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도킹 스피커

• iPod/iPhone 용
• 배터리 /AC 전원

DS3000

사운드에 사로잡히다
이제 여러분의 공간에서 음악과 스타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근사한 도킹 스피커는 책상 등 자신의 생활 공간에 맑고 깨끗한 사운드를 제공
합니다 . iPhone/iPod 을 PC 와 동기화하십시오 . AC 또는 배터리 전력 옵션으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
Crystal Clear Sound
• 어떠한 볼륨 레벨에서도 깊은 베이스를 유지하는 DBB
• 균형 잡힌 깨끗한 음향을 위한 네오디뮴 스피커
• 휴대폰 간섭을 차단하는 차폐 기술
세련된 컴팩트 디자인
• 모든 공간 ,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컴팩트형 디자인
•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아름다운 360 도 디자인
다용도
• iPod/iPhone 을 PC 와 동기화
• 어디서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배터리 또는 AC 전원
• 케이스를 씌운채로 iPod/iPhone 도킹
• 거의 모든 휴대용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AUX IN
• 음악 검색 , 공유 및 무료 DockStudio 앱을 통한 수많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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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킹 스피커
iPod/iPhone 용 배터리 /AC 전원

사양

주요 제품
DBB( 다이나믹 중저음 강화 )

Dynamic Bass Boost 를 통해 고음에서 저음까지의
전체 볼륨 설정 범위에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음악의 베이스 음이 강화되어 음악 감상을 더욱
즐겁게 해드립니다 . 일반적으로 볼륨을 낮게 설
정하면 하단 중저음 주파수가 손실됩니다 .
Dynamic Bass Boost 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저
음 레벨을 높이도록 전환되므로 볼륨을 줄여도
변함 없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네오디뮴 스피커

네오디뮴은 음성 코일의 민감도 , 중저음 응답 및
균형 잡힌 음질을 위해 필요한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내는 최상의 소재입니다 .

PC 동기화

도킹 , 재생 , 동기화 및 충전이 모두 가능합니다 .
iPod 또는 iPhone 을 통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서 기기를 충전하고 USB 를 통해 기기와 PC 를 동
기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음질을 편리하
게 즐길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걱정할 필요 없이
멋진 음악을 원하는 만큼 즐기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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