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PRODUCT BULLETIN 
 Blu-ray Disc Player

BD-S1067
 

 

 

Yamaha AV 리시버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된 고성능 Blu-ray 디스크 

플레이어인 BD-S106 은 SCENE 기능에 작업이 통합되어 있으며 전면 

패널에도 깔끔하고 우아한 디자인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BD-Live 및 BonusView 지원 고화질 
• 인터넷 연결을 통해 BD-Live 의 재미있고 유용한 기능에 액세스 
• 보조 비디오/오디오를 통한 향상된 해설 및 정보 제공 
• 가상 패키지를 이용해 USB 메모리 장치를 통한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가능성 제공 

 • 3D Ready 
• 비디오 조정 메뉴 
• 1080p/24Hz 호환 HDMI 비디오 출력 
• x.v.Color 및 Deep Color 호환 
• DVD, 사진 및 개인 비디오 데이터를 위한 1080p 재생 

강력한 오디오 성능 고급 기능 
• Full HD 오디오 형식 디코딩 
• HDMI 를 통한 직접 비트스트림 및 멀티 채널 리니어 PCM 출력  

—7.1 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2 채널 다운믹스 오디오 출력 

• 오디오 퓨어 다이렉트 
• 192kHz/24 비트 오디오 DAC 
• 최고급 알루미늄 전면 패널 

 • 범용(Blue-ray, SA-CD 및 DVD 오디오 호환) 플레이어 
• DLNA 클라이언트, 인터넷을 통한 YouTube 펌웨어 

업데이트 
• RC-232C 컨트롤 
• Yamaha SCENE 호환(자동 전원/재생 켜짐) 
• HDMI CEC 기능 
•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 GUI 
• 비디오, 음악 및 사진을 위한 전면 및 후면 USB 포트 
• Disc/USB 멀티 미디어 호환성: AVCHD, WMV, 

JPEG(HD), MP3 및 WMA 
• MP3 오디오와 함께 JPEG 슬라이드쇼 재생 
• 간편한 설정이 가능한 설정 마법사 
• 착탈식 전원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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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양 
BD/DVD/CD  BD-Video, BD-R, BD-RE (BD-MV), DVD-A, DVD-Video, 

DVD-R/-RW(DVD-Video, DVD-VR AVCHD), 

디스크/형식 호환성 DVD+R/+RW(비디오 및 VR 모드), SA-CD, CD-DA, 
CD-R/-RW, JPEG (HD), MP3, WMA, WMV 및 AVCHD  

USB JPEG(HD), MP3, WMA 및 WMV 

비디오 성능 
비디오 출력 1Vp-p/75Ω 

Y 1Vp-p/75Ω 
컴포넌트 비디오 출력 Pb 0.7Vp-p/75Ω 

Pr 0.7Vp-p/75Ω 
HDMI 출력 480i/576i/480p/576p/720p/1080i 1080p/1080p@24 Hz 
오디오 성능 

출력 레벨(1kHz, 0dB) 2 ± 0.3V(BD/DVD/CD-DA) 
신호 대 잡음비 115dB (BD/DVD/CD-DA) 
 

105dB(BD/DVD) 
100dB(CD- DA) 

0.0028%(BD/DVD) 
0.003%(CD-DA) 
 
2Hz-20kHz(CD-DA) 

주파수 응답 2Hz-22kHz(BD/DVD 48kHz 샘플링) 
2Hz-44 kHz(BD/DVD 96kHz 샘플링) 

일반 사양 
대기 전력 소비 0.5W 미만  
크기(W x H x D) 435 x 316 x 96mm 
중량 4.05kg 

멀티미디어 파일 지원 
비디오 형식 H.264(MPEG-4 AVC), WMV9, MPEG-1, MPEG-2, 

DivX Plus HD(DivX 3/4/5/6), Xvid 

파일 확장명 : mkv / .wmv / .asf / .avi / .mov / .mts / .m2ts / .mp4 /  
divx / .mpg / .vob 

오디오 형식 MP3, WMA9, WAV, AAC 
사진 형식 JPEG, GIF, PNG 
참고: • CODEC 및 파일 형식에 따라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파일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 Apple Lossless 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 DLNA 는 서버 응용 프로그램의 
호환 형식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연결 
    
HDMI 출력 1 

 
7.1 채널 분리 오디오 출력 1 

USB 포트(전면 패널/후면 패널) 1 / 1  혼합형 2 채널 오디오 출력 1 
디지털 오디오 출력(광/동축) 1 / 1    
컴포넌트 비디오 출력 1  리모컨 입력/출력 1 / 1 
컴포지트 비디오 출력 1  RS-232C 인터페이스 1 
이더넷 1  착탈식 전원 케이블용 단자 1 

• Java 및 모든 Java 기반 상표 및 로고는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Sun Microsystem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Dolby 와 D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 의 상표입니다. • DTS 는 DTS 의 등록 
상표이며 DTS 로고 및 기호는 DTS 의 상표입니다. • HDMI, HDMI 로고 및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는 HDMI Licensing LLC 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x.v.Colour" 는 Sony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 “AVCHD” 및 “AVCHD” 로고는 Matsushita Electric Industrial Co. Ltd. 및 Sony Corporation 의 상표입니다. • DivX®, DivX Certified®, DivX PlusTM HD 및 관련 로고는 
DivX, Inc.의 등록 상표이며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사용됩니다. • 제품 디자인 및 사양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BD-S1067 을 Yamaha AV 리시버에 최적으로 사용

BD-S1067 은 Yamaha AV 리시버를 최대한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리모콘의 SCENE BD/DVD 버튼을 
누르면 리시버 및 BD-S767 전원이 켜지고 디스크 재생이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