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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강력한 사운드 재생.

JBL Xtreme 2는 완벽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다이내믹하고 실감나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커에는 4개의 드라이버, 2개의 
JBL 베이스 라디에이터 및 최대 15시간 재생을 지원하는 충전식 10,000mAh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USB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Xtreme 2는 IPX7 등급의 완벽한 방수 기능이 특징이며, 독보적인 색상과 
견고한 패브릭 소재가 스피커를 감싸고 있습니다. JBL Connect+와 함께 100

대 이상의 JBL Connect+ 지원 스피커를 무선 연결하여 청취 환경을 향상시키고 
파티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습니다. JBL Xtreme 2는 더 넓어진 통합 연결 
고리, 내구성 강한 금속 받침대 및 이동용 어깨 스트랩에 병따개를 추가하여 이동 
중에도 사용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완벽한 오디오 솔루션입니다. JBL Xtreme 2는 거실, 
수영장 또는 스포츠 이벤트 등 어디서나 선명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8500 Balboa Boulevard, Northridge, CA 91329 USA
www.jbl.com

© 2018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JBL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 등록된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Bluetooth® 워드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에서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이며,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에서는 이를 허가 하에 사용합니다. 
다른 상표와 상품명은 해당 소유자의 것입니다. 기능, 사양 및 외관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술 사양
		Bluetooth® 버전: 4.2

		지원: A2DP V1.3, AVRCP V1.6, HFP V1.6, 
HSP V1.2

	트랜스듀서: 우퍼 2 x 2.75인치
	트위터: 2 x 20 mm

	정격 출력: 2 x 20W RMS 바이앰프(AC 모드) 

	주파수 응답: 55Hz–20kHz

	신호 대 잡음비: >80dB

	전원 공급장치: 19V 3A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폴리머 
36Wh(3.7V10000mAh에 해당)

	배터리 충전 시간: 3.5시간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5시간(볼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SB 충전 출력: 5V/2A(최대)

	Bluetooth® 송신기 출력: 0-12.5dBm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 – 2.480GHz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크기(세로 x 가로 x 높이): 
136 x 288 x 132mm

	중량: 2393g

특징 및 장점 
무선 블루투스 스트리밍
최대 2대의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스피커에 무선으로 연결하여 실감나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15시간의 재생 시간
내장된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로 최대 15시간 재생 지원 및 USB 포트로 손쉽게 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IPX7 방수
Xtreme 2를 이용하면 물에 닿거나 빠뜨릴 걱정 없이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도 맘껏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JBL Connect+

100대 이상의 JBL Connect+ 지원 스피커를 무선 연결하여 업그레이드 된 사운드로 
완벽한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스피커폰
노이즈 및 에코 제거 스피커폰 기능을 통해 버튼 하나만 터치하면 스피커에서 또렷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 및 견고한 소재
내구성이 뛰어난 패브릭 소재와 견고한 고무 하우징으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든든한 스피커입니다. 

JBL 베이스 라디에이터
듀얼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강력하고 귀에 감기는 JBL 사운드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지게 합니다. 

구성품
JBL XTREME 2, 1개
전원 어댑터 1개
스트랩 1개
간편 시작 안내서 1권
안전 관리 지침 1부
품질보증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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