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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승패를 좌우하는 사운드.
게임의 우위를 선점하세요. JBL Quantum 800 헤드셋은 선명한 입체적 오디오 

포지셔닝, 무손실 2.4GHz, 블루투스 듀얼-무선 기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편안한 

메모리폼 쿠션, 및 14시간 재생 배터리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몰입감을 위해 설계된 

JBL QuantumSOUND 시그니처로, 전투 중 진정한 오디오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SCORD 인증을 받은 게임 채팅 시스템으로 TeamSpeak 등과 호환할 수 있는 마이크는 

게이머 간 명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죽으로 감싼 메모리폼 쿠션 등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몇 시간 동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JBL Quantum 

800 헤드셋은 숙련된 프로게이머이든 게임을 처음 접하는 초보자이든, 게임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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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JBL Quantum 800 헤드셋
USB 충전 케이블
3.5mm 오디오 케이블
USB 무선 동글
마이크용 윈드실드 폼
간편 시작 안내서 | 품질보증서 | 안전  
관리 지침

기술 사양
	드라이버: 50mm 다이내믹 드라이버
	주파수 응답(수동 필터): 20Hz – 40kHz
	주파수 응답(능동 필터): 20Hz – 20kHz
	마이크 주파수 응답: 100Hz – 10kHz
	최대 입력 전력: 30mW
	감도: 95dB SPL @ 1kHz/1mW
	최대 SPL: 93dB
	마이크 감도: -40dBV @ 1kHz/Pa
	임피던스: 32ohm
	2.4G 무선 송신기 출력: <0dBm
	2.4GHz 무선 변조: π/4-DQPSK
	2.4G 무선 반송 주파수:  

2403.35MHz – 2479.35MHz
	블루투스 송신 출력: <9dBm
	블루투스 송신 변조 방식:  

GFSK, /4π DQPSK, 8DPSK
	블루투스 주파수: 2.402GHz – 2.480GHz
	블루투스 프로필 버전: A2DP 1.3, HFP 1.6
	블루투스 버전: V5.0
	배터리 타입: 리튬 이온 배터리

(3.7V/1300mAh)
	전원 공급: 5V 2A
	충전 시간: 2시간
	RGB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음악 재생 시간: 

14시간
	마이크 픽업 패턴: 단일지향성
	중량: 410g

특징 및 장점 

게이머용으로 설계된 정밀한 오디오
게임 중 가장 몰입감 있고 사실적인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겨보세요. JBL QuantumSURROUND™로 
집중력을 높여, 게임 실력을 향상시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DTS 헤드폰:X v2.0도 장착되어 
있습니다.(해당 기능은 PC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하이 레졸루션(Hi-Res) 인증 JBL QuantumSOUND 시그니처로 게임 경쟁력 강화
JBL Quantum 800 헤드셋은, 미세한 발자국 소리부터 가장 큰 폭발 굉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면에서 
모든 게이머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하이 레졸루션 인증 50mm 드라이버와 JBL QuantumSOUND 
시그니처가 제공하는 – 고유의 오디오는 – 눈에 보이는 듯한 가장 현실감 넘치는 사운드를 전달하여 
모든 전투에서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무손실 오디오의 자유로움을 위한 두 가지의 무선 연결 방식(*)
간식 타임에 자리를 잠시 비울 때 헤드셋을 벗지 않아도 됩니다. JBL Quantum 800 헤드셋은, 무손실 
2.4GHz 과 블루투스 5.0의 두 가지 방식의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총 14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즐기는 게임 플레이
가벼운 헤드밴드, 통풍이 좋고, 고급 가죽으로 감싼 메모리폼 이어 쿠션은, 장시간 진행되는 게임 
세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게임용으로 디자인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
게임 환경을 위해 설계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은, 원치 않는 배경 소음을 제거하여 방해받지 
않고 전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게임 플랫폼과 호환
JBL Quantum 800 헤드셋은 2.4GHz 무선 연결을 통해 PC와 PS4, Mac과 VR과 호환 가능하며, 3.5mm 
오디오 잭을 통해 PC, Xbox™, PlayStation™, Nintendo Switch™, 모바일, Mac, VR과 호환됩니다. 또한 블루투스 
5.0 연결로 블루투스 지원 기기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JBL QuantumSURROUND는 오직 PC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연결 가이드를 통해 호환 가능한 기기들을 
확인하세요.

음성 초점 붐 마이크
에코 제거 기술로 더 크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여 아군과 적군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집결시킵니다.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Quantum 800에는 양방향 음소거 기능이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붐 마이크를 
위로 올려 음성을 끄거나 이어 컵에 내장된 버튼을 누르세요.

DISCORD 인증 게임 채팅 밸런스 다이얼
DISCORD 인증을 받은 게임 오디오채팅 밸런스 다이얼로 실시간 오디오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운드 카드가 게임 및 채팅 오디오를 처리하므로, 게임을 종료하지 않고도 헤드셋에서 
적절한 균형 사운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TeamSpeak와 Skype, 및 기타 서비스와도 호환됩니다.

사용자 맞춤 설정이 가능한 JBL QuantumENGINE PC용 소프트웨어 
JBL 고유의 JBL QuantumENGINE PC 소프트웨어는 몰입감 넘치는 서라운드 사운드를 지원합니다. 
별도의 프로필 생성이나 RGB 효과를 내고 마이크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에서, JBL Quantum 800 게임용 헤드셋을 선호하는 서라운드 사운드로 조정하여 맞춤 
설정하세요. 이퀄라이저를 조정하거나 사전 설정 6가지 기능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호환 가능한 플랫폼 확인은 연결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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