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디서나 즐기는 선명한 라디오 사운드.
주방에서. 수영장에서. 공원에서. 이제 어디서든 좋아하는 DAB/DAB+/FM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련된 JBL Tuner 2는 선명한 사운드를 선사하며, 
블루투스로 12시간 재생 가능한 휴대용 소형 라디오입니다. 5개의 사전설정 
버튼과 스크롤 LCD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채널 정보로, 즐겨 듣는 방송을 
간편하게 찾아보세요. IPX7 방수 등급이고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오랫동안 들으세요. 오전 뉴스와 날씨부터, 밤의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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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선명한 사운드
뉴스와 날씨부터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이르기까지, 선명한 JBL 프로 사운드로 
디지털 DAB/DAB+와 FM 주파수에서 좋아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즐겨보세요.

무선 블루투스 스트리밍
좋아하는 모든 방송을 청취하세요. JBL Tuner  2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연결하고 라디오에서 재생목록으로 빠르게 전환해보세요.

12시간 재생
더 오래 들으세요. 내장 배터리가 있어서 좋아하는 방송을 12시간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IPX7 방수
좋아하는 방송을 공원이나 수영장에서 청취하세요. JBL Tuner  2는 IPX7 방수가 
적용되어, 거의 모든 곳에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LCD 스크롤 화면에서 방송 세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좋아하는 방송 채널 저장
편리한 5개의 사전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좋아하는 방송을 빠르게 청취하세요.

구성품
JBL Tuner 2 1개
1 x C형 USB 케이블
빠른 시작 가이드 1부
품질보증서 1부
안전 관리 지침 1부

기술 사양
일반 사양
  모델번호: JBL Tuner  2
  변환기: 1 x 1.75"
  정격 출력: 5W RMS
  주파수 응답: 80Hz – 20KHz (-6dB)
  신호 대 잡음비: >80dB
  배터리 타입: 리튬 이온 폴리머 9.075Wh 
  배터리 충전 시간: 3.5시간 (5V / 0.9A)
  충전 입력: 5V, 1.2A
  음악 재생 시간: 최대 12시간 라디오 
청취 (볼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변동)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4.2
  Bluetooth® 프로필: A2DP V1.2, AVRCP V1.5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 – 2.480GHz
  블루투스® 송신기 출력: 0-9dBm (EIRP)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라디오 사양
  DAB 주파수 범위:  

174.928MHz – 239.200MHz (Band-III)
  FM 주파수 범위: 87.5MHz – 108MHz 

(국가에 따라 변동)
규격
  치수 (높이 x 너비 x 깊이):  

180 x 70 x 72 (mm) /  
7.08" x 2.76" x 2.83"

  무게: 0.543kg /1.20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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