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구매안내에 소개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은 매장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IKEA.kr에서 확인하세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가격표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조립이 필요합니다.

제품구매안내

ENEBY 에네뷔 
블루투스 스피커

Bluetooth® 마크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상표로  
IKEA of Sweden AB는 라이센스 하에 
해당 상표를 사용합니다. 기타 다른 
등록상표나 상호에 대한 권한은  
각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기는 최상의 사운드 
IKEA 블루투스 스피커는 일반 가정집 인테리어와 가구와 잘 어울리도록 
디자인되었을 뿐 아니라 전문가용 스피커 못지않게 선명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ENEBY/에네뷔 30×30 cm은 KALLAX 칼락스 선반 유닛에  
꼭 맞도록 만들어졌어요. ENEBY 에네뷔 20×20 cm은 전원 연결 없이 
충전지로 작동해서 집안 어디든 놓고 쓸 수 있죠. 



블루투스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블루투스 스피커는 집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최적의 음질을 선사합니다. 
휴대폰이나 다른 블루투스 지원 기기에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배터리팩을 추가하면 완벽한 휴대용 스피커가 되어 어디서든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사양

전력량(W) 마이크 AUX 입력 배터리 재생 시간*

ENEBY 에네뷔 20×20cm 20 —  8~10시간

ENEBY 에네뷔 30×30cm 42 — —

* 50% 볼륨으로 음악 재생 시

구성품 및 가격
ENEBY 에네뷔 배터리팩. 원하는 곳 어디든 음악과 함께하세요.
ENEBY 에네뷔 배터리팩은 ENEBY 에네뷔 스피커 20x20cm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003.575.37 ￦20,000

ENEBY 에네뷔 스피커스탠드. 스탠드가 ENEBY 에네뷔 스피커를 
받쳐주어 스피커와 표면 사이 공간을 띄어줍니다. 스피커가 사람 
쪽을 향하도록 살짝 기울어진 형태가 되어 최적의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블랙 803.575.81 ￦10,000

ENEBY 에네뷔 블루투스 스피커 30×30cm. 세워둘 수도 있고  
벽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또렷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패브릭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도 
근사하지만 커버 없이 스피커 부품이 드러나도록 설치해도 독특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KALLAX 칼락스 선반 유닛에 
꼭 맞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블랙 003.574.67 ￦99,900
화이트 604.014.72 ￦99,900

ENEBY 에네뷔 블루투스 스피커 20×20cm. 세워둘 수도 있고 벽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두어도 또렷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패브릭 커버를 씌워서 사용해도 근사하지만 
커버 없이 스피커 부품이 드러나도록 설치해도 독특하고 미니멀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에 포함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해서 ENEBY 에네뷔 배터리팩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팩은 별도 판매입니다.  
블랙 203.576.35 ￦69,900
화이트 604.013.92 ￦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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