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극의 음악과 영화 서라운드 사운드를 위해 디자인 된 

마란츠 MM7077 7-채널 파워 앰프는 오늘날의 고해상도 

오디오 포맷을 위해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는 고 슬루율

이 가능한 마란츠 만의 독특한 current feedback 

discrete 파워 앰프를 포함한 하이파이 앰프의 래퍼런스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모든 아웃풋 스테이지는 모든   채널에 걸쳐 고품질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위상을 채택하였으며 

최대한의 시스템 구성을 위해 모든 채널에 밸런스드 

(XLR)와 언밸런스드 (RCA) 인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전류, 고 대역폭 discrete 파워 트랜지스터는 낮은 

임피던스 스피커 상에서 조차 침착 하게 짧은 구간의 

사운드 튐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Main Features

• 7x 150W (8 ohm), 7x 180W (6 ohm) RMS

Power (20 Hz • 20 kHz)

• Current feedback discrete power amplifier

• High current power supply with toroidal

power transformer

• 마란츠 레퍼런스 급 파워 서플라이 필터

캐퍼시터, 고속 고 전류 discrete power transistors

• 저 임피던스지속 드라이브

• Pure 서라운드 철학을 바탕으로 디자인된 최상의

사운드 품

• 구리 도금 섀시

• 금도금, 최상위 라우드 스피커 터미널

• Flasher input, DC trigger (In/Out), 리모콘 (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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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ATURES MM8077

Channels 7

Current Feedback Topology •

Power Transformer: Toroidal/El •	/	-

High Grade Audio Components •

Customised Components •

Aluminium extrusion heatsink •

Copper plated chassis •

OTHERS

Linear Drive Power Supply •

Input Buffer Amp (All inputs/CD only) •	/	-

Solid heatsink with tunnel •

Power Amp Direct •

Auto standby mode •

INPUTS/OUTPUTS

Balanced In/Out 7 / -

Pre-Out/Main In - / 7

Power Amp Direct In •

Gold Plated Chinch •

Speaker terminal: Screw/Marantz/WBT •	/	-	/	-

Number of terminals 7

Marantz remote bus •

Remote power control (Trigger In/Out) •

Flasher In/IR receiver In •	/	-

SPECIFICATIONS

Power Output (8/6 Ohm RMS) 150/180 Watts

Frequency Response 10Hz-100kHz (+- 3dB)

Total Harmonic Distortion 0.03%

Damping Factor 100 

Input Sensitivity: High level 1.2V/22 kohm

Input Sensitivity: Balanced High level 2.4V/30 kohm

Signal to Noise Ratio: High level 105 dB

GENERAL

Available colors: Black •

Metal Front Panel •

Power Consumption in W 880

Standby Consumption in W 0.4

Auto Power off •

Detachable Power Cable •

Maximum Dimensions (W x D x H) 440 x 384 x 185 mm

Metal Front Panel •

Weight in kg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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