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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운드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뛰어난 음질이 중요하다면, JBL LIVE500BT 어라운드이어 

무선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감상해 보세요. 커다란 50mm 드라이버를 채용한 

JBL LIVE500BT 헤드폰은 저음이 보강된 JBL 시그니처 사운드로 모든 연주자의 
모든 트랙에서 폭발적인 음을 선사합니다. 하루를 헤쳐나가는 데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 이어컵에 붙어 있는 탭 한 번만으로 Google 

어시스턴트나 Amazon Alexa에 쉽게 접속해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친구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등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JBL LIVE500BT 헤드폰은 주변음 감지 기능과 TalkThru 기술을 
이용하여 주변 환경과 연결시켜 주어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가볍고 편안하며 베개처럼 부드러운 패드의 헤드밴드, 2시간 충전으로 30시간의 
음악 스트리밍을 즐길 수 있고, 다중 연결 기능과 리모컨/마이크가 부착된 편리한 
착탈식 케이블을 이용하여 배터리가 방전되더라도 계속해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JBL LIVE500BT 헤드폰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껏 즐겨보세요.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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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LIVE 500BT 1개
Aux 케이블 1개
충전 케이블 1개
품질보증서/경고 1부 
안전 관리 지침/QSG 1부     

기술 사양
	드라이버 크기: 50mm

	드라이버 감도 @1kHz/1mW: 108dB

	동적 주파수 반응 범위: 18Hz-20kHz

	최대 입력 전력: 15mW

	임피던스: 32ohm

	블루투스 버전: V4.2

	블루투스 송신 출력: 0-4dbm

	블루투스 송신 변조 방식: GFSK, 
  π/4DQPSK, 8DPSK

	블루투스 주파수: 2.402GHz–2.48GHz

	블루투스 프로필: A2DP V1.3, AVRCP V1.5, 
  HFP V1.6

	배터리 유형: 폴리머 리튬이온 배터리 
 (3.7V DC, 700mAh)

	충전 시간: 방전 상태에서 2시간
	블루투스 사용 시 음악 재생 시간: 

 최대 30시간
	무게: 231.6g

특징 및 장점 

JBL 시그니처 사운드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연주회장에서 접할 수 있는 50mm 드라이버와 시그니처 사운드.

보이스 어시스턴트 도움받기
이어컵을 탭하기만 하면 Google 보이스 어시스턴트나 Amazon Alexa에 접속해 좋아하는 
음악을 재생하고, 친구에게 문자를 전송하거나, 날씨를 확인하는 등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JBL 앱을 이용해 간단하게 보이스 어시스턴트의 선호 
기능을 설정하세요. 

주변음 감지 및 TALKTHRU 기술
음악이 멈추지 않도록 하세요! 음악을 감상하면서 주변을 인식해 보세요. 주변음 
감지 버튼을 누르면 주변음이 커지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TalkThru 모드는 음량을 줄여주어, 헤드폰을 벗지 않고도 친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30시간 | 충전 소요 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논스톱으로 음악을 즐기고,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급속 충전 기능을 이용해 
더 오래 즐겨보세요. 

15분 충전으로 2시간 재생이 가능합니다 
15분 급속 충전으로 2시간 더 음악을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 

핸즈프리 통화
이어컵에 있는 버튼으로 통화를 관리하여 언제든, 누구와든 통화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다 소모되더라도, 오디오 케이블만 꽂으면 음악 감상과 대화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 연결 기능
하나의 Bluetooth® 기기로부터 다른 기기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의 
비디오에서 휴대폰의 통화로 간단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통화를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My JBL Headphones 앱
무료 My JBL Headphones 앱을 이용하여 JBL LIVE500BT 사운드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여 
나만의 맞춤식 음악 감상 경험을 즐겨 보세요. 

편안한 착용감의 패브릭 헤드밴드
LIVE500BT는 착용감이 좋은 패브릭 헤드밴드와 부드러운 이어 쿠션으로 머리 모양에 잘 
맞게 제작되어 정말 편안합니다. 

리모컨/마이크가 달린 탈착식 케이블
배터리가 다 소모되더라도, 오디오 케이블만 꽂으면 음악 감상 또는 대화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오버이어 헤드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