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치 3D 서라운드 사운드와 함께 하는 기분을 느껴보세요.

JBL Bar 9.1 사운드 바는 2개의 탈착식 서라운드 스피커와 Dolby Atmos® 및 DTS:X™ 

3D 사운드의 타격감을 적용해 영화관의 오디오를 집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820W의 시스템 전체 출력 덕분에 파워풀하고 선명한 오디오 음색으로 오스카에 
버금가는 모든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10" 서브우퍼의 볼륨을 높여 강력한 
저음을 경험하거나 볼륨을 낮추고 Chromecast 및 AirPlay 음악 스트리밍으로 
안락한 휴식을 취하세요.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에 몰입하거나 선호하는 영화 
또는 스포츠 장면을 다시 경험하세요. 놀라운 홈 시네마 사운드 경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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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최고의 3D 사운드 경험
평범했던 시각적 경험과 게임 환경을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  내장형 Dolby Atmos®, DTS:X™ 
및 네 개의 업파이어링 스피커를 통해 사운드가 천장에서 감상자에게 다시 전달되어 
최고의 진정한 3D 서라운드 경험을 선사합니다. 

순식간에 경험하는 리얼 서라운드 사운드
영화관에 온 듯한 진정한 9.1 서라운드 경험을 바로 즐기세요. 2개의 탈착식 서라운드 
스피커를 뒤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전선이나 전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어디나 설치할 수 있는 탈착식 스피커
내장 배터리는 오디오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2개의 탈착식 서라운드 스피커를 실내 
어디에나 자유롭게 배치하고 가장 놀라운 오디오 경험을 즐기세요. 10시간의 재생 후 
스피커를 사운드바에 도킹해 간단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820W 전원 출력 

820W 시스템 출력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화와 게임, 음악을 경험해보세요.  몰입감을 
높여주는 강력한 사운드로 시각적 경험과 게임 환경을 한 차원 높여보세요.

긴장감 넘치는 저음
강력한 10" 무선 서브우퍼에서 제공되는 효과적이고 정확한 저음이 액션 영화를 액션 
영화답게 만들고, 음악이 더욱 풍성하게 들리도록 합니다.

Dolby Vision™을 적용한 Ultra HD 4K 패스스루
놀라운 4K 비디오 해상도에 걸맞은 놀라운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JBL Bar 9.1 사운드바는 TV
와 페어링해야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Chromecast 및 Airplay 2 내장
내장 WiFi와 Chromecast 및 Airplay 2와의 호환성 덕분에 간단한 손가락 터치만으로 좋아하는 
모든 음악을 온라인에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스트리밍 체험
영화를 볼 기분이 아니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JBL Bar 9.1 사운드바를 사용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Bluetooth 연결을 통해 무선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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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메인 사운드바 1개
탈착식 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무선 서브우퍼 1개
리모컨과 배터리 2개
전원 코드(지역 SKU에 따라 최대 8개)
HDMI 케이블 1개

L자형 벽 장착 브래킷(메인 바) 2개 + U자형 
벽 장착 브래킷(서라운드 스피커용) 키트와 
나사 2개
빠른 시작 가이드
품질보증서
안전 관련 주의사항
(측면 커버 x4 개) 일부 지역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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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일반 사양
  사운드 시스템: 5.1.4 채널
  전원 공급 장치: 100~240V AC, ~50/60Hz
  배터리 충전 시간  3 시간
  총 스피커 전원 출력(최대 @THD 1%): 820W
  사운드바 출력 전원(최대 @THD 1%): 400W
  서라운드 스피커 출력 전원(최대 @THD 1%): 2 x 60W
  서브우퍼 출력 전원(최대 @THD 1%): 300W
  사운드바 변환기: 레이스트랙 드라이버 4 개 + 

업파이어링 풀레인지 드라이버 2개 + 3 x 0.75인치 
트위터

  서라운드 변환기(개당): 업파이어링 풀레인지 
드라이버개 + 0.75인치 트위터

  서브우퍼 변환기: 10"
  작동 온도: 0°C~45°C

HDMI 사양
  HDMI 비디오 입력: 1
  HDMI 비디오 출력(향상된 Audio Return Channel, eARC): 1"
  HDMI HDCP 버전: 2.3

오디오 사양
  최대  SPL: 103dB
  주파수 응답: 34Hz~20KHz
  오디오 입력: 1 - Optical,  Bluetooth, Chromecast, 

AirPlay2, USB
USB 사양
  USB 포트: A형
  USB 정격: 5V/ 500mA
  지원 파일 형식: MP3
  MP3 코덱: MPEG 1 Layer 2/3, MPEG 2 Layer 3, MPEG 2.5 

Layer 3
  MP3 샘플링 속도: 16KHz~48KHz
  MP3 비트율: 80kbps~320kbps
  (USB 재생은 미국 버전만 가능. 기타 버전에서 USB는 

서비스 전용입니다.)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4.2
  Bluetooth 프로필: A2DP V1.2, AVRCP V1.5
  Bluetooth 주파수 범위: 2402MHz~2480MHz
  Bluetooth 최대 송신 전력: 13 dB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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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472 MHz(2.4GHz ISM 

밴드, 미국 11개 채널, 유럽 및 기타 지역 13개 채널)
  2.4G Wi-Fi 최대 송신 전력: 20dBm(EIRP)
  변조 형식: DBPSK, DQPSK, CCK, QPSK, BPSK, 16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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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0GHz~5.725GHz, 5.725GHz~5.825GHz
  5G Wi-Fi 최대 송신 전력: 22dBm(EIRP)
  변조 형식: QPSK, BPSK, 16QAM, 64QAM, 256QAM
  5G 무선 주파수 범위: 5180.0 MHz~5240.0 MHz, 

5725.0 MHz~5825.0 MHz
  5G 최대 송신 전력: 13 dBm(EIRP)
  변조 형식: QPSK

치수(너비 x 높이 x 깊이)
  884 x 62 x 120mm/34.8 x 2.4 x 4.7인치 (사운드바)
  173 x 60 x 120mm/6.8 x 2.4 x 4.7인치 (탈착식 

서라운드 스피커, 개당)
  305 x 440 x 305mm/12.0 x 17.3 x 12.0인치 (서브우퍼)

중량
  3.64kg/ 8.0 lb(사운드바)
  0.72kg x 2/ 1.6 lb x2 (탈착식 서라운드 스피커)
  11.10kg/ 24.5 lb (서브우퍼)

소비 전력 정보
  OFF(꺼짐) 모드: 해당 사항 없음
  사운드바 대기(모든 무선 연결이 비활성화된 경우) 

 < 0.5 W
  네트워크 대기(사운드바) < 6.0 W
  네트워크 대기(서브우퍼) < 2.0 W
  대기 전환 시간: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