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I-1200P
강력한 서브우퍼

사용자 설명서

중요한 안전 지침
1. 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좁고 사방이 막혔거나 빌드인 공간에 이 장비를 설치하지 말고, 공개된 공간에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하십시오.
신문, 식탁보, 커튼 등으로 환기 구멍을 막지 않아 올바르게 환기되도록 해야 합니다.
2. 불 켜진 양초와 같이 노출된 열원을 장치 위에 두지 마십시오.
3. 제품은 적당한 기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전압 선택기: 정격 입력을 조절하는 데 사용되며(110~120Vac/60Hz 및 220~240Vac/50Hz), 메인 전원 플러그를 선택기에
설정된 전압의 소켓 콘센트에 삽입하십시오. 메인 퓨즈 링크의 정격 전류는 다른 정격 입력과는 다르며(세부 사항은 마킹
참조),결합된 메인 퓨즈 링크는 공장 어셈블리 라인 작업 시 선택기 설정의 정격 입력과 연관됩니다. 자격을 갖춘
담당자에게 메인 퓨즈 링크 교체에 도움을 받은 후에 전압 선택기를 조절하십시오.

보호용 접지 단자. 장치는 보호용 접지 연결부가 있는 메인 소켓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5.

덴마크: “Apparatets stikprop skal tilsluttes en stikkontakt med jord, som giver forbindelse til stikproppens jord.”
핀란드: "Laite on liitettävä suojakoskettimilla varustettuun pistorasiaan"
노르웨이: “Apparatet må tilkoples jordet stikkontakt”
스웨덴: “Apparaten skall anslutas till jordat uttag”

경고
1. 제조업체에서 지정 및 제공한 부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2.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장치를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를 낙숫물이나 분무에 노출해서는 안 되며 꽃병처럼 액체가 든 물건을 장치 위에 두지 마십시오.
3. 메인 플러그는 분리 장치로 사용하며 분리 장치는 항상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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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I-1200P
강력한 서브우퍼

JBL®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JBL® 강력 서브우퍼에는 강력하고 역동적이며 정확한
저주파수 성능을 구현하는 고성능 변환기 및 내장형 앰프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실감 나는 영화 사운드트랙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절식 크로스오버, 위상 컨트롤 및
자동 켜기/끄기 기능이 있어 연결과 설정이 간편합니다.

JBL 서브우퍼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음질을 구현하여
완벽한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 자동차 또는

구성품 항목

빠른 시작 가이드에는 새 서브우퍼의 설정, 연결 및 조정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당사 웹

사무실에 오디오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실 경우 다시 한 번 JBL
제품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jblsynthesis.com

참고: 전원 플러그 유형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LFE 및 트리거 케이블 조합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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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릴 부착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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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파워 후면 패널 제어부 및 연결부

