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터테인먼트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보세요.
JBL DUET BT 온이어 무선 헤드폰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JBL 시그니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최대 16시간 동안 지속되는 배터리는 DUET BT가 지닌 
다양한 기능들을 완성해줍니다. 알루미늄 마감과 인체공학적 가죽 이어 
패드가 작업, 통근 또는 산책 등 어떠한 활동을 할 때에도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용 장치에서 음악을 듣다가 전화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음악 감상 중에도 전화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날렵한 외관, 다양한 
컬러 및 편리함을 위해 추가된 리모컨 및 마이크가 있는 분리형 케이블을 통해 
DUET BT 헤드폰이 연결을 유지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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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JBL 시그니처 사운드
강력한 40mm 드라이버 및 날렵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서 전달되는 JBL 시그니처�
사운드.
최대 16시간 지속가능한 배터리
헤드폰에 전원을 연결하거나 충전할 필요 없이 종일 무선 오디오의 음악을 즐겨 보세요.
2시간 급속충전
2시간 급속 충전으로 16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끊김없는 장치 전환
휴대용 장치에서 음악을 듣다가 전화로 쉽게 전환할 수 있어 음악 감상 중에도 전화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가죽 이어 패드 및 알루미늄 마감
편안하게 맞는 가죽 이어 패드 및 알루미늄 마감이 헤드폰의 모습을 멋지게�
완성해줍니다.
마이크가 있는 원버튼 범용 리모콘
유선 모드에서는 대부분 스마트폰과 호환 가능한 번들 케이블로 음악을 쉽게 제어하고�
핸즈프리 통화가 가능합니다.
이어컵 사운드 제어
무선 모드에서는 이어컵으로 음악과 전화 통화를 편리하게 제어합니다.
줄꼬임 방지 케이블
혁신적인 줄꼬임 방지 케이블 디자인과 각이 진 플러그로 더이상 줄꼬임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층 향상된 인체 공학적 디자인
귀 모양에 맞는 편안한 이어 쿠션으로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즐길 때는 물론 이동�
중에도 귀에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케이스
이동 시 안전한 보관을 위한 슬림 파우치.

구성품:
DUET BT 헤드폰 1쌍
분리형 케이블 1개
충전 케이블�1개
휴대용 가방
경고 카드
품질보증서
안전 관련 주의사항

QSG

기술 사양:
 �플러그: 3.5mm(1/8") 스테레오��
미니 잭

 �다이내믹 드라이버: 40mm

 �주파수 응답성: 20Hz-20kHz

 �임피던스: 32Ω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6시간
 �블루투스 버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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