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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I 인터페이스, HD JPEG 재생 및 USB 직접 연결 기능 등
고화질 및 소스 호환을 위한 최신 기능을 모두 갖춘 DivX®

Ultra Certified 플레이어

고품질의 화질/음향
● HDMI 디지털 AV 출력

● USB 장치에서 MP3/WMA/DivX®/JPEG를 직접

재생하기 위한 USB 포트

● 고해상도 JPEG 상 재생

● 순차주사방식(NTSC/PAL)

고급 기능

● 공식 DivX® Ultra Certified 제품

● 모든 버전의 DivX® 비디오(DivX® 6 포함)를 재생

하며, DivX® 미디어 파일 및 DivX® Media Format

의 향상된 재생 기능 제공

● DivX 재생시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자막

지원

● 슬라이드 쇼를 위한 MP3/JPEG 동시 재생

● MP3, JPEG, DivX®, WMA 재생

● GUI를 사용한 간편한 조작

● HDMI를 위한 와이드 스크린 모드 2개

● Yamaha AV 리시버에 가장 적합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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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pecifications 
Format Compatibility DVD Video, SVCD, VCD, 

Picture CD, DVD-VR, Audio CD,
MP3, JPEG, WMA and DivX

Disc Compatibility DVD+RW/+R (incl.DVD+R DL),
DVD-R (incl.DVD-R DL),
DVD-RW (incl. VR format with 
CPRM) and CD-R/-RW

VIDEO PERFORMANCE
Video D/A Converter 108 MHz/12-bit
Video Output 1 Vp-p/75 ohms
S-Video Output Y 1 Vp-p/75 ohms

C 0.3 Vp-p/75 ohms
AUDIO PERFORMANCE
Audio D/A Converter 192 kHz/24-bit
Signal-to Noise Ratio 105 dB
Dynamic Range 97 dB
Frequency Response

DVD (96 kHz sampling) 2 Hz– 44 kHz
DVD (48 kHz sampling) 2 Hz– 22 kHz
SVCD (48 kHz sampling) 2 Hz– 22 kHz
SVCD (44.1 kHz sampling) 2 Hz– 20 kHz
CD/VCD (44.1 kHz sampling) 2 Hz– 20 kHz

Harmonic Distortion + Noise 0.0035%
Dimensions (W x H x D) 17-1/8” x 2” x 12-3/16”

435 x 51 x 310 mm
Weight 5.7 lbs./2.6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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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by와 Double D는 Dolby Laboratories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DTS " 및 "DTS Digital Out "는DTS,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DivX, DivX Ultra Certified 및 관련 로고는 DivX, Inc.의 상표이며 라이선스하에 사용됩니다. •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는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제작 디자인 및 사양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결

고품질의 화질/음향

HDMI 디지털 인터페이스

HDMI 인터페이스는 최상의 비디오 및

오디오 성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의

케이블을 통해 어떤 잡음도 없이

고화질 디지털 비디오 및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1080i/720p로 업스케일링

한 HDMI 출력은 DVD의

비디오 데이터 해상도를

극 화하여 HDMI 호환 가능 모니터와

매치해 줍니다.

USB 장치에서 MP3/WMA/DivX®/

JPEG 직접 재생

전면 패널의 USB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USB MP3와 WMA 

플레이어 및 USB 메모리

장치(플래시 드라이브, 

포터블 HDD 등)를

꽂으면 저장해 놓은

음악과 이미지에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순차주사방식(NTSC/PAL)

HDTV나 형 화면 시청 시, 최 해상도를

실현하는 순차주사방식을 사용하면 좀더

부드럽고 화 같은 느낌이 드는 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DVD 플레이어는

NTSC와 PAL 신호 모두 순차주사방식으로

제공합니다.

