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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dCBL-CAT7 

Electronic specification 

Impedance : 100 Ohm (±15%) 

Support 10/100/1000Base-T, 10GBase-T 

Mechanical specification 

Cable outer diameter : 10mm (±1mm) 

Noise filter block dimension(mm) : 120 x 25 x 25 (±0.5mm) 

Gold plated contacts 

Nickel plated zinc diecast connector bod 

Aluminum-lined plastic foil & copper braid shield 

Optional specification 

Lengths from 1.5M up to 20M 

Operating environment 

Operating & Storage temperature : 0 ~ +40℃ 

 

iSO-CAT6 Special Edition 

Isolator specification 

CAT6 support 

Fully shielded modular jack 

High quality isolation transformer 

Isolation 1500Vrms, 0.5mA, 60sec 

Supplied LAN cables  

Black : High resolution and dynamic 

Grey : Moderate 

Dard Grey : Mild and comfortable 

Others 

High-end audio grade sound tuning 

No need external power supply 

제품 사용시 주의 사항 

 

 제품의 분해, 개조 등을 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진동,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손상 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cable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야외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외관, 내용물,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A/S 정보 

무상 A/S 

 정상적인 사용 중 설계, 제조상의 결함으로 발생된 불량에 대하여 

구입일로부터 1년간 A/S를 보증 합니다. 

 무상 A/S기간 중 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및 파손은 무상 A/S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유상 A/S 

 무상 A/S기간이 지난 제품. 

 소비자 과실로 인한 제품의 고장. 

 사고로 인한 제품 고장. 

 지진, 수해, 낙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 

 유상 A/S의 경우 운송비는 소비자 부담 입니다. 

소비자 과실 유형 

 제품의 분해, 개조 등을 한 제품 

 사용설명에 명시된 사용방법 미 준수로 인한 불량 

 

A/S를 의뢰하기 전 본 사용설명서와 홈페이지의 Q&A항목을 

충분히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구성품 

 1 x dCBL-CAT7  

 1x iSO-CAT6 Special Edition 

1 x iSO-CAT6 본체 

3 x LAN cables(검정, 회색, 짙은회색)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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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설명 

 

 

1. dCBL-CAT7 은 안정적이고 초고속인 전송 속도를 갖추고 있으며 아주 뛰어난 음향 특성을 가지고 있는 High-End 오디오전용 

네트워크 케이블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기기(뮤직서버, PC, NAS)쪽에 케이블의 필터블럭이 가까이 위치하도록 

연결시킵니다. 

 

 

2. iSO-CAT6는 오디오 음질 향상을 목표로 한 오디오 전용 LAN 신호 절연장치 입니다. 특수하게 설계된 필터를 이용하여 LAN 신호를 

전기적으로 분리하고 노이즈를 차단하여 음질을 극적으로 향상 시켜줍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기기(뮤직서버, PC, NAS)에 

연결되어 있던 랜케이블은 공유기와 iSO-CAT6의 ROUTER 잭에 연결하고, 제품에 동봉된 3개의 랜케이블 중 1개를 사용하는 기기와 

iSO-CAT6의 DEVICE 잭에 연결하여 간단하게 설치를 완료 합니다. 

 

 

3. iSO-CAT6 Special Edition과 함께 사용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사용하는 기기(뮤직서버, PC, NAS)쪽에 iSO-CAT6를 가까이 위치 

시킵니다. 사용하는 기기와 iSO-CAT6 사이의 연결은 iSO-CAT6 Special Edition에 동봉된 3개의 랜케이블 중 한 개로 연결시키고, 

iSO-CAT6와 공유기 사이의 연결은 dCBL-CAT7으로 연결하며, dCBL-CAT7의 필터 블럭이 iSO-CAT6에 가까이 위치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4. 2개의 dCBL-CAT7을 사용할 경우, 우선 사용하는 기기(뮤직서버, PC, NAS)쪽에 dCBL-CAT7 필터 블록을 가까이 위치시키고, iSO-

CAT6를 연결하여, 나머지 1개의 dCBL-CAT7을 공유기쪽에 연결합니다. 최고의 사운드를 원하면 이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모든 제품의 전원을 끈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제시한 케이블 순서, 필터 블럭의 방향 

사용을 권장 드리지만, 사용하는 시스템과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케이블과 필터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쪽에 

가까이 연결된 케이블의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되도록 설계 되었습니다. 

 

dCBL-CAT7 공유기 

 

공유기 

 공유기 

 
공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