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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원 제품
이 문서 내용은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벽 설치형 모델

Stage 250WL 2 웨이 듀얼 5.25� 벽 설치형

Stage 260W 2 웨이 6.25� 벽 설치형

Stage 280W 2 웨이 8� 벽 설치형

천장 설치형 모델

Stage 260C 2 웨이 6.25� 천장 설치형

Stage 260CDT 2 웨이 6.25� 듀얼 트위터 천장 설치형

Stage 260CSA 2 웨이 6.25� 앵글 천장 설치형

Stage 280C 2 웨이 8� 천장 설치형

Stage 280CSA 2 웨이 8� 앵글 천장 설치형

제품 관련 액세서리
신축 설치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액세서리 및 천장 설치형 스피커
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정사각형 그릴 키트가 있습니다.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WB81 8� 벽 설치형 모델용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WB61 6� 벽 설치형 모델용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CB6SA 6� 앵글 천장 설치형 모델용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CB8SA 8� 앵글 천장 설치형 모델용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정사각형 그릴 키트

SGK6 6� 천장 설치형 모델용 정사각형 그릴 키트

SGK8 8� 천장 설치형 모델용 정사각형 그릴 키트

박스 구성품
Stage 아키텍처 라우드 스피커 1대
제로 베젤 그릴 1대
컷아웃 형판 1개
빠른 시작 가이드 1부(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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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경고
중요! HARMAN International은 라우드 스피커를 잘못 설
치하거나 떨어뜨려 발생하는 개인 상해나 제품 손상 또는 부적
절한 하드웨어 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설명서를 모두 읽고 경고 사항을 숙지한 후 제품을 설치하
십시오.

중요! 설치 주의 사항
제품의 특성상 설치하기 전에 다음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과열로 인한 발화/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와 벽 기공 사이

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가연성 소재 - 26mm(1�)
 가연성 소재 - 78mm(3�)
2. 벽 및 천장 내부에 설치된 모든 배선이 현지 화재 규정을 준수하

거나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전선 길이를 결정하고 거리별 전선 게이지 아래에 있는 표를 참

조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 스피커 전선을 선택합
니다.

4. 표면에 스피커를 고정할 때 설치용 레그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스피커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전동 스크류드라이
버를 사용할 경우 가장 낮은 속도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스피커를 권장 앰프 출력을 초과하는 앰프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스피커를 지나치게 장기간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해 
부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6. 모든 스피커를 연결 및 설치하기 전까지 전선의 앰프 끝부분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7.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등 필요한 액세서리를 결정하고 구매한 
다음, 설치 프로세스를 시작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브래킷 목록
은 제품 관련 액세서리를 참조하십시오. 

8. 벽 및 천장 판지의 두께는 13mm(½�)~51mm(2�)여야 하며, 
스피커 무게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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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설치하기 전에 지침을 주의깊게 읽고 아무 문제 없이 정확하게 설치
해야 합니다. 지침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언제든지 대리점이
나 고객 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 준비 사항
아키텍처 스피커는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스피커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요! 설치 주의 사항을 읽은 후 모든 안전 주의 사항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2. 실내 공간에서 스피커를 설치할 위치를 선택하고 벽 및/또는 천
장 등 어느 지점에 설치할지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벽, 천
장 또는 바닥 등 경계선 근처에 설치할 경우 반사 효과로 인해 사
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전선 길이를 결정하고 거리별 전선 게이지 아래에 있는 표를 참
조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이지 스피커 전선을 선택합
니다.

4. 스피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앰프 위치에서 
스피커 위치까지 모든 전선을 적절히 배선합니다. 이 시점에서 
앰프에 전선을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5. 신규 시공 시 모든 브래킷이 준비되어 있고 벽에 설치되어 있는
지 확인한 다음, 스피커를 설치해야 합니다. 브래킷에 포함된 지
침에 따라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기존 벽 및 천장에서는 패키지에 포함된 컷아웃 형판을 벽이나 
천장에 배치하고 벽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확인합니다. 형판과 
각 스터드 간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XL-2 레그를 완전히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터드 파인더를 사용하
십시오.

   

A
A

A

A - 최소 19mm(¾�)

스피커용  
컷아웃

7. 석고판용 톱을 사용하여 컷아웃 라인을 따라 벽/천장을 적절하
게 절단합니다.

 
거리별 전선 게이지

거리 / 길이 전선 게이지

<15m(50ft) 16 게이지

15m(50ft)~30m(100ft) 12 게이지

>30m(100ft) 10 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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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설치
1. 설치 전 준비 사항 섹션의 설치 단계에 따라 스피커를  

설치합니다. 
2. 스피커의 XL-2 레그를 설치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컷아웃에 스

피커를 설치하려면 스피커 프레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스피커의 XL-2 레그 

내부 프레임

3. 안전 링 아일렛을 사용하여 스피커 측면 근처의 벽/천장 내부 스
터드에 패키지에 포함된 안전 결선을 고정합니다.

4.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또는 벽/천장 구멍을 통해 전선을 당깁
니다.

5. 각 전선에서 절연 부분을 6.5mm(¼�) 만큼 벗겨냅니다.

