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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재생하고 충전하세요.
JBL Charge Essential로 더 오래 모험을 즐기세요. 편리한 보조 배터리가 함께 제공되는 

강력한 오리지널 JBL Pro Sound의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올인원 패키지로 만나보세요. 편리한 USB 포트로 기기를 신속하게 충전하여 디제잉 

스킬을 더 오랫동안 뽐낼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강화하는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의 

풍부하고 깊은 저음으로 모두에게 댄스플로어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보세요. 

최대 20시간의 재생 시간과 IPX7 방수 설계로 어디서나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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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일반 사양
	모델 번호: JBL Charge Essential
	트랜스듀서: 2 x 50mm
	출력: 2 x 10W RMS
	정격 출력: 2 x 10W RMS
	전원 공급: 5V / 2A
	주파수 응답:  65Hz –  20kHz 
	신호 대 잡음 비: > 80dB
	배터리 타입: 리튬이온 폴리머 22.2Wh 

(3.7V/6000mAh와 동일)
	배터리 충전 시간: 4시간(5V/2A)
	음악 재생 시간: 최대 20시간(볼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SB 사양
	USB 포트: 유형 A
	USB 정격: 5V DC, 2A 

무선 규격
	Bluetooth® 버전: 4.1
	Bluetooth® 프로필: A2DP 1.3, AVRCP 1.5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MHz – 2480MHz
	블루투스® 송신기 출력: ≤ 9dBm (EIRP)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규격
	치수(높이 x 너비 x 깊이):  

213 x 89.7 x 87mm
	무게: 0.77kg

특징 및 장점 
무선 블루투스 스트리밍
JBL Charge Essential은 최대 2대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DJ가 되어 음악 배틀을 시작해보세요.

20시간 재생
스피커 배터리 충전 같은 일도 문제 없어요. 최대 20시간의 재생 시간을 제공하는  
JBL Charge Essential로 음악을 더 오래 더 크게 즐겨보세요.

IPX7 등급의 방수 설계 제품으로 물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스피커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수영장 파티? 완벽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안심하세요. 해변 파티? 방수가 가능한 IPX7 등급의 JBL Charge Essential로 야외 
활동을 마음 놓고 즐기세요.

내장 보조 배터리
그 무엇도 파티를 멈출 수 없습니다. JBL Charge Essential의 내장 보조 배터리와 편리한 
USB 포트를 이용해 모든 장치의 전원을 켜고 신나게 즐겨보세요.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견고함과 내구성
어떤 모험도 끄떡없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 소재와 견고한 러버 하우징으로 
어떤 조건에서도 스피커 성능을 발휘합니다.

크고 깨끗한 저음
강력한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제공하는 듀얼 패시브 베이스 라디에이터로 크고 
선명한 음질을 즐기세요.

구성품
JBL Charge Essential 1개
마이크로 USB 케이블 1개
안전 관리 지침 1부
빠른 시작 가이드 1부
품질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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