HD JPEG 상 재생

DVD-S661은 또한 고해상도 JPEG 상을

재생하므로 HDMI 1080i를 통해 원래

해상도를 이용하거나 최 화질과 디테일을

보여주는 720p 비디오신호를 이용하여

비길 데 없는 JPEG 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급 기능

DivX® Ultra Certified

DVD 플레이어는 모든 버전의 DivX® 비디오

(DivX® 6 포함)를 재생하며, DivX Media

Format에서 지원되는 화형 메뉴, 자막 및

체 오디오 트랙과 같은 고급 미디어 기능의

향상된 재생 기능을 제공합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의 자막 지원)

MP3 음악과 JPEG 상을 동시에

MP3 음악과 JPEG 상 데이터가 모두

내장된 디스크를 로드하거나 USB 장치를

꽂으면 디스크 메뉴가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MP3 음악 트랙을 선택하고 JPEG 상

파일을 선택하면 음악을 들으면서 화면으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MP3, JPEG, DivX®, WMA 재생

MP3(오디오), JPEG(이미지), DivX®(비디오)

및 WMA(오디오) 형식으로 기록된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폭넓은 디스크 호환성

다양한 기능의 이 장치는 DVD비디오, 

오디오 CD, 비디오 CD(VCD), 슈퍼 비디오

CD(SVCD), DVD-R, DVD-R DL, 

DVD-RW, CPRM을 이용한 DVD-RW VR,

DVD+R, DVD+R DL, DVD+RW 및

CD-R/RW 등 거의 모든 종류의 DVD와

CD 형식/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통한

간편한 조작

이 플레이어는 TV나 모니터 화면에 바로

표시되는 다양하고 간편한 GUI 메뉴를 통해

쉽게 조작할 수 있으며, 리모컨으로 원하는

기능을 손쉽게 선택 및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 CD 시청

상이 담겨진 CD를 시청할 수 있으며, 

상 CD와 JPEG 형식이 모두 지원됩니다. 

확 /축소, 회전, 뒤집기, 스캔 등의 편리한

기능 또한 제공됩니다.

멀티플 줌

멀티플 줌 기능을 통해 이미지 크기를 1/4, 

1/3, 1/2, 2x, 3x, 4x의 여섯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HDMI용 와이드 스크린 모드

슈퍼와이드와 필라 박스의 두 가지 모드 중에

선택하여 HDMI를 통한 와이드 스크린

모니터에서 최적의 화질을 볼 수 있습니다. 

슈퍼와이드는 4:3 상의 상단과 하단 부분을

잘라내어 16:9 화면에 가깝게 만들어주므로

왜곡을 최소화합니다(480p/576p 해상도 제외).

Yamaha AV 리시버에 가장 적합한 제품

외양이 비슷하다는 점 외에도 DVD-S661은

RX-V661과 같은 SCENE 기능을 갖춘

Yamaha AV 리시버와 쉽게 연동되도록

설계하 습니다. DVDS661의 원격 입력을

RX-V661의 원격 출력에 연결하면 원격 전원

켜기(Remote Power On)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시버의 SCENE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삽입된 DVD 재생이 시작됩니다.

기타 탁월한 기능

• 108MHz/12비트 비디오 DAC

• 192kHz/24비트 오디오 DAC

• 립싱크

• 심야 모드

• 휴면 타이머

• 3단계 표시등

• 스크린 세이버

• 재생 복귀 기능(10디스크 메모리)

• 다중 반복 및 프로그램 재생

• NTSC/PAL 변환

• 슬림한 디자인

S비디오 및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

동축 디지털

오디오 출력

리모컨

입력/출력

컴포넌트 비디오 출력

(순차주사방식/비월주사방식)

HDMI 출력

혼합형 2채널

오디오 출력

참고: 녹음이 끝났을 때 최종 완료된 디스크에만 호환됩니다.  

디스크의 특성이나 기록 조건에 따라 일부 디스크는 재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cinema"는 Yamaha A/V 제품과

기술이 내세우는 모토로써 Yamaha의

디지털 기술에 한 신념과 디지털 홈시어터의 개발 및 발전을

이끄는 리더십을 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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