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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라이트쇼와 함께 즐기는 놀라운 JBL 사운드.
JBL PartyBox 310으로 노래방 파티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모바일 

엔터테인먼트 장비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에서나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와 기타 입력은 라이브 공연을 

위해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며, 다이내믹 라이트쇼, 멋진 보컬 이펙트 및 240W의 

JBL 시그니처 사운드로 록스타의 분위기와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및 18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무한대의 엔터테인먼트 옵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JBL PartyBox 310으로 파티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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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1 x JBL Party Speaker 310
빠른 시작 가이드 1부
품질보증서 1부
안전 관리 지침 1부
1 x AC 전원 코드(AC 플러그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음)

기술 사양
	모델명 : JBL PartyBox 310
	트랜스 듀서 : 2 x 6.5 인치 (176mm) 우퍼 + 

2 x 2.5 인치 (65mm) 트위터
	출력 전력 : 240W RMS
	주파수 응답 : 45Hz-20KHz (-6dB)
	신호 대 잡음비 : > 80dBA
	전원 공급 장치 : 100-240V – 50 / 60Hz
	대기 전력 소비 : BT 연결시 <2W; BT 
연결없이 <0.5W
	Bluetooth® 버전 : 5.1
	Bluetooth® 프로파일 : A2DP 1.3, AVRCP 1.6
	블루투스 송신기 주파수 범위 :  

2.4 – 2.48GHz
	블루투스 송신기 전력 : 15dBm (EIRP)
	블루투스 송신기 변조 : GFSK, π / 4 DQPSK, 

8DPSK
	블루투스 범위 : 약. 10m (33 피트)
	USB 형식 : FAT16, FAT32
	USB 파일 형식 : mp3, wma, wav
	배터리 유형 : 리튬 이온 72Wh
	USB 출력 : 5V / 2.1A
	디지털 입력 : 블루투스 / USB-9dBFS
	배터리 충전 시간 : <3.5 시간
	배터리 재생 시간 : < 18 시간*
	제품 크기 (W x H x D) :  

325.6 x 687.7 x 367.8 mm /  
12.8 x 27 x 14.5 in
	포장 크기 (W x H x D) :  

792 x 430 x 388 mm /  
31.18 x 16.93 x 15.28 in
	순중량 : 17.42 kg / 38.4 lbs
	총중량 : 19.1 kg / 42.11 lbs

특징 및 장점 
강력한 JBL 시그니처 사운드 
동네나 해변에서 240W의 웅장한 JBL 시그니처 사운드로 모두에게 파티 사운드를 선사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랩을 하고 기타를 쳐요. 그 다음에는 베이스 볼륨을 높여 댄스플로어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켜 보세요.

라이트 쇼로 밤을 밝혀 보세요
비트에 맞춰 움직이는 화려한 다이내믹 라이트쇼로 모두를 황홀하게 만들어 보세요. 미묘한 펄스와 
강력한 섬광 이펙트로, 어떤 분위기에나 어울리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파티를 멈추지 말아요
18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오프닝부터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파티를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 오래 파티를 즐기고 싶으신가요? JBL PartyBox 310을 콘센트에 꽂으면 주말 내내 
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용하세요. 어디에서나 파티를 즐기세요!
빅 사운드는 클럽에서나 즐길 수 있다고요? 텔레스코픽 핸들과 내장 스무드 글라이드 휠로 
테라스나 공원, 그 외 모든 곳에서 편리하게 파티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방수 기능까지
뒷마당 댄스 파티부터 수영장 파티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세요. IPX4 방수 기능을 갖춘 JBL 
PartyBox 310으로 비가 올 때나 날씨가 맑을 때나 장시간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게 틀어 보세요. 아주 크게요
무선 PARTYCONNECT로 호환 가능한 스피커를 원하는 만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스피커에 
음악과 라이트쇼를 동기화하기 때문에 신나는 행사 분위기를 한층 더 활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운드 이펙트로 멋진 파티 오프닝
모두의 관심을 끄는 파티 사운드 이펙트로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에어혼, 박수, 심지어 
야유 소리까지 선택할 수 있어 게스트를 환호하고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DJ의 존재감
해가 져도 파티는 계속됩니다. JBL PartyBox 310 제어판에는 어둠 속에서 활성화되는 편리한 내장 
백라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래시가 필요하지 않아, 음악을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기능을 담은 앱
DJ부스부터 나무 밑 조용한 공간까지, 휴대폰의 PartyBox 앱으로 파티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몇 번 탭하고 밀기만 하면 트랙을 전환하고, 라이트쇼를 바꾸고, 노래방 기능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를 사용하세요. 멋진 사운드로 분위기 업
파티 분위기를 실제로 한 차원 더 높여 보세요. JBL PartyBox 310은 대부분의 스피커 스탠드와 
호환되기 때문에 높은 위치로 올려 더 잘 보이게 하면서도 사운드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스피커 스탠드는 불포함).

내장 노래방 모드로 솔로나 듀엣으로 노래 부르기
당신이 돋보일 시간입니다. 듀얼 마이크와 기타 입력을 사용하면 어떤 파티든 노래방 분위기로 바꿀 
수 있고, 내장 보컬 튜닝으로 목소리를 더욱 멋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음악 스트리밍
노래. 재생 목록. DJ 믹스.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다른 장치에서 원하는 음악을 
원할 때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크게 틀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재생 목록에서 ‘재생’을 누르세요
원하는 곳을 신청할 필요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썸드라이브에서 재생 목록을 틀거나 내장 USB 
포트에 플러그를 끼워 아주 편리하게 좋아하는 곡을 재생해 보세요.

짜릿한 분위기
뒷마당 파티부터 창고 파티까지, PartyBox 310은 콘센트가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파티를 원하시나요? 승용차, RV 또는 파티 버스에 연결하면 신나는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18 시간의 배터리 재생 시간은 참고 용일 뿐이며, 여러 번의 충전 및 방전주기 후 음악 내용 및 배터리 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 정의 된 음악 소스, 라이트 쇼 끄기, 볼륨 레벨 18 및 Bluetooth 스트리밍 소스를 통해 달성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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