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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스페이셔스 서라운드 사운드를 가정에서 경험해 보세요.
JBL MultiBeam™ 기술과 Virtual Dolby Atmos®의 환상적인 시너지 효과로 어느 때보다도 

더욱 실감 나게 영상과 게임을 즐겨 보세요. 서브우퍼를 추가할 필요 없이 깊이 있는 

베이스 퍼포먼스를 통해 마치 이야기 속에 던져진 듯 사방으로 펼쳐지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Chromecast built-in™, AirPlay 및  Alexa Multi-Room Music (MRM) 

기능이 탑재되어 놀랍도록 간편한 음악 스트리밍과 멀티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릴 

패턴과 메탈릭 피니시를 더한 JBL Bar 5.0 MultiBeam은 그 어떤 홈 데코에도 잘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을 선보입니다. 컴팩트하고 사용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TV 리모컨이나 제품에 포함된 직관적인 디자인의 리모콘을 사용하여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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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Dolby Atmos® 및 MultiBeam™ 서라운드 사운드
평범한 영상과 게임을 특별한 경험으로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Virtual Dolby Atmos®가 
탑재되어 실감 나는 몰입형 3D 사운드 경험을 선사합니다. JBL MultiBeam™ 테크놀로지는 
방 구석구석으로 놀라운 사운드를 투사하여 드넓은 사운드스테이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설치할 필요 없이 좋아하는 음악과 영화, TV 시리즈, 게임 사운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영화와 게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즐겨보세요.

별도의 서브우퍼 없이도 효과적인 베이스음
4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만들어내는 깊이 있고 효과적인 베이스음으로 한층 더 
강렬한 홈 시네마 경험을 즐겨보세요.

Chromecast built-in™, AirPlay 및 Alexa MRM
Chromecast built-in, AirPlay 및 Alexa MRM 기능을 탑재하여 한 번 누르기만 하면 좋아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모두 놀라운 음질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Dolby Vision™이 탑재된 울트라 HD 4K 패스스루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Dolby Vision은 HDR (High-Dynamic Range) 4K 영상 포맷으로, 
4K HD 블루레이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여러 인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JBL의 4K 패스스루 기술을 결합하여 완벽한 영상과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한 음질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HDMI eARC
JBL Bar 5.0에서는 HDMI eARC 기능을 통해 Virtual Dolby Atmos®의 고음질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Dolby Atmos 플레이어는 TV나 사운드바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동 MultiBeam™ 캘리브레이션
방 디자인과 레이아웃에 맞는 최고의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효과로 사운드바를 조정해 
보세요.

멀티룸 사운드
Chromecast built-in™ 및 Alexa Multi-Room-Music 기능을 통해 멀티룸 사운드를 설정하여 모든 
방에서 같은 음악을 듣거나 방마다 각각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무선 스트리밍
영화나 게임을 즐길 기분이 아닙니까? 문제없습니다. 컴팩트한 JBL Bar 5.0 MultiBeam 
사운드바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의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무선 음악 스트리밍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 컨트롤 기능
Google 어시스턴트, Alexa 보이스 컨트롤, Siri가 있는 기기를 갖고 계신가요? 이 기기들을 
사운드바와 연결하기만 하면 편리한 음성 명령 기능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사운드바 1개
배터리 2개가 장착된 리모컨
전원 코드(지역 SKU에 따라 최대 8개)

HDMI 케이블 1개
L자 월마운트 브라켓 2개 및 나사
빠른 시작 가이드
품질보증서
안전 관리 지침

일부 기능은 구독이 필요하거나 일부 국가에서 사용 불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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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일반 사양:
 モデル： BAR 5.0 MULTIBEAM

 총 스피커 전원 출력 (최대치 @THD 1%): 250W

 사운드바 전원 출력 (최대치 @THD 1%): 5 x 50W

 변환기: 5 x 48mm x 80mm 레이스트랙 
드라이버 + 4 x 3 인치(75mm) 패시브 
라디에이터 

 전원 공급: 100 – 240V AC, ~ 50/60Hz

HDMI 사양:

 HDMI 비디오 입력: 1

 HDMI 비디오 출력 eARC (Enhanced Audio 
Return Channel): 1

  HDMI HDCP 버전: 2.3

오디오 사양:
 최대 SPL: 92 dBA

 주파수 응답: 50Hz – 20KHz

 오디오 입력: 1 광학, 블루투스, USB (USB 재
생은 미국 버전에서 사용 가능. 다른 버전의 경
우 USB는 서비스 전용입니다.)

USB 사양(오디오 재생은 미국 버전만 가능):   
USB 포트: A 타입, USB 규격: 5V DC, 0.5A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4.2

 Bluetooth 프로필: A2DP V1.2, AVRCP V1.5

 Bluetooth 주파수 범위: 2,400MHz~2,483.5MHz

 Bluetooth 송신기 출력: <10dBm(EIRP)

 Wi-Fi 네트워크: IEEE 802.11 a/b/g/n/ac 
(2.4GHz/5GHz)

 2.4G Wi-Fi 주파수 범위: 2412~2472MHz(2.4GHz 
ISM 밴드, 미국 및 캐나다 11개 채널, 유럽 및 
기타 지역 13개 채널)

 2.4G Wi-Fi 송신기 출력: <20dBm(EIRP)

 5G Wi-Fi 주파수 범위: 5.15 – 5.35GHz,  
5.470 – 5.725GHz, 5.725 – 5.825GHz

  5G Wi-Fi 송신기 출력: <23dBm(EIRP)

오디오 사양:
  지원 파일 형식: Dolby Atmos, PCM

치수 (사운드바)
 포장 치수(W x H x D):   
(709.0 x 58.0 x 100.5)mm, (27.9 x 2.3 x 3.9)"

 중량: 2.8kg 

포장 치수 
 치수(W x H x D): (966 x 126 x 161)mm,  
(38.03 x 4.96 x 6.34)"

 중량: 4.5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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