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노라마 서라운드 사운드 경험.
J인상적인 JBL Bar 5.1 Surround는 집에서 영화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550W의 출력과 10" 서브우퍼로 영상에 생기를 더해보세요. 액션 영화의 강력한 저음, 
스릴러의 긴장감이나 자연 다큐멘터리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내장 Chromecast 
built-in™, AirPlay 및 Alexa MRM 기능이 탑재되어 놀랍도록 간편한 음악 스트리밍과 
멀티룸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블루투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Bluetooth 덕분에 스트리밍한 음악의 사운드도 뛰어납니다. 
JBL MultiBeam™ 기술을 바탕으로 한 놀라운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JBL은 7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영화관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집안에서 
느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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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폭발적 사운드
JBL MultiBeam™ 기술 덕분에 가정에서 극장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스피커나 전선은 없습니다.

강력한 출력
550W 시스템 출력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화와 음악을 경험해보세요. 
몰입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사운드가 보는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힘찬 저음
강력한 10" 무선 서브우퍼에서 제공되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저음이 액션 영화를 
액션 영화답게 만들고, 사운드트랙 사운드를 장엄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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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HDMI 4K 패스스루
최고의 4K 비디오 해상도에는 그에 걸맞는 최고의 사운드가 필요합니다. TV와 JBL 
Bar 5.1 Surround는 최고의 출력을 제공하는 강력한 조합입니다.

원활한 스트리밍 체험
영화를 볼 기분이 아니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JBL Bar 5.1 Surround를 사용하면 
휴대전화나 태블릿에서 Bluetooth 연결을 통해 무선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사운드바
무선 서브우퍼
배터리가 포함된 리모콘
전원 코드(지역 SKU에 따라 최대 8개)
HDMI 케이블
나사가 포함된 벽 장착 브래킷
빠른 시작 가이드
품질보증서
안전 관련 주의사항

기술 사양
  모델: Bar 5.1 CNTR(사운드바 장치), 

BAR 5.1 SUB(서브우퍼 장치)
  전원 공급 장치: 100~240V AC, 약 50/60Hz
  총 스피커 전원 출력(최대치 @THD 1%): 550W 
  사운드바 전원 출력(최대치 @THD 1%): 5 x 50W
  서브우퍼 전원 출력(최대치 @THD 1%): 300W
  사운드바 변환기: 5 x 레이스트랙 드라이버 + 

2 x 1.25" 측면 방사 트위터
  서브우퍼 변환기: 10"
  대기 전력: <0.5W
  네트워킹 상태의 대기 전력: <2.0W
  작동 온도: 0°C~45°C

비디오 사양:
  HDMI 비디오 입력: 1
  HDMI 비디오 출력(Audio Return Channel 지원): 1
  HDMI HDCP 버전: 2.3

오디오 사양: 
  최대 SPL: 103dB
  주파수 응답: 40Hz~20KHz
  오디오 입력: 1 광케이블, Bluetooth, USB (USB 

재생은 미국 버전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다른 버전 
사용 시 USB는 정비 전용)

USB 사양: 
  USB 포트: A형
  USB 정격: 5V DC, 0.5A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4.2
  Bluetooth 프로필: A2DP V1.2, AVRCP V1.5
  Bluetooth 주파수 범위: 2,402MHz~2,480MHz
  Bluetooth 최대 송신 출력: <11dBm(EIRP)
  변조 형식: GFSK, π/4 DQPSK, 8DPSK
  Wi-Fi 네트워크: IEEE 802.11 a/b/g/n/ac(2.4GHz/5GHz)
  2.4G Wi-Fi 주파수 범위: 2,412~2,472MHz(2.4GHz ISM 

밴드, 미국 11개 채널, 유럽 및 기타 지역 13개 채널)
  2.4G Wi-Fi 최대 송신 출력: <20dBm
  변조 형식: DBPSK, DQPSK, CCK, QPSK, BPSK, 

16QAM, 64QAM
  5G Wi-Fi 주파수 범위: 5.15~5.35GHz, 

5.470~5.725GHz, 5.725~5.825GHz
  5G Wi-Fi 최대 송신 출력: <22dBm
  변조 형식: QPSK, BPSK, 16QAM, 64QAM, 256QAM
  5G 무선 주파수 범위:  5,736.35~5,820.35MHz
  5G 최대 송신 출력: <9dBm(EIRP)
  변조 형식: π/4 DQPSK

치수: 
  치수(너비 x 높이 x 깊이) 1,018 x 58 x 100mm / 

40.1" x 2.3" x 3.9"(사운드바), 305 x 440 x 305mm / 
12.0" x 17.3" x 12.0"(서브우퍼)

  중량: 3.06kg(사운드바); 10.62kg(서브우퍼)
  포장 치수(W x H x D): 1105 x 382 x 488mm / 

43.5" x 15.0" x 19.2"
  포장 중량(총 중량): 16.8kg
  BAR 5.1 서라운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규정(EC) No 1275/2008 및 (EU) No 801/2013을 
준수합니다.

소비 전력 
  OFF(꺼짐) 모드: 해당 사항 없음
  대기: <0.5W 
  네트워크 대기: <2.0W 
  대기 전환 시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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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능은 구독이 필요하거나 일부 국가에서 사용 불가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