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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운드.
강력한 JBL Quantum Duo PC 게임용 스피커로 레벨을 올려보세요. 완벽한 사운드와 
독특한 조명 효과로 게임을 실감 나게 즐겨보세요. 날아오는 탄환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이 몰래 다가오는 소리를 포착하고 폭발음을 실감 나게 느껴보세요. 

세련되고 특색 있는 디자인에 JBL만의 독자적 게임용 서라운드 사운드와 돌비 
디지털 기술을 선보입니다. 드라이버와 트위터가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선명한 
사운드 효과를 선사합니다. 이제는 게임 중 발을 헛디디거나 사격과 점프에서 
실수하지 마세요. 사전 설정된 다양한 색상과 조명 패턴을 원하는 대로 맞춤 
설정하고 더욱 실감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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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게임용 스피커

특징 및 장점 

JBL QuantumSOUND 시그니처
JBL QuantumSOUND 시그니처는 미세한 움직임부터 가장 큰 폭발 굉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에서 모든 게이머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하이 익스커션 2.5인치 네오디뮴 
드라이버 및 트위터는 JBL 오디오 전문가가 튜닝하고 게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서라운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돌비 디지털과 함께 JBL 시그니처 서라운드 사운드 기술이 가장 
사실적인 사운드스테이지를 선사합니다. 적이 다가오는 모든 소리를 잡아내는 스피커로 
게임에 완전히 몰입하고 승리를 쟁취하세요.

미세한 사운드까지 생생하게 전달
놀라운 음질과 강력하고 임팩트 있는 베이스로 조준에 실패하거나 자갈 위를 걷는 소리, 
좀비의 신음 소리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노출된 드라이버와 후면을 향한 베이스포트가 
생생한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맞춤형 조명
멋진 조명 효과로 게임 장비의 성능을 한층 강화하고 더욱 실감 나는 게임을 즐겨보세요. 
JBL Quantum Duo PC 게임용 스피커는 다양한 컬러와 조명 패턴으로 출시됩니다. 조명 제어 
버튼으로 무드를 쉽게 설정하세요.

눈으로 감상하는 비트
조명을 비트와 동기화하면 오디오 동기화 기능으로 좋아하는 트랙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웨이브 또는 플로우 조명 패턴으로 음악을 시각화하고 무드를 선택하세요. 단색 
설정으로 원하는 색상도 골라보세요.

무선 음악 스트리밍을 위한 블루투스
내장형 블루투스 기능으로 무선 오디오 스트리밍을 즐겨보세요.

플러그앤플레이로 직관적인 제어
추가 설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러그앤플레이 JBL Quantum Duo PC 스피커는 모든 게임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편리한 제어 기능으로 볼륨과 조명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모든 
순간에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임 시스템과 호환
오디오 입력단자 및 USB를 통해 JBL Quantum Duo PC 게임용 스피커를 모든 시스템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PC, Mac, Windows 및 게임 콘솔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구성품
JBL Quantum Duo 1개
1.5m 오디오 입력 케이블 1개
1.5m USB 케이블 1개
전원 케이블 1.5m 1개 

품질보증서 1부
간편 시작 안내서 1권

기술 사양
 Model No.: JBL Quantum Duo
 변환기: 63.5mm 우퍼, 19.05mm 트위터
 정격 전원 출력: 20W RMS
 주파수 응답: 60Hz~20KHz
 신호 대 잡음비: >80dB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4.2
 Bluetooth 프로필: A2DP V1.3, AVRCP V1.5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MHz~2480MHz
 Bluetooth 송신기 출력: ≤12.5dBm(EIRP)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DQPSK, 8DPSK

규격
  치수(너비 x 높이 x 깊이): 
각각 89 x 210 x 176mm

 중량: 2.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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