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엑스트라 베이스. 탁월한 사운드.
JBL Cinema SB170은 220W의 출력, Dolby Digital, 옵티컬 및 HDMI ARC, 네 개의 강력한 

풀 레인지 드라이버, 무선 서브우퍼를 갖춘 제품입니다. 영화와 음악 감상 시 한층 

깊은 저음을 바탕으로 웅장하고 균형 잡힌 사운드를 즐겨 보세요. 또한,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무선으로 재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되는 HDMI ARC로 간편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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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220W 출력
영화 감상을 더욱 몰입감 있게 만들어 주는 강력하고 놀라운 사운드.

음성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전용 사운드 모드
음성 선명도를 향상시키는 리모컨의 ‘음성’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좋아하는 영화의 
대사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무선 서브우퍼의 깊고 풍부한 베이스 사운드
무선 서브우퍼로 즐기는 짜릿한 베이스 사운드와 선 없이 깔끔하게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을 누려 보세요.

Dolby Digital 내장
궁극의 영화 감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Dolby Digital 내장.
블루투스를 이용한 무선 음악 스트리밍
어떤 모바일 기기에서나 모든 음악을 무선으로 스트리밍하며 즐겨 보세요.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되는 HDMI ARC
하나의 케이블로 연결되는 HDMI ARC를 통해 간편하게 설치하고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사운드바
무선 서브우퍼
배터리가 장착된 리모컨
전원 코드(지역 SKU에 따라 최대 8개)

HDMI 케이블
벽걸이용 브라켓 키트(나사 포함)

빠른 시작 가이드
품질보증서
안전 관리 지침

기술 사양
  전원 공급: 100 – 240VAC, ~ 50/60Hz

  총 스피커 출력 (최대 @THD 1 %): 220W

  사운드 바 전원 출력 (최대 @THD 1 %): 
2 x 52W

  서브 우퍼 전원 출력 (최대 @THD 1 %): 
116W

  사운드 바 변환기: (48x90)mm 레이스 
트랙 드라이버 2개 + 0.5" 트위터 2개

  작동 온도: 0°C – 45°C

  서브 우퍼 변환기: 5.25", 무선 서브
  HDMI 비디오 출력 (오디오 리턴 채널 

포함): 1

  HDMI HDCP 버전: 1.4

  최대 SPL: 82dB

  주파수 응답: 40Hz – 20KHz

  오디오 입력: 옵티컬 1개, 블루투스 
(USB 오디오 재생은 미국 버전만 가능)  

  블루투스 버전: 4.2

  블루투스 프로필: A2DP V1.3 / AVRCP V1.5

  블루투스 주파수 범위: 
2402MHz – 2480MHz

  블루투스 최대. 전송 력: <0dbm (EIRP)

  변조 유형: GFSK, π/4 DQPSK

  2.4G 무선 주파수 범위: 2400 – 2483MHz

  2.4G 최대. 전송 력: 3dBm

  사운드 바 크기 (WxHxD): 
900 x 62 x 67 (mm) / 35.4” x 2.44" x 2.64"

  서브 우퍼 크기 (WxHxD): 
200 x 320 x 280 (mm) / 7.87" x 12.6" x 11"

  사운드 바 무게: 1.65kg

  서브 우퍼 무게: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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