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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날씨에 적합한 다목적 동반자. 

JBL Flip Essential의 초소형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와 함께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방 
안에 가득차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기세요. 이 스피커는 10시간 동안 고음질 스테레오 
오디오를 연속으로 재생할 수 있는 3,000mAh 용량의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외장은 내구성이 뛰어난 IPX7 등급 패브릭 방수 디자인입니다.  

Flip Essential는 책상에서 수영장까지, 화창한 아침부터 비가 오는 밤까지 어떤 날씨, 

어느 곳에서든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다목적 동반자입니다. 

휴대용 Bluetooth® 스피커
Essential



특징 및 장점 
무선 블루투스 스트리밍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방 안에 가득차는 고음질 사운드를 무선으로 
스트리밍해 보십시오. 

10시간 재생
내장된 리튬 이온 충전 배터리로 최대 10시간 재생 지원. 

IPX7 방수
Flip Essential를 이용하면 물에 닿거나 빠뜨릴 걱정 없이 해변이나 수영장에서도 
맘껏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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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BL 베이스 라디에이터
이중 외장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크고 선명하게 울리는 강력한 사운드를 
제공하므로, 베이스음을 듣고, 느끼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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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양
  블루투스 버전: 4.1
  지원: A2DP V1.2, AVRCP V1.5
  트랜스듀서: 2 x 40mm
  출력: 2 x 8W
  주파수 응답: 80Hz – 20kHz
  신호 대 잡음비: ≥80dB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폴리머 

(3.7V, 3000mAH)
  배터리 충전 시간: 5V, 1A에서  

3.5시간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0시간(볼륨 
레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규격(높이x가로x세로): 64 x 169 x 
64(mm)

  중량: 4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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