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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의 파티 머신! 
JBL PartyBox 1000은 JBL 음질과 신나는 풀 패널 라이트 쇼 기능을 갖춘 강력한�
블루투스 파티 스피커입니다. 마이크 또는 기타 코드를 연결한 후 무대에�
오르거나 블루투스 또는 USB를 통해 재생 목록을 스트리밍하기만 하면 됩니다. 

LED 라이팅의  DJ와 파티 밴드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흥겨운 파티를 즐겨�
보세요! 두 개의 PartyBox 스피커를 TWS 기능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한 

RCA 출력에서 다른 RCA 입력으로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이제 파티를 즐겨보세요! 

풀 패널 라이팅 효과를 갖춘 강력한블루투스 파티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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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패널 라이팅 효과를 갖춘 강력한블루투스 파티 스피커

구성품
1 x JBL Party Speaker
빠른�시작�가이드 1부
품질보증서 1부
안전�관리�지침 1부
1 x AC�전원�코드 (AC 플러그는�지역별로�
상이)
에어�제스처�손목�밴드 1개

기술 사양
		전원�공급: 100-240V AC

		입력�단자: RCA L/R, USB�포트, 
3.5mm Aux-in,�볼륨�조절�기능�
마이크/기타
		무선�연결: 블루투스�기술
		DJ Pad

		BLE 기술�사용�에어�제스처�손목�밴드 

		출력�단자: RCA L/C

		블루투스�기술을�사용하여�파티�
스피커 2대까지�연결�가능한 TWS(트루�
와이어리스�스테레오)

		저음�증폭
		주파수�응답:  30Hz-20kHz (-6dB)

		변환기: 1x�압축 드라이버, 2x7" 
미드레인지, 1x12" 다운�파이어링�우퍼
		제품�규격(가로 x 세로 x 높이) 397 x 390 

x 1050

		기본�제품�무게: 34.7 kg

		포장�규격(가로 x 세로 x 높이) 1158 x 468 
x 472

		포장�포함�제품�무게: 39.1 kg

		1100W Max!

특징 및 장점 

JBL 시그니처 사운드
전례없는 성능과 진정한 오디오 경험을 선사하는�JBL, 파티를 준비 중이라면 꼭�
기억하세요!

라이트 쇼
풀 패널 라이트닝 이펙트는 매혹적인 라이트 쇼로 오래 기억되는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여 파티 피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에어 제스처 손목 밴드 
에어 제스처 손목 밴드가 모두를 하나로 연결해 줍니다!

DJ Pad
이 DJ 패드를 사용하면 드럼, 기타 및 피아노를 연주하고 실시간으로 녹음 및 반복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및 기타 입력 단자
마이크나 기타의 코드를 연결하고 무대에 올라보세요. 

USB 재생 
USB 드라이브에 좋아하는 재생 목록을 담아 파티 또는 이벤트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보십시오! 

TWS와 RCA
TWS(최대 2대의 파티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트루 무선 스테레오)를 통해�
호환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하거나 RCA 출력을 통해 다른 스피커에 유선으로�
연결하십시오. 

외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
JBL PartyBox의 USB�포트를 이용해 스피커에서 바로 다른 USB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추가 충전기가 없어도 기기 전원이 켜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바퀴
숨겨진 바퀴와 핸들을 이용해 JBL PartyBox 1000을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