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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프렐류드3 는 트랜스포머 출력방식의 진공관 프리 앰프입니다.
밸런스 출력의 한쌍의 XLR 코텍터를 지원하며
4개의 RCA 라인입력과 1개의 RCA 출력을 지원 합니다
트로이달 OPT로 설계되어 초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실현 하였으며
Zero Feedback 디자인의 3극관 A급 동작으로 순수원음을 재생 합니다.
특히 신호 입력과 신호출력이 절연 (Galvanic Isolation) 되어 있어
신호접지의 불균형 따른 60헬츠 전원 노이즈등 험 유입을 차단하며
파워앰프에 노이즈없는 정숙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프렐류드3 진공관 프리앰프 앰프의 가장 뛰어난 특징은
프리앰프로서는 독특하게도 트로이달 출력트랜스(Toroidal OPT)를
채택하여 표준 RCA 출력은 물론 밸런스 출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Toroidal Output Trans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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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output Pre-amplifier

RCA Output and
XLR Balanced Output
6SN7G, 6N1P-EV Tubes
24 position Stepped Attenuator

Feature
삼극관 (Triode) 출력 특성으로 고순도의 음질 재생
A-클래스 (Pure Class-A) 증폭단 회로
전원, 출력 토로이달(Toroidal) 트랜스포머 디자인
토로이달(Toroidal) 전원(Power) 트랜스포머
광대역 토로이달(Toroidal) 출력 트랜스포머
Balanced Transformer Floating Output
출력좌우 각 1개의 6N1P 진공관 드라이버단 증폭을 수행
2개의 쌍삼극 출력관 6SN7좌우 2채널 출력단 증폭
테프론(Teflon) 인슐레이션
XLR 밸런스 출력
1 x RCA 언밸런스 REC 출력
4 x RCA 언밸런스 라인 입력
1 x RCA 언밸런스 라인 출력
24 position Stepped Attenuator
High Precision - 0.1% tolerance
Low Noise - thin-film resistors
Swiss made ELMA switch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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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er Balanced Output Pre-Amplifier

Specification
트로이달(Toroidal) 트랜스포머 (OPT)
24k Gold Plate RCA Cu, Swiss CMC 단자
Swiss Neutrik XLR Connector
(WIMA) MK 급 커패시터, 1% 메탈 필름 정밀 저항
삼극관 (Triode), 무괘환 (None-Feedback) 방식
출력방식 : Balanced Transformer Floating Output
절연내압 : 입/출력 3KV Galvanic Isolation
최대전압 : 10V / RMS / 600옴
ELMA Swiss 24 Stepped Attenuator
출력 주파수특성 : 0Hz to 100 kHz (0 ㏈, -3㏈)
채널 분리도 : 100dB 이상( 10Hz - 20KHz)
THD at 10V /1 kHz: 0.1%
입력 임피던스 100kΩ
Gain: 20 dB 출력 임피던스 600옴
사용 진공관 : 입력단 6N1P-EV 2개, 출력단 6SN7G 2개
험 & 노이즈: RMS 0.1 mV (100 micro volt) 보다 작음
화이트 노이즈 없음.
정격 소비 전력 : 40 Watt (115V, 230V AC / 50Hz 60Hz)
규격 및 중량(mm): W260 × H110 × D300 , 1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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