1) 전원 모드:
'자동' 위치로 전환하면 서브우퍼가 대기 모드로 바뀝니다.
오디오 신호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약 10분 후 아무런
오디오 신호도 감지되지 않을 경우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스위치를 '켜짐'으로 설정해 놓으면 전원 스위치가 '꺼짐'이 될
때까지 서브우퍼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2) 켜짐/대기 LED:
전원 스위치가 '켜짐' 위치에 있을 경우, LED에서 서브우퍼가
켜짐 또는 대기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LED에 녹색이 켜지면 서브우퍼가 켜진 상태입니다.
 LED에 빨간색이 켜지면 서브우퍼가 대기 모드입니다.
3) 위상 스위치:
이 스위치는 서브우퍼 변환기의 피스톤식 작동이 메인 스피커
위상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결정합니다. 메인 스피커
위상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브우퍼가 재생되면 메인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파가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음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여 저음 성능 및 음향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청취 위치에 따른 전체 스피커 배치 방법 및 실내
각 스피커 위치에 따라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저음 통과 크로스오버:
이 제어부는 서브우퍼가 소리를 재생할 때 최고주파수를
결정합니다. 크로스오버 제어를 높게 설정할수록 서브우퍼가
만드는 주파수가 더 높아지며, 서브우퍼 저음이 스피커 저음과
더 많이 "중첩"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다양한 공간과
서브우퍼의 위치에서 서브우퍼와 스피커 사이의 저음 주파수가
부드럽게 전환되게 할 수 있습니다.
5) 서브우퍼 게인:
서브우퍼 볼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하는 제어부입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6) 입력 커넥터:
스테레오 프리앰프의 출력에 연결하거나 서라운드 프로세서의
서브우퍼 출력을 왼쪽 또는 오른쪽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밸런스(XLR) 및 언밸런스(RCA)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은 0dBV 공칭 ~ + 12dBV 최대 언밸런스/+ 18dBV 최대
밸런스입니다. XLR 입력은 pin 2 hot입니다.
7) 전원 스위치:
이 스위치를 '켜짐' 위치에 놓으면 서브우퍼가 켜집니다. 외출 시
또는 서브우퍼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 스위치를 '꺼짐' 위치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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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원 코드 커넥터:
서브우퍼 입력 연결을 모두 마치고 확인한 다음, 서브우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전원 코드를 항상 전원이 공급되는 활성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를 일부 오디오 구성품에 있는 액세서리 콘센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9) 12V 트리거 인/아웃 커넥터:
서브우퍼의 Power Mode(전원 모드) 스위치가 "Trigger(트리거)"로
설정되면 12V 트리거를 "입력 연결"했을 때 전압 5V~12V에서
서브우퍼가 자동으로 켜지고 이 연결에서 전압이 차단되면
서브우퍼가 꺼집니다. 서브우퍼가 켜질 때마다 12V Trigger
Out(12V 트리거 출력) 커넥터에서 12V 트리거 신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추가 HDI-1200P 서브우퍼 또는
다른 트리거 가능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Parametric Equalization(PEQ) 제어:
이 이퀄라이제이션 제어부 세트는 특정 청취 공간의 청취
위치에서 주요한 공간 모드를 조정합니다. 파라메틱
이퀄라이저에는 Frequency(주파수), Bandwidth(대역폭) 및
주파수의 한 밴드에서 EQ Level(EQ 레벨)을 조정하는 가변
제어부가 있습니다. 이 제어부를 사용하려면 먼저 EQ 스위치를
"ON(켜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참고: 이퀄라이제이션 컨트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 측정
장치가 필요합니다. 공식 JBL 대리점에서 최적의 결과를 내기에
적합한 장치를 사용해 적절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11) EQ 주파수 제어:
문제가 있는 특정 영역의 중심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범위는
32HZ~100Hz입니다.
12) EQ 대역폭 제어:
이퀄라이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설정합니다.
범위는 0.1옥타브~0.6옥타브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영향을 받는
주파수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13) EQ 레벨 제어:
EQ 주파수 제어부에서 선택한 주파수에 적용되는 부스트 또는
컷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제어는 -12dB에서 최고
+3dB까지 조절됩니다.
14) EQ On/Off 스위치:
주파수, 대역폭, EQ 레벨을 포함한 파라메틱 EQ 컨트롤(단,
위상은 제외)을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한국어

