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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지정 가능한 올 액세스 터치 
컨트롤

 편안함을 극대화하여 성능을 개선
 이중 연결 + 동기화

극한 운동에 적합합니다. 스타일을 살려줍니다.
JBL Reflect Flow Pro 이어버드는 성능을 향상시키고, POWERFINS를 통해 귀에 

안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대 30시간 재생되는 놀라운 JBL 시그니처 사운드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적응형 소음 제거 기능은 업무 중이든 운동 중이든 원치 

않는 소음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줍니다. 스마트 환경인식 기능으로 거리에서 

달릴 때 편안함을 느끼거나,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각 이어버드에 있는 

3개의 마이크는 어떠한 통화나 회의에서도, 심지어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도, 

완벽한 음성 선명도를 보장합니다. 땀이나 비, 먼지를 방지하는 IP68 보호 기능으로 

어디서든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음성만을 

사용하여 Google 또는 Alexa와 대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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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무선 방수 NC 액티브 스포츠 이어버드

구성품
JBL Reflect Flow Pro TWS 헤드폰 1개
C형 USB 충전 케이블 1개
충전 케이스 1개
3가지 크기의 이어팁 각 1쌍 

4가지 크기의 POWERFINS 스태빌라이저 1개
품질보증서/경고 1부(W / !)

제품 QSG 1개/ 구글 어시스턴트 설치 가이드 
1개/ 아마존 알렉사 설치 가이드 1개/ 안전 
관리 지침(S / i)

기술 사양
		드라이버 규격: 6.8mm/0.27" 다이내믹 
드라이버
	전원 공급: 5 V 1 A
		이어피스: 피스당 7.2g(합계 14.4g)/피스당 

0.016파운드(합계 0.032파운드)
	충전 케이스: 61.5g/0.136파운드
		헤드셋 배터리 유형: 리튬 폴리머

(85mA/3.7V)
		충전 케이스 배터리 유형: 리튬 폴리머

(540mA/3.85V)
	충전 시간: 방전 상태에서 2시간
	무선 충전 시간: 방전 상태에서 3.5시간
			블루투스는 켜고 ANC는 끈 상태에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0시간
		블루투스와 ANC를 켠 상태에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8시간
	주파수 응답: 20Hz – 20kHz
	임피던스: 16 ohm
	감도: 100dB SPL@1kHz
	최대 SPL: 94dB
	마이크 감도: -38dBV/Pa@1KHz
	Bluetooth 버전: 5
		블루투스 프로필 버전: A2DP V1.3  

AVRCP V1.6 HFP V1.7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GHz~2.4835GHz
	Bluetooth 송신기 출력: 10dBm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QPSK, 8DPSK
	최대 작동 온도: 45

특징 및 장점 
스마트 환경인식을 통한 적응형 노이즈 캔슬링 기능
원하는 것을 더, 원치 않는 것을 덜 들어보세요. 적응형 소음 제거 기능은 자동으로 또는 
My JBL Headphones 앱을 통해 조정되어 방해 요소를 제어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스마트 환경인식을 통해 걷기와 달리기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음악을 들으면서 
친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JBL 시그니처 사운드
Reflect Flow Pro 이어버드는 6.8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활용하여 외형만큼 멋지게 들리며 
사무실에 있든 탁 트인 야외에서 운동에 열중하든 놀라운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소음 없는 완벽한 통화
밖에 있을 때나, 군중 속에 있을 때나, 바람이 부는 날에 달릴 때 음성 품질 저하를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두 개의 빔포밍 마이크와 바람 억제를 위한 세 번째 마이크로 어디서든 
선명한 음질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통화 중 어느 쪽에서도 오디오 장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IP68 보호 기능 및 안전한 착용감
Extreme IP68 방수 및 방진 기능을 통해 어떠한 날씨나 조건에서 육상 운동을 하더라도 땀을 
차단할 수 있으며, JBL Reflect Pro 이어버드를 착용한 채 서핑을 하거나 운동 후 헹구는 것도 
전부 한 박자도 놓치지 않고 가능합니다.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된 4가지 사이즈의 
이어버드 PowerWings™로 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착용감이 유지됩니다.

Qi 호환 무선 충전 기능으로 30시간 재생
Qi 호환 무선 충전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동 중에도 업무를 처리하거나 운동할 수 있습니다. 
이어버드에서 10시간 충전하고 케이스에서 20시간 충전하면 하루 종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음성만으로 도움을 받으세요  
음성을 사용하거나 이어버드를 탭하여 선호하는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으세요. 
Hey Google을 사용하여 음성만으로 ANC 또는 주변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거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거나, JBL Reflect Flow Pro의 전원을 끄세요. 완전히 새로워진 My JBL Headphones 앱을 
이용하여 손쉽게 선호하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기능을 설정하세요.

사용자 지정 가능한 올 액세스 터치 컨트롤
달리기나 요가 중에 전화가 올 경우, 이어버드 터치만으로 응답 또는 거절하세요.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시작 또는 중지하거나, 간단히 탭하거나 무료 My JBL 
Headphones 앱을 다운로드하여 이어버드 한쪽의 볼륨을 조절하여 Reflect Flow Pro 사운드와 
기능을 개인 맞춤화하세요.

편안함을 극대화하여 성능을 개선
운동하다가 이어버드가 망가지거나 빠지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JBL Headphones 앱과 
Check My Best Fit 기능을 사용하여 최고의 사운드 성능과 극도의 편안함을 누리세요. 동 앱은 
헤드폰 사용 중 음향 누출을 테스트하여 이어팁이 가장 잘 맞을 때를 빠르게 판단합니다.

이중 연결 + 동기화
케이스를 여는 순간부터, 이중 연결 + 동기화로 블루투스 동기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어 
안정성이 뛰어난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앱을 통해 양쪽 이어버드의 기능을 각각 
사용자 지정하고, 한쪽 또는 양쪽을 사용하여 통화, 음악, 보이스 어시스턴트를 관리하고,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 버드에서 음악을 즐기는 동안, 다른 쪽은 케이스에서 
충전하면서 무한한 즐거움을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