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비 애트모스는 서라운드 음향 그 이상입니다 . 거실에 있는 

여러분을 전에 한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영화 세계로 이동시킬 

수 있는 오디오 프로세스 기술입니다 . 다른 기술들은 단순히 

소리를 특정한 채널로 보여주는 데 그칠 뿐이지만 , 돌비 

애트모스는 각각의 소리를 사물로 구현합니다 . 사물이 배경 

주위를 돌면 돌비 애트모스는 그 사물을 따라 자연스럽게 

소리를 움직여  - 심지어 위쪽으로도 - 오디오 환경을 만들어 

여러분들을 영화 속 한 가운데로 이동시킵니다 . 

KEF Q 시리즈 및 다른 AV 스피커 시스템과 완벽하게 들어맞아 

작동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Q50a 돌비 애트모스 대응 

서라운드 스피커는 프론트 와 리어스피커의 상단에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상향식 파이어링 스피커입니다 . 이 서라운드 

스피커를 단순히 해당 위치에 위치시켜  A/V 리시버 또는 

AV 프로세서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 KEF 음향 엔지니어는 

소리를 전문적으로 조절하여 오버헤드 스피커 없이 정밀한 천장 

반향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울 정도로 실감나는 

영화 같은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를 구현해 줍니다 . Q50a 는 

전용 키홀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벽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 

신제품 Q 시리즈 스피커와 완벽하게 연결하여 가정에서 

하이파이 서라운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댐프드 트위터 로딩 튜브 - 고무 소재의 끌 모양의 댐퍼 - 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 후면에서 보다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소리를 막습니다 . 이는 고음역의 소리가 정말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유지시킵니다 . 신형 Q 시리즈의 Uni-Q 

드라이버는 Q50a 의 핵심입니다 . 이는 극도로 세밀하고 

빠르며 깨끗한 반향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역동성을 보이는 

경량의 콘 리턴 , 개선된 스파이더 서스펜션 , 신세대 콘 넥 

디커플러가 특징입니다 .   

Q 시리즈의 일부로써 디자인된 Q50a 의 시각적 디자인은 

다른 Q 시리즈 스피커와 일관된 요소를 공유합니다 . 드라이버 

색과 어울리는 검정색 또는 흰색의 세련된 새틴과 같은 매트한 

마감재는 현대 또는 전통적 인테리어와 균일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  

본 제품을 설치한 후 가정에서 영화를 보게 되면 전과 동일한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 여러분 주위의 세계는 갑자기 

3 차원 소리로 가득찰 것입니다 . 나비의 날개가 조용히 

파닥거리는 소리에서부터 스타쉽 레이저가 고음으로 부딪히는 

소리까지 영화 속의 모든 소리가 여러분 주위를 에워쌀 

것입니다 . 영화는 더 이상 관찰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영화 

속을 경험하는 참여자를 위한 것입니다 . 

KEF Q50a 
돌비 애트모스 대응 서라운드 스피커



사양

모델 Q50a

디자인 2웨이 밀폐형 박스 디자인

드라이브 유닛 130mm (5.25in.) 알루미늄 Uni-Q 
25mm (1in.) 벤트 알루미늄 돔 HF

주파수 범위 자유 필드 (-6dB) 96Hz - 19.5kHz

주파수 응답 (±3dB) 105Hz - 18.5kHz

크로스오버 주파수 2.5kHz

앰프 요구 사항 10-100 W

감도 (2.83V /1m) 86 dB

최대 출력 106 dB

노미널 임피던스 8 Ω (min. 4.6Ω)

무게 * 4.25kg

사이즈 (H x W x D)* 174 x 180 x 259 mm

주추 포함 사이즈 (H x W x D)* 178 x 180 x 259 mm

색상 블랙 / 화이트

*기기 당 측정

방문: KEF와 KEF 제품에 관한 추가 정보는 KEF.COM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KEF 는 사양을 개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연구 개발의 지속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OE.  

Dolby Atmos® 는 Dolby Laboratories의 등록 상표입니다.

 특징

• Q50a 돌비 애트모스 대응 서라운드 스피커

• Q 시리즈의 일부로써 디자인되었으며 시리즈와 일관성을 보이는 미적인 디자인과   

   마감재

• Q 시리즈 상단에 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다른 종류의 바닥 또는 선반  

   스피커와 페어링 가능

• 모든 신제품 Q 시리즈 스피커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 최신 Uni-Q 드라이버   

   기술로 Q 시리즈와 완벽하게 통합 가능

• 댐프드 트위터 로딩 튜브 ( 레퍼런스 시리즈 오리지널 기술 )

• 벽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든 벽 설치 키홀 

•  사틴 블랙과 사틴 화이트 마감재 옵션

Dolby Atmos 구성

돌비 애트모스는 채널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플레이백 설치에 .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여러분의 돌비 애트모스 A/V 리시버 또는 . 프리프로세서를 

원하는 3 차원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스피커에 연결하면 , 다음과 같은 

조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라운드 음향 구성

벽걸이형 Q50a - 서라운드 스피커 

모듈과 5.1 홈시어터 시스템 설정이 

표시됩니다 .

5.1.2 –  2 x Q50a 버전 5.1.4 – 4 x Q50a 버전 5.1– 2 x Q50a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