트리거 전압 소스에 서브우퍼 연결

외부 트리거 입력 커넥터에 트리거 전압이 수신되면 서브우퍼가 자동으로 켜지고 저압이 중단되면 대기 모드에 진입합니다.
프리앰프/프로세서 또는 다른 오디오/비디오 구성품에 3V~30V(AC 또는 DC)를 공급하는 트리거 전압 연결이 있는 경우 서브우퍼의
외부 트리거 입력 커넥터에 해당 장치를 연결합니다. 구성품의 트리거 전압 연결에 3.5mm 미니 잭이 있는 경우 제품과 함께 제공된
LFE/트리거 케이블 조합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홈 시네마 시스템 또는 서라운드 리시버의 원격 제어 출력(IR Out)에 서브우퍼의 외부 트리거 입력 커넥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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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우퍼 배치
서브우퍼 성능은 청취 공간 내 서브우퍼 배치 및 시스템 내 다른
스피커와 관련된 물리적 위치와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귀로는 서브우퍼가 만드는 저주파수의 지향성 음향을
들을 수 없지만, 사방이 막힌 실내에 서브우퍼를 설치할 경우 실내에서
생성되는 반향, 정재파 및 흡수가 모든 서브우퍼 시스템 성능에 확실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에 설치된 서브우퍼의 특정한 위치는
생성되는 저음의 양과 질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브우퍼를 벽 옆에 설치하면 저음의 양이 증가하고 방안의
구석(1)에 설치하면 최대가 됩니다. 하지만 구석에 배치할 경우 저음
성능에서 정재파의 소멸 효과가 증가합니다. 이 효과는 청취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청취 위치에서는 결과가 매우 좋지만, 다른
청취 위치의 경우 특정 주파수에서 저음이 너무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실에서 좌측 및 우측 스피커(2)와 같은 면을 따라
서브우퍼를 배치하면 좌측 및 우측 스피커와 서브우퍼 사운드의 최상의
조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에서는 서브우퍼를 청취 위치(3)
뒤에 배치함으로써 최상의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서브우퍼 위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여러 군데 배치하여 성능을 시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로 청취 위치에 서브우퍼를
배치하고 강한 베이스의 음악을 재생해보는 것도 최상의 서브우퍼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재생될 동안
작업실 구석구석으로 돌아다니며(서브우퍼가 배치될 곳으로 귀를 기울임) 베이스 성능이 가장 좋은 곳을 찾을 때까지 들어보십시오.
그 위치에 서브우퍼를 배치하십시오.

연결
주의: 제품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 반드시 모든
시스템 컴포넌트 전원을 끄십시오.
내부 크로스오버로 AV 서라운드 리시버 또는 프로세서에
연결
저음 통과 필터링 서브우퍼 출력을 사용하는 서라운드
프로세서에 연결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서브우퍼를
연결하십시오. 서브우퍼 왼쪽 또는 오른쪽 입력 커넥터 중
하나에 밸런스(XLR) 또는 언밸런스(RCA)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 크로스오버가 있는 서라운드 프로세서에
연결할 때는 Low Pass Crossover(저음 통과 크로스오버)
조절기를 "LFE"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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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리시버, 앰프 또는 프리앰프에 연결
스테레오 장치에 연결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서브우퍼를 연결하십시오. 스테레오 컴포넌트에는 서브우퍼 출력이 드물게 있습니다.
사용 가능하면 사용하십시오. 없으면 왼쪽 출력에 Y-커넥터를 사용하고 오른쪽 출력에 하나를 사용해 서브우퍼 입력을 각 Y의 한쪽에
연결하고 왼쪽 또는 오른쪽 메인 스피커 앰프에 대한 입력을 Y의 다른 쪽에 연결하십시오. 장치와 서브우퍼 사이에 밸런스(XLR) 또는
언밸런스(RCA)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 방법을 사용하면 Low Pass Crossover(저음 통과 크로스오버) 노브를 "LFE"설정이 아닌
50~150Hz 사이의 주파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www.jblsynthe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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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모델

HDI-1200P

설명

1,000W RMS 의 전원을 출력하는
서브우퍼

출력 조건

100V~240V 50/60Hz

인클로저 유형

다운 파이어링 포트가 있는 베이스
리플렉스 디자인

소비 전력:
(유휴/최대)

<0.5W(대기)
1,180W/7.7A(최대 ~ 230Vac)
1,230W/12.87A(최대 ~ 120Vac)
1,190W/15.97A(최대 ~ 100Vac)

LF 드라이브 컴포넌트

300mm/12 인치 블랙 페이퍼 콘,
캐스트 프레임 우퍼

크로스오버 주파수

50Hz~150Hz(가변) 24dB/옥타브

규격
16.3" x 17.77" x 16.95"
(너비 x 깊이 x 높이, 그릴 포함): (414 x 451.3 x 430.5mm)

주파수 응답

28Hz~150Hz(-6dB)

제품 중량
(그릴 포함):

31.79kg(70.08lb)

서브우퍼 작동
서브우퍼 켜기 및 끄기

서브우퍼 조정: PHASE

서브우퍼의 전원 스위치를 '켜짐' 위치에 놓습니다. 서브우퍼의
전원 모드를 '자동' 위치에 놓습니다. 서브우퍼가 오디오 신호를
수신하면 자동으로 켜지고 약 10분 동안 아무런 오디오 신호도
받지 않을 경우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서브우퍼가 켜지면
서브우퍼의 LED에 녹색이 켜지고 대기 상태일 때는 빨간색이
켜집니다.

