9

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11※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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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MEMO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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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13

MEMO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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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NG 
MANUAL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MM3266 / MM3266S

MEMO

※ 본 규격 및 성능은 예고 없이 성능 향상을 위해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문의: (전화) 070-5090-2241   /   (홈페이지) www.kevic.com 고객지원의 A/S신청란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품 보증서

본 제품은 엄밀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제품이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본 제품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실비로 수리해 드립니다. 

이 보증서의 각 해당란에 소정항목이 기재되지 않거나 보증서를 분실했을 때는 무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구입처에서 확인을 

받으셔서 보관 바랍니다.

서비스 신고 안내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하신 대리점에 연락하시고, 처리 불가능시에는 서울 본사의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여 주십시오. 

신고하실 때에는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고장상태, 불편한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경우

유상 서비스:

년          월          일 

제  품  명

구  입  일

모 델 명

SERIAL NO.

 구  입  자

 판  매  자

주 소

성 명

주 소

대리점명

TEL.

TEL.

1. 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보증기간 이내인 경우

- 사용상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 사용자 임의의 수리나 개조하여 고장 발생시

- 수송중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화재, 수해 등 천채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발생시 

- 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 보증서의 제시가 없을 시

- 소모성 부품이 마모되어 고장 발생시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4길 5 (도곡동 449-8) (우)06302

전 화 : (02)579-1533  /  팩 스 : (02)579-1538

이 메 일 : sales@kevic.com

8ohm / 3" 35W x 2 

70W

280W

101dB

120dB

23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250 x 130

3.3kg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Coverage

Cabinet

Dimensions(WxHxD)

Weight

Specification

8ohm / 3" 35W x 8

280W

1,120

101dB

131dB

18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750 X 130

14kg

W

Column
Speaker

CLS032 / CLS032W CLS038 / CLS038W



OPERATING MANUAL

MM 3266
MM 3266S

Multimedia All-in-One AV System

서비스대표전화번호

070-8671-2758

조달청 

등록제품

특허청

특허제품

조달 사업법 시행령 7조의 2에 의거한 국가조달계약제도

A/S부서의 대표전화번호를 통하여 제품의 고장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케빅의 전국대리점에 연락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시 제품의 모델명, 고장 상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www.kevic.com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을 통하여 A/S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제품상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자물자 구매개방대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2005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에 의해 단계적 폐지중인 단체수의계약(전자조합 방송장치 외 11개 

조합 12개 물품 2005년 3월 31일 폐지)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경쟁전환 예정으로 연차

적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단가계약 범위를 조달

청에서는 관련업계와 수 차례에 걸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우수제품 인증과 무관하게 

조달사업법시행령 7조의 2에 의거 시행중인 국가조달계약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구

www.g2b.go.kr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서비스대표전화번호

조달청 
등록제품

특허청
특허제품

조달 사업법 시행령 7조의 2에 의거한 국가조달계약제도

A/S부서의 대표전화번호를 통하여 제품의 고장유무 및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주)케빅의 전국대리점에 연락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시 제품의 모델명, 고장 상태,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홈페이지

www.kevic.com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을 통하여 A/S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제품상태,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내자물자 구매개방대상 (WTO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2005년 12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

매촉진법 개정에 의해 단계적 폐지중인 단체수의계약(전자조합 방송장치 외 11개 조합 12개 물

품 2005년 3월 31일 폐지)제도는 2007년 1월부터 경쟁전환 예정으로 연차적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시행해 왔던 조달우수제품 수의계약, 단가계약 범위를 조달청에서는 관련업계와 수 차

례에 걸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이후 우수제품 인증과 무관하게 조달사업법시행령 7조의 2에 의

거 시행중인 국가조달계약제도로 2006년 7월 1일부터 구내방송장치 및 구성부품을 나라장터 쇼

핑몰에서 직접구매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www.g2b.go.kr

올바른 사용방법이 제품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070-5090-2241

1805

부산기술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병로 35-2 

(연산동 579-76) 4층

TEL.(051)506-1538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호남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60 (고사동 19-2)

TEL.(063)282-090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24길 5 (도곡동 449-8)  

TEL.(02)579-1533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공장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외골길 17-40 

(청양리 2876-1) 김화농공단지

TEL.(033)456-0905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충청지사(기술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 16번길 27 

(갈마동 349-17) 1층

TEL.(070)5090-2210

FAX.(02)579-1538

E-MAIL. sales@kevic.com

8ohm / 3" 35W x 2 

70W

280W

101dB

120dB

23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250 x 130

3.3kg

Normal Impedance 

Rated Power Rating

Max. Power Rating

Sensitivity(1W/1m)

Max. SPL

Frequency Response

Coverage

Cabinet

Dimensions(WxHxD)

Weight

Specification

8ohm / 3" 35W x 8

280W

1,120

101dB

131dB

180Hz-20kHz

120° X 40°

MDF Black Texture

125 X 750 X 130

14kg

W

Column
Speaker

CLS032 / CLS032W CLS038 / CLS03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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