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징
 JBL Pure Bass 사운드
 진정한 무선
 핸즈프리 스테레오 통화
 이어버드 재생 4시간 + 충전 케이스 

12시간
 부담되지 않는 가격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퓨어 베이스 제로 케이블. 
무선으로 편리하게 완벽한 무선 이어폰 JBL TUNE 120TWS를 소개합니다.  

JBL Pure Bass 사운드와 다채로운 디자인이 특징인 5.8mm 드라이버 덕분에 사운드가 

강력해졌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휴대용 충전 케이스와 결합된 이어버드는  

16시간 동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음악 감상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제조되어 오랜 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이어피스에 편리하게 

위치한 직관적이고 조작하기 쉬운 콘트롤이 있어서, 한 번 클릭만으로 Siri와  

Google Now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이어 무선 헤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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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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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
TUNE120TWS
충전 케이블
3가지 크기(S, M, L)의 이어팁
품질보증서/경고 1부
QSG/안전 관리 지침 1부

기술 사양
 드라이버 크기: 5.8mm 다이내믹 
드라이버

 드라이버 감도 @1kHz/1mW: 96dB

 주파수 응답 다이내믹 레인지:  
20Hz ~ 20kHz

 최대 입력 전력: 15mW

 임피던스: 14 ohm

 블루투스 버전: 4.2

 블루투스 송신 출력: 0~10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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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투스 주파수: 2.402 GHz ~ 2.48 GHx

 블루투스 프로필: A2DP 1.3 AVRCP 1.5 
HFP 1.6

 배터리 유형: 리튬 이온 배터리
(85mA/3.7V)

 충전 시간: 방전 상태에서 최대 2시간
 블루투스 사용 시 음악 재생 시간: 4시간
 중량: 73g

특징 및 장점 

JBL Pure Bass 사운드
JBL Pure Bass 사운드가 특징인 5.8mm 드라이버 덕분에 어떤 음악을 재생하든 강력한 
사운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무선
무선 라이프스타일로 이동중에도 자유를 만끽하세요. 이제 리듬을 방해하는 뒤엉킨 
선에서 벗어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전화 통화하거나, 운동에 집중하세요. 

핸즈프리 스테레오 통화
스테레오 핸즈프리 통화를 위한 직관적인 콘트롤 및 편리하게 위치한 이어폰의 버튼 
덕분에 매일 출퇴근 또는 운동중에도 전화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Siri나 Google Assistant에 연결됩니다. 

이어버드 재생 4시간 + 충전 케이스 12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음악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련된 디자인의 휴대용 충전 케이스에 15분간 꽂아 놓으면, 1시간 더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지 않는 가격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
다양하고 화려한 색상, 좋아하는 음악처럼 스타일도 당신의 취향대로 골라보세요.

진정한 인이어 무선 헤드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