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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간 지속되는 급속 충전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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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와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3 버튼 리모컨

 인체공학적 이어팁
 땀에 강한 생활방수 
 광반사 케이블

운동을 위한 설계. 사용자에 의해 새롭게 정의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디자인된 무선 헤드폰을 
소개합니다. JBL Reflect Mini 2의 인체공학적 실리콘 팁과 특허 받은 Freebit™ 

인핸서는 세 가지 크기로 제공되어 다양한 귀 모양과 크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편안히 착용할 수 있습니다. 땀에 강한 생활방수 기능과 경량 알루미늄 
디자인은 스타일리시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며, 3버튼 리모콘과 마이크로 
음악과 통화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반사 케이블로 야간 운동 시 
가시성을 높입니다. 1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가 재생하는 시그니처 JBL 사운드로 
이동 시에도 놓치는 비트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버튼으로 통화를 
편리하게 관리하고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량 무선 스포츠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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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Reflect Mini 2
3가지 크기의 이어팁
3 x 인핸서
충전 케이블
스포츠 휴대 파우치
품질보증서/경고 1부(W / !)
QSG/안전 관리 지침 1부(S / i)

기술 사양
		프리미엄 5.8mm 다이내믹 드라이버
	 주파수 응답: 10Hz–22kHz

		임피던스: 14Ω

		연결: 급속 충전용 마이크로 USB 케이블
	 지원: BT 4.2, A2DP v1.3, AVRCP v1.5,  

HFP v1.6, SBC 코덱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주파수 범위: 

2.402–2.480GHz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전력: <4dBm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배터리 유형: 충전식 리튬이온 원통형 셀
(3.7V 2x85 mAh)

특징 및 장점 

JBL 시그니처 사운드
70년 이상 완벽함을 유지해 온 세계적인 JBL 사운드는 활동적인 삶을 위해 가장 
웅장하게 울려퍼지는 사운드트랙을 제공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10시간 지속되는 급속 충전 배터리 
10시간 지속되는 무선 Bluetooth 스트림 오디오로 아침 운동 시간부터 근무시간 
내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15분만에 급속 충전하여 1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감
가볍고 내구성 높은 알루미늄 구조로 운동 중 혹은 일상 생활에서도 장시간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보이스 어시스턴트가 포함된 3 버튼 리모컨
하나의 버튼으로 음악이나 통화를 간편하게 컨트롤하고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이어팁
세 가지 크기의  유연한 실리콘 이어팁과 특허 받은 Freebit™ 인핸서가 제공되어 
사용자에 맞게 조합하여 완벽에 가까운 착용감과 오디오 성능을 구현하도록 
맞춤형 착용이 가능합니다. 

땀에 강한 생활방수 
걱정 없이 운동 강도를 마음껏 높여 보십시오. IPX5 방수 등급을 자랑하는 이 
헤드폰은 가장 격렬한 운동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광반사 케이블
야간에도 완벽한 가시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경량 무선 스포츠 헤드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