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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 Permalloy Transformer

       PROFILE

프렐류드3.1-SE는 밸런스 입출력을 지원하는 진공관 헤드폰 앰프입니다. 

Low / High 임피던스로 분리된  Single  Ended 표준 6.5mm잭과
밸런스 출력의  XLR  콤보잭 및 독립적인 프리앰프 출력을 지원합니다.

Low , High ohms 출력, 프리아웃, 뮤트기능을 전면에서 쉽게 선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 입력과 신호출력이  절연 (Galvanic Isolation) 되어 있어
전원 온 오프시 발생하는 몰입전류 ( Inrush Current)를 차단하며 

헤드폰 보이스 코일의 데미지  및 청력손상의 위험을 방지합니다.

수퍼 퍼멀로이 트랜스포머를 입력과 출력에 투입하여 초 광대역 주파수 특성을 실현,

Zero Feedback 디자인의  3극관 A급 동작으로  순수원음을 재생 합니다. 

       Fully Balanced Headphon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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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anced XLR & RCA Inputs,

 Low/High Single-Ended Outputs

 and XLR Balanced Output 

  Transformer Coupled Balanced In-Output

Feature

삼극관 (Triode) 출력 특성으로 고순도의 음질 재생
Zero Feedback , A-클래스  (Pure Class-A) 증폭
고신뢰 (Heavy duty)의 Toroidal) 전원(Power) 트랜스포머
Super Permalloy Input Transformer (IPT)
Super Permalloy Output Transformer (OPT)
Fully Balanced  in/Output operation 
6N1P-EV (밀리터리 고신뢰관) 입력 및 드라이버단 
6N6P-I (밀리터리 고신뢰관) 출력단  
테프론(Teflon) 인슐레이션  절연장치 
전면 4 단 출력 실렉터 (1. Mute, 2. Low-Z, 3. High-Z, 4. Pre-Out)
Remote Controlled by Relay Matrix
후면 2단 입력 선택 스위치 ( 1.밸런스 XLR,  2. 언밸런스 RCA)
6.3 mm  Stereo Headphone Jack  &  XLR  밸런스 출력  단자
1 x  밸런스  XLR 입력 
1 x  언밸런스 RCA 입력
1 x  RCA 언밸런스  프리앰프 출력 (Transformer Output) 
알프스(Alps)  블루 벨벳(Blue Velvet) 볼륨
비마(WIMA)  MK 급 커패시터 사용
1% 메탈 필름 정밀 저항 사용
24k  Gold Plate RCA 입력 단자
Swiss Neutrik  XLR  Combo Conn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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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삼극관 (Triode), 무괘환 (None-Feedback)  방식
입출력방식 :  Transformer Coupled Fully Balance In/Output
최대 출력 :   600mW  RMS / @50옴 
헤드폰단자 :후면판 (6.5mm  Jack + Balance XLR Combo Jack)
출력 임피던스 : 16옴 - 600옴
적합 헤드폰 임피던스  Low-Z    (25옴 - 62옴)  : Located Right
적합 헤드폰 임피던스  High-Z    (120옴- 600옴) : Located Left
밸런스 출력 임피던스   Low-z  or  High-Z  (전면에서 선택가능)
THD at 300mW /1kHz: 0.1%
출력 주파수특성:  1Hz to  100kHz  (0, -3㏈)
사용 진공관 :  입력단  6N1P-EV 2개
                       출력단   6N6P-I 2개
입력 임피던스  Unbalanced : 50kΩ,
                             Balanced : 100kΩ
Pre-amp  Gain: 12 dB ( x 4 배)
Pre-amp  출력 임피던스 150옴
험 &  노이즈: RMS 0.1 mV (100 micro volt) 보다 작음
화이트 노이즈 없음.
정격 소비 전력 : 40Watt (115V, 230V AC / 50Hz 60Hz)
규격 및 중량(mm): W260×H125×D300, 10kg 

Professional Tube Headphone Ampl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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