6. 음극 단자(검은색)부터 천천히 각 단자를 가볍게 아래로 눌러 전
선을 삽입한 후 단자에서 손을 뗍니다. 양극 단자(빨간색)에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7. 컷아웃/브래킷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벽에 고정한 다음, XL-2 레
그에 연결된 스크류를 단단히 조입니다.

주의!  스크류를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레그가 헐거워지거
나 벽/천장에서 스피커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8. 스피커에 천천히 그릴을 올려놓고 자석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
까지 스피커 방향으로 그릴을 당겨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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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벽 설치형

Stage 250WL Stage 260W Stage 280W

   

고주파 변환기 25mm(1�) 알루미늄 돔 + 고품
질 이미징(HDITM) 혼

25mm(1�) 알루미늄 돔 + 고품
질 이미징(HDITM) 혼

25mm(1�) 알루미늄 돔 + 고품
질 이미징(HDITM) 혼

저주파 변환기 듀얼 130mm(5.25�) 폴리셀룰
로오스 콘 우퍼

165mm(6.5�)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200mm(8�)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권장 앰프 출력 20~120W RMS 20~100W RMS 20~120W RMS

주파수 응답 52Hz~25kHz(축에서 -6dB) 50Hz~25kHz(축에서 -6dB) 42Hz~25kHz(축에서 -6dB)

민감도(2.83V@1m) 90dB 87dB 90dB

공칭 임피던스 8Ω 8Ω 8Ω

크로스오버 주파수 2,100Hz 1,900Hz 1,700Hz

입력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그릴 치수 H: 496mm(19.5in) x  
W: 194mm(7.6in)

H: 339mm(13.3in) x  
W: 217mm(8.5in)

H: 400mm(15.7in) x  
W: 266mm(10.5in)

컷아웃 치수 H: 460mm(18.1in) x  
W: 162mm(6.4in)

H: 311mm(12.2in) x  
W: 184mm(7.2in)

H: 372mm(14.6in) x  
W: 238mm(9.4in)

장착 깊이 96mm(3.8in) 92mm(3.6in) 98mm(3.9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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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설치형(표준)

Stage 260C Stage 280C

  

고주파 변환기 25mm(1�) 알루미늄 돔 + 음향 렌즈 25mm(1�) 알루미늄 돔 + 음향 렌즈 

저주파 변환기 165mm(6.5�)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200mm(8�)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권장 앰프 출력 20~100W RMS 20~120W RMS

주파수 응답 50Hz~25kHz(축에서 -6dB) 42Hz~25kHz(축에서 -6dB)

민감도 (2.83V@1m) 87dB 90dB

공칭 임피던스 8Ω 8Ω

크로스오버 주파수 3,000Hz 3,400Hz

입력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그릴 치수 직경: 233mm(9.2in) 직경: 275mm(10.8in)

컷아웃 치수 직경: 203mm(8in) 직경: 244mm(9.6in)

장착 깊이 100mm(3.9in) 108mm(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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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설치형(특수 용도)

Stage 260CDT Stage 260CSA Stage 280CSA

   

고주파 변환기 듀얼 20mm(3/4�) 알루미늄  
돔 + 음향 렌즈 

25mm(1�) 알루미늄 돔 + 음향 
렌즈 

25mm(1�) 알루미늄 돔 + 음향 
렌즈

저주파 변환기 듀얼 VC 165mm(6.5�) 폴리셀
룰로오스 콘 우퍼

165mm(6.5�)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200mm(8�) 폴리셀룰로오스 콘 
우퍼

권장 앰프 출력 20~75W RMS 20~100W RMS 20~120W RMS

주파수 응답 50Hz~25kHz(축에서 -6dB) 50Hz~25kHz(축에서 -6dB) 42Hz~25kHz(축에서 -6dB)

민감도(2.83V@1m) 90dB 87dB 90dB

공칭 임피던스 8Ω 8Ω 8Ω

크로스오버 주파수 2,900Hz 2,800Hz 2,900Hz

입력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니켈 도금 스프링 장착 커넥터

그릴 치수 직경: 233mm(9.2in) H: 248mm(9.8in) x  
W: 248mm(9.8in)

H: 289mm(11.4in) x  
W: 289mm(11.4in)

컷아웃 치수 직경: 203mm(8in) H: 219mm(8.6in) x  
W: 219mm(8.6in)

H: 260mm(10.2in) x  
W: 260mm(10.2in)

장착 깊이 106mm(4.2in) 127mm(5in) 138mm(5.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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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도구
프리컨스트럭션 브래킷

JBLWB52 JBLWB61(신규) JBLWB81(신규) JBLCB6SA JBLCB8SA

 

설명 5� 벽 설치형 모델용 
러프 인 브래킷

6� 벽 설치형 모델용 
러프 인 브래킷

8� 벽 설치형 모델용 
러프 인 브래킷

앵글 6� 천장 설치형 
모델용 러프 인  
브래킷

앵글 8� 천장 설치형 
모델용 러프 인  
브래킷

지원 제품 250WL 260W 280W 260CSA 280CSA

정사각형 그릴 키트

JBLSGK6 JBLSGK8

설명 6� 천장 설치형 모델용 정사각형 
화이트 도색 가능 그릴

8� 천장 설치형 모델용 정사각형 
화이트 도색 가능 그릴

지원 제품 260C/260CDT 2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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