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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 급속 
충전

 JBL 시그니처 사운드
 인체공학적인 착용감

운동을 위한 설계. 사용자에 의한 정의. 
JBL Reflect Flow 헤드폰으로 더욱 역동적인 자유를 누려 보세요. 피트니스 클럽에서 
훈련을 하든, 밖에서 이동 중이든, JBL Reflect Flow 헤드폰은 진정한 무선으로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줍니다. Reflect Flow 헤드폰은 재생 목록 변경, 
통화 관리, 핸즈프리 및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 외에도 IPX7 등급의 방수, 땀에 강한 
생활방수 기능을 제공하며 10시간 지속되는 재생 시간과 함께 충전 케이스를 통한 
추가 20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Ambient Aware 기능을 통해 음악을 감상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TalkThru 기능으로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형 이어팁과 Freebit 인핸서로 편하고 
안정감 있는 착용감을 선사하는 Reflect Flow 헤드폰은 운동에 맞춘 설계로 강력한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진정한 무선 스포츠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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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진정한 무선
이동 중에도 무선을 통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 보세요. 리듬을 방해하는 
뒤엉킨 선에서 벗어나 음악을 감상하고 전화 통화하며 운동에 집중하세요.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이용한 간편한 핸즈프리 통화
보이스 어시스턴트 버튼 하나로 간편히 음악과 통화를 관리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으세요. 

Ambient Aware 및 TalkThru 기술
야외 환경에서 주변음을 감지할 수 있는 Ambient Aware 기능과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간편히 통화가 가능한 TalkThru 기술 탑재. 

방수
어떤 날씨에서도 격렬한 운동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IPX7 방수 등급. 

30시간 지속되는 배터리 + 급속 충전
이어버드로 즐기는 10시간 재생 시간과 충전 케이스를 통한 추가 20시간 재생으로 한 주 
운동 시간 내내 혹은 하루 종일 활력을 북돋아 드립니다. 10분 급속 충전으로 1시간 더 
즐길 수 있습니다. 

JBL 시그니처 사운드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구현하는 5.8mm 드라이버가 어떤 음악을 재생하든 강력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인체공학적인 착용감
인체공학적 실리콘 이어팁과 3가지 크기의 특허 받은 Freebit™ 인핸서로 더욱 편안해진 
맞춤식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구성품
REFLECT FLOW 1개
3가지 크기의 이어팁
3가지 크기의 Freebit
충전 케이스 1개
충전 케이블 1개
품질보증서/경고 1부(W/!)
1 x QSG/안전 관리 지침 1부(S / i)

기술 사양
  드라이버 크기: 5.8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주파수 응답: 20Hz – 20kHz
  감도: 102 dB SPL@1kHz/1mW
  최대 SPL: 96dB
  마이크 감도: -40 dBV@1kHz/Pa
  드라이버 임피던스: 14ohm
  블루투스 송신기 출력:  < 9.5dBm
  블루투스 송신기 변조: GFSK, π/4-DQPSK, 

8DPSK
  블루투스 주파수: 2.402GHz – 2.480GHz
  블루투스 프로필 버전: A2DP 1.3;  

AVRCP 1.5;  HFP 1.6
  블루투스 버전: 5.0
  헤드셋 배터리 유형: 리튬이온 배터리 

(110mAh / 3.7V)
  충전 케이스 배터리 유형: 리튬이온 
배터리 (850mAh / 3.7V)

  전원 공급: 5 V , 1 A
  충전 시간: 완전 방전 상태에서 2시간 
미만

  블루투스 사용 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0 시간

  중량: 85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