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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청취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새로워진 JBL Everest Elite 150NC는 생활, 음악, 편안한 착용감 등 사용자를 위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스마트한 설계를 통해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16시간 청취 
가능한 편리함과 무선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적응형 소음 제거(ANC) 모드에서 최대 
14시간 동안 원하는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세요. JBL Everest Elite 150NC는 
듀얼 에코 제거 마이크가 있어 통화 음질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며, 전화와 음악을 
핸즈프리로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전설의 JBL 프로 오디오 사운드, 꼬임 
방지 케이블 관리 마그네틱 이어버드와 함께 컴팩트한 휴대용 하드케이스, 경량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헤드폰은 여행 시 탁월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하여 세심하게 제작된 이 헤드폰은 다양한 크기의 이어 슬리브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과 함께 메탈 마감 처리와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됩니다. My JBL 헤드폰 앱은 이 헤드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포함하며, 적응형 주변음 감지(Adjustable Ambient Aware) 기능으로 
주변음이 들리는 정도를 역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청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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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EVEREST ELITE 150NC
충전 케이블
휴대용 파우치
품질보증서/주의사항
빠른 시작 가이드/안전 관리 지침

기술 사양
		드라이버 크기: 12mm

		동적 주파수 응답 범위: 10Hz~22kHz

		감도: 94dB@1kHz, 1mW

		최대 SPL: 105dB@-10 dBFS A 가중
		마이크 감도 @1kHz dB v/pa: -20

	 임피던스: 16ohm

		Bluetooth 최대 출력 전원: 4dBm

		Bluetooth 버전: V4.1

		Bluetooth 송신 변조: GFSK, π/4-DQPSK, 
8DPSK

		Bluetooth 주파수: 2.402GHz~2.48GHz

		배터리 유형: 폴리머 리튬이온 배터리
(3.7V, 400mAh)

		충전 시간: 2시간
		ANC 및 Bluetooth 사용 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4시간
		ANC 미사용 및 블루투스 사용 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6시간
		중량(g): 5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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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블루투스 연결
모든 음악을 무선으로 즐겨보세요. 
고품질 JBL 프로 오디오 사운드
콘서트 홀, 스튜디오 및 일반 거실에 70년 동안 높은 청취 경험과 놀라운 사운드를 
제공해 오고 있는 JBL을 경험해 보세요. 
적응형 소음 제거
허용하거나 차단하고자 하는 주변 소음의 수준을 조절하는 적응형 소음 제거 
기능으로 My JBL 헤드폰 앱이나 넥밴드의 스마트 버튼을 통해 주변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14시간, 충전 소요 시간 2시간
마이크로 USB 충전식 내장 배터리가 적응형 소음 제거 모드에서 최대 14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하며, ANC를 끈 상태에서는 최대 16시간 재생됩니다. 2시간 내에 
완전 충전. 
듀얼 에코 제거 마이크
맑고 깨끗한 핸즈프리 통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에코 제거 기술이 채택된 내장형 
듀얼 마이크. 
맞춤형 사운드
Everest Elite 150NC의 모든 잠재력을 이용해 사용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도록 헤드폰 
기능을 조절해 보세요. 
편안한 이어팁
구조적으로 설계된 이어팁은 사용자에게 유례없는 편안함을 선사하여 더욱 즐거운 
음악 경험을 더욱 길게 제공합니다. 
접이식 휴대
컴팩트하고 세련된 넥밴드 디자인과 고급 휴대용 하드케이스로 우수한 휴대성과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석 케이블 관리
자석 케이블 관리 기능은 귀하가 헤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헤드폰이 귀하의 
목에 편안하게 안착되어 꼬이지 않게 보장해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