위상 스위치는 서브우퍼 드라이버의
위상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서브우퍼가
나오는 음파가 서브우퍼에서 나오는
상쇄하여 저음 성능 및 음향 효과가
각 스피커에 대한 전체 스피커 배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가 등의 이유로 서브우퍼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스위치를 '꺼짐' 위치에 두십시오.
서브우퍼 조정: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 제어는 서브우퍼에 내장된 저음 통과 필터
크로스오버를 50Hz에서 150Hz 사이로 조정합니다. 크로스오버
제어를 높게 설정할수록 서브우퍼가 만드는 주파수가 더
높아지며, 서브우퍼 저음이 스피커 저음과 더 많이 '중첩'됩니다.
이렇게 조정하면 다양한 공간과 서브우퍼의 위치에서
서브우퍼와 스피커 사이의 저음 주파수가 부드럽게 전환되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오버 제어를 설정하려면 저음의 매끄러운 정도를 들어
봅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저음이 너무 강할 경우 크로스오버
제어 설정을 낮춥니다. 특정 주파수에서 저음이 너무 약할 경우
크로스오버 제어 설정을 높입니다.
서브우퍼 조정: VOLUME
서브우퍼 볼륨을 설정하는 데 사용하는 제어부입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서브우퍼의 볼륨이 커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볼륨이 작아집니다. 서브우퍼의 볼륨과 시스템
내 다른 스피커의 볼륨의 균형을 맞추고 난 다음에는 볼륨 제어
설정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피스톤식 작동이 스피커
결정합니다. 스피커 위상과
재생되면 스피커에서
음파를 부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방법 및 실내 청취자의

대부분의 경우 위상 스위치를 '정상' 위치에 놓아야 하지만,
절대적으로 올바른 위상 스위치 설정은 없습니다. 서브우퍼의
위상이 스피커 위상과 일치하면 소리는 더 깨끗해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드럼과 같은 타악기, 피아노 및 발현
악기의 음색도 더 실제 소리와 비슷해집니다. 위상 스위치를
설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알고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드럼
및 기타 타악기 소리가 최대 효과를 내는 위치에서 스위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비정상 상태: LED 점멸
 빨간색 LED 점멸 30 초 미만: 서브우퍼가 보호 모드 상태이며
복구를 진행합니다. LED 가 녹색으로 되돌아옵니다.
 빨간색 LED 점멸 30 초 초과: LED 조명이 꺼질 때까지 AC
전원의 플러그를 뽑거나 스위치를 끕니다. AC 전원의
플러그를 꽂거나 스위치를 켜면 서브우퍼가 복구를
진행합니다. LED 가 녹색으로 되돌아옵니다.
제공된 카펫 스파이크 사용
서브우퍼를 카펫이 깔린 바닥에 설치하는 데 사용하는 금속
스파이크 4개가 제공됩니다. 카펫이 깔리지 않은 바닥에
서브우퍼를 설치할 경우 이 스파이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서브우퍼 볼륨 설정 관련 주의 사항:

스파이크 삽입 방법:

 서브우퍼 볼륨 설정이 음악 감상에는 적합하지만 영화
감상에는 너무 큰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영화 감상에는
적합하지만 음악을 감상하기에는 너무 조용할 수 있습니다.
서브우퍼 볼륨 설정 시, 저음이 강한 음악과 영화를 들어보고
두 개 모두 적합한 '절충' 볼륨을 찾으십시오.

1. 스피커 표면을 손상하지 않는 부드러운 바닥에 스피커를
옆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눕힙니다(스피커 앞면 또는 뒷면으로
눕히지 말 것).

 서브우퍼가 계속 너무 크거나 조용한 경우 다른 위치에
배치해 보십시오. 서브우퍼를 구석에 배치하면 저음 출력이
높아지고 벽 또는 구석에서 떨어트려 배치하면 저음 출력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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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커 각 발에 있는 나사 삽입구에 스파이크를 돌려
넣습니다.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스파이크 4개가 모두
완전히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참고: 서브우퍼를 절대로 끌어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서브우퍼를
들어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때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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