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D-S677은 미라캐스트(Miracast)와 고급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하며, 다양한 기능
을 지원하는 블루레이 3D 플레이어입니다. 야마하의 스마트폰/태블릿 앱 및 드롭박스
(Dropbox)와 호환되며, 야마하 AV 리시버와 동일한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Built-in WiFi and Network Features 네트워크 기능

Video Features 비디오 기능

Audio Features 오디오 기능

Advanced Features 고급 기능

Easy Setup and Operations 쉬운 설정과 조작

• 스마트폰, 태블릿의 다양한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미라캐스트 호환

• 아이폰/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앱 컨트롤

•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롭박스와 호환되어 저장된 콘텐츠 액세스 지원

• 유튜브 린백(Leanback) 호환성

• 디지털 사진을 볼 수 있는 피카사 호환

• DLNA 서버(PC, NAS 등)에 있는 콘텐츠 재생

•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

• 블루레이 3D 재생과 최신 비디오 포맷 지원

• 1080p/24Hz 호환 HDMI 비디오 출력

• x.v.Colour, Deep Colour 호환

• 비디오 노이즈 감소 기능

• SACD 재생

• HD 오디오 포맷 비트스트림 출력

• HDMI의 다이렉트 비트스트림과 멀티채널 리니어 PC 출력

    - 아날로그 2채널 다운믹스 오디오 출력

• 192kHz/32bit 오디오 DAC 탑재

• 고해상도 오디오 파일 192kHz/24bit FLAC, ALAC 재생 

• 인터넷에 접속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기능을 제공하는 BD-Live
• 세컨드 비디오와 오디오를 지원하고, 코멘터리와 정보를 제공하는
    보너스뷰(BONUSVIEW) 
• 다양한 미디어와 파일형식 지원
    - 블루레이 디스크, DVD, SACD, CD
    - 보너스뷰(BONUSVIEW)와 BD-Live
    - USB
    - DLNA(DMP/DMR)
• 멀티미디어 파일 호환성 제공 
    - 비디오 : MKV(H.264), MPEG PS, MPEG TS, MPEG-4, VOB, 
                    AVI, ASF, WMV, DivX Plus HD, AVCHD
    - 오디오 : MP3, WMA, AAC, WAV, FLAC, ALAC
    - 사진 : JPEG, GIF, PNG
• MP3 오디오 트랙과 함께 JPEG 슬라이드쇼 재생 지원

• 쉽게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마법사

• WPS(Wi-Fi Protected Setup)을 통한 자동 와이파이 설정

• USB 또는 네트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 다국어 지원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GUI

• TV, AV 리시버, 블루레이 플레이어의 일률적인 조작(HDMI CEC)

• 야마하 AV 리시버의 SCENE 버튼과 HDMI CEC를 통해 원터치로

    전원 켜기와 재생

• 아이폰/아이패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태블릿 앱 컨트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무선 다이렉트와 미라캐스트 호환

무선 다이렉트 호환성을 제공하여 미라캐스트 호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음악을 무선으로 재생하거나 대형 TV를 통해 저장된 동
영상을 재생하고 게임이나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AV 리시
버와 연결하여 강력한 멀티채널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마하 AV 리시버와 함께 사용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AV 컨트롤러 앱과 HDMI CEC 

BD-S477은 쉬운 조작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AV 컨트롤러 
앱은 전원 On/Off, 재생, 멈춤 그 외의 다른 기능을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조작
할 수 있습니다. BD-
S477과 야마하 AV 
리시버를 조합하면 
홈시어터 시스템을 
간단하고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HDMI CEC는  AV 
리시버의 SCENE 기
능을 사용하여 자동
으로 전원을 켜고 끄
거나 재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