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D-A1010은 AVENTAGE AV 리시버와 완벽하게 어울려 최적의 성능과 디자인의 일체감을 
제공하는 블루레이 디스크 플레이어입니다. 블루레이 3D 재생을 비롯하여 HDMI CEC 지원의 
SCENE 기능 및 아이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3D and BD-Live™ Features 3D와 BD-Live 기능
• 블루레이 3D의 재생 , 최신 비디오 포맷 지원
• 인터넷에 연결하여 BD-Live에서 제공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기능 사용
• 보너스 뷰(BONUSVIEW™) 기능은 보조 비디오 및 오디오를 통해 향상된 
   코멘터리와 정보를 제공
• USB 메모리 장치를 통해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가능성을 제공하는 가상 
   패키지(Virtual Package)

Audio Features 오디오 기능
• 풀 HD 오디오 포맷 디코딩
• 고품질 부품을 사용하여 최적의 성능 지원 및 사운드 조정 기능
• 다이렉트 비트스트림과 HDMI를 통해 멀티채널 리니어 PCM 출력
   - 7.1채널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 2채널 다운믹스(Down-Mixed) 오디오 출력
• 오디오 퓨어 다이렉트(Pure Direct) 모드
• DSD 입력을 지원하는 192kHz/24bit 오디오 DAC
• 하이엔드 수준의 알루미늄 프런트 패널

Video Features 비디오 기능
• 비디오 조정 메뉴 제공
• 1080p/24Hz 호환의 HDMI 비디오 출력
• x.v.Colour와 Deep Color 호환
• DVD, 사진 및 개인 비디오 데이터의 1080p 재생

Advanced Features 고급 기능
• 블루레이 및 SACD, DVD-Audio 호환의 유니버설 플레이어
• 유튜브(YouTube) 린 백(Leanback) 호환
• 쉬운 조작을 위한 아이폰 앱 제공
• 안드로이드 앱 지원 예정
• AV 리시버의 HDMI CEC 호환의 SCENE 버튼을 통해 원터치 파워 
  온(Power On) 및 재생기능 지원
• GUI 타입의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 멀티미디어 호환성 :
   - 비디오 : DivX Plus HD, AVCHD, WMV, MOV, MP4, MPG
   - 오디오 : MP3, WMA, WAV, AAC
   - 사진 : JPEG HD
• 비디오, 음악, 사진 재생을 위한 전면과 후면의 USB 포트 제공
• MP3 사운드 트랙과 함께 JPEC 슬라이드 쇼 재생 기능
• 손쉬운 설치를 위한 설치 마법사(Setup Wizard) 지원
• RS-232C 제어 기능
• 분리형 전원 케이블



SCENE과 HDMI CEC의 간편한 조작
야마하의 SCENE과 HDMI CEC 기능은 BD-A1010과 AVENTAGE 시
리즈의 AV 리시버와 함께 사용할 때 향상된 조작성을 제공합니다. AV 
리시버의 리모컨에 있는 SCENE BD/DVD 버튼을 누르면 두 기기의 
전원이 켜지고 디스크의 재생이 시작(디스크가 들어 있을 경우)됩니
다. AV 리시버의 리모컨은 또한 재생, 멈춤, 넘기기 등의 다른 기능도 
조작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