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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uto-sleep function has been changed as described below.

* Enabling/disabling the auto-sleep function
With the sound bar turned off, hold down the MUTE key on the sound bar’s remote 
control for more than 5 seconds.
You can check the status of the auto-sleep function when turning on the sound bar.

Initial setting varies depending on the country or region.
• U.K. and Europe models: enabled
• Other models: disabled

❑ Standby Power Consumption values have been changed (for U.K. and 
European models).
Standby power consumption

Bluetooth Standby Off 0.4 W
Bluetooth Standby On

YAS-152 0.6 W
YSP-1400 0.5 W

節電機能を以下のように変更しました。

*節電機能の有効・無効を切り替える
電源オフの状態で、サウンドバーのリモコンの消音ボタンを 5秒以上押す。
サウンドバーの電源をオンにしたときに、節電機能の設定状態を確認できます。

English Notice of changes to specifications

Before changing After changing

The sound bar will be automatically 
turned off when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 No operations for 8 hours
• No audio input and no operations 

for 30 minutes

The sound bar will be automatically 
turned off when the auto-sleep 
function is enabled* and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is met.
• No operations for 8 hours
• No audio input and no operations 

for 20 minutes when BLUETOOTH 
is selected as the input source.

Off (enabled), lights up (disabled)

Indicators on the front panel 
of the sound bar

日本語 仕様変更のお知らせ

変更前 変更後
以下のいずれかの条件で自動的に電
源が切れます。
• 操作がない状態で 8 時間経過
• 音声入力、および操作がない状態
で 30 分経過

節電機能を有効にすると *、以下のい
ずれかの条件で電源が切れます。
• 操作がない状態で 8 時間経過
• BLUETOOTHが入力として選択さ
れ、音声入力および操作がない状
態で 20 分経過

消灯（有効に設定時）、
点灯（無効に設定時：初期設定）

サウンドバー前面のランプ



❑ 自动睡眠功能已作如下改变。

*启用／禁用自动睡眠功能
在条形音箱关闭的情况下，按住条形音箱遥控器上的 MUTE 键 5 秒以上。
打开条形音箱时，您可查看自动睡眠功能的状态。

初始设定因国家或地区而异。
• 英国和欧洲机型：启用
• 其他机型：禁用

❑ 자동 슬립 기능이 아래 설명한 대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동 슬립 기능의 활성화 / 비활성화
사운드 바가 꺼진 상태에서 사운드 바의 리모컨에 있는 MUTE 버튼을 5 초 이상 누릅
니다 .
사운드 바를 켜면 자동 슬립 기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 영국 및 유럽 모델 : 활성화됨
• 기타 모델 : 비활성화됨

中文 规格变更注意

变更前 变更后

当满足以下条件之一时，条形音
箱将自动关闭。
• 8 小时未操作
• 30 分钟没有音频输入且没有操
作

当启用自动睡眠功能 *且满足以
下条件之一时，条形音箱将自动
关闭。
• 8 小时未操作
• 当选择 BLUETOOTH 作为输入源
时 20 分钟没有音频输入且没
有操作。

熄灭（已启用），点亮（已禁用）

条形音箱前面板指示灯

한국어 사양 변경 공지

변경 전 변경 후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면 사운
드 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
• 8 시간 동안 조작하지 않는 경우
• 30 분 동안 오디오가 입력되지 않

고 조작도 하지 않는 경우

자동 슬립 기능이 활성화 * 되어 있
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경
우 사운드 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
• 8 시간 동안 조작하지 않는 경우
• BLUETOOTH가 입력 음원으로 선

택된 상태에서 20 분 동안 오디오
가 입력되지 않고 조작도 하지 않
는 경우 .

꺼짐 ( 활성화 ), 점등 ( 비활성화 )

사운드 바의 전면 패널에 있
는 표시등
© 2014 Yamaha Corporation Printed in Indonesia   ZP75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