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력한 사운드. 24시간 재생.
파티의 주인공입니다. 정원에서 열리는 바비큐 파티부터 주말에 떠나는 자동차 
여행까지, 웅장한 베이스 사운드와 대담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JBL Boombox 2를 
24시간 즐겨보세요. 휴대가 간편하고 IPX7 등급 방수 기능이 있는 파워 블루투스 
스피커로 웅장한 사운드를 온종일 감상하세요. 다른 JBL 파티부스트 호환 스피커를 
더 연결해서 분위기를 띄워보세요. JBL Boombox 2는 모두가 춤을 추는 동안에도 
내장 파워뱅크로 계속 충전됩니다. 어두워질 무렵부터 새벽이 올 때까지 밤새도록 
파워를 잃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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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X7 등급의 방수 설계 제품으로 
물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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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지금껏 가장 강력한 JBL 붐박스
스피커를 켜세요. 그리고 즐기세요. 가장 강력한 휴대용 스피커 JBL Boombox 2로 가장 
큰 사운드를 내는 대형 JBL Signature Pro Sound의 출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웅장한 베이스 사운드를 느껴보세요
댄스파티는 베이스 사운드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모두 함께 느껴보세요.  
JBL Boombox 2의 파워풀하고 깊은 베이스 사운드는 JBL 파워 클럽을 한껏 즐기세요.

24시간 재생할 수 있으므로 파티는 계속됩니다
흥은 끊기면 안 되죠. 24시간 지속하는 놀라운 배터리 수명을 장착한 JBL Boombox 2
가 있다면 파티는 온종일 계속됩니다.

IPX7 등급의 방수 설계 제품으로 물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스피커를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수영장 파티? 완벽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 안심하세요. 해변 파티? IPX7 등급 방수 기능이 있는 JBL Boombox 2로 야외 
활동을 마음 놓고 즐기세요.

대담한 디자인
매끈한 실루엣. 대담함. 강력함. JBL을 대표하는 그립형 손잡이와 스타일리시한 측면 
플레어 디자인의 JBL Boombox 2는 어디에서도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파티부스트로 재미를 더하세요
파티부스트로 여러 개의 JBL 파티부스트 호환 스피커를 연결해서 분위기를 더 
띄워보세요.

내장 파워뱅크로 더욱더 강하게
파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장 파워뱅크로 사운드를 끄지 않은 상태로 계속 충전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JBL Boombox 2  1개
JBL 전원 어댑터 1개 
품질보증서 1부
간편 시작 안내서 1권
품질보증서 1부

기술 사양:
일반 사양
  변환기: 2 x 106mm (4") 인치 우퍼,  

2 x 20mm (0.75") 트위터
  2 x 40W RMS-우퍼 + 2 x 40W RMS-
트위터(AC 모드)

  2 x 30W RMS-우퍼 + 2 x 30W RMS-
트위터(배터리 모드)

  전원 공급: 24V / 4.2A
  주파수 응답: 50 Hz –  20 kHz
  신호 대 잡음 비: 80dB 미만
  배터리 타입: 리튬이온 폴리머 72.6Wh
  배터리 충전 시간: 6.5시간 (24V / 4.2A)
  음악 재생 시간: 최대 24시간 

(볼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USB 사양
  USB 충전 출력: 5V / 2.0A (최대)

무선 사양
  Bluetooth® 버전: 5.1
  Bluetooth® 프로필: A2DP 1.3,  

AVRCP 1.6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GHz – 2.480GHz
  블루투스® 송신기 출력:  

≤ 10dBm (EIRP)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규격
  규격 (가로 x 높이 x 세로):  

484 x 201 x 256 mm (19.1" x 7.9" x 10.1")
  무게: 5.9 kg (13 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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