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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사용
JBL Go 3 스피커는 대담한 스타일과 풍부한 JBL 프로 사운드가 특징입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에지 디자인,	컬러풀한 소재,	화려한 원단,	표현적인 디테일로 다음번	
나들이에서 필수 액세서리가 될 스피커입니다. JBL	프로 사운드로 음악을 더욱 신나게	
즐기고, IP67 방수 및 방진 기능으로 비 오는 날에도 화창한 날에도 걱정 없이 음악을	
듣고,	 일체형 루프로 어디서든 휴대할 수 있습니다. Go 3 스피커는 최신 스트리트	
패션에서 영감을 받은 완전히 새로운 컬러와 색 조합으로 출시됩니다. JBL Go 3 
스피커의 선명한 소리만큼이나 생생한 디자인을 즐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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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JBL Go 3 1개
1 x C형 USB 케이블
빠른 시작 가이드 1부
품질보증서 1부
안전 관리 지침 1부

기술 사양
		변환기: 43 x 47mm/1.5"
		출력: 4.2W RMS  
		주파수 응답: 110Hz – 20kHz
		신호 대 잡음 비: > 85dB
		배터리 유형 : 리튬 이온 폴리머 2.775 Wh 

(3.7V / 750mAh에 해당)
		배터리 충전 시간: 2.5시간(5V/1A)

		음악 재생 시간:	최대 5시간	
(볼륨이나 오디오 콘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Bluetooth® 버전: 5.1
		Bluetooth® 프로필: A2DP 1.3, AVRCP 1.6
		Bluetooth® 송신기 주파수 범위: 

2402MHz − 2480MHz
		Bluetooth® 송신기 출력: ≤ 8dBm(EIRP)
		Bluetooth® 송신기 변조: 

GFSK, π/4 DQPSK, 8DPSK
		규격(가로 x 높이	x 세로): 

87.5 x 75 x 41.3mm
		중량: 0.209kg/0.46lbs  

특징 및 장점 

오리지널 JBL 프로 사운드
초소형	Go 3 스피커는 놀랄 만큼 거대한 사운드와 강력한 베이스의 JBL 프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대담한 스타일과 휴대가 편리한 디자인
휴대하기 편리한	JBL Go 3 스피커의 디자인은 최신 트렌드와 잘 어울리며,	
컬러풀한 소재와 표현적인 디테일을 통해 훌륭한 사운드만큼이나 멋진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IP67 방수 및 방진 기능
수영장.	공원. JBL Go 3 스피커는	IP67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있어 어디서든 휴대할 수	
있습니다.
무선 블루투스 스트리밍
휴대폰,	태블릿,	기타 블루투스 지원 장치에서 무선으로 음악을 스트리밍하세요.
5시간의 재생 시간
배터리 충전 같은 소소한 일 때문에 진땀 흘리지 마세요. Go 3 스피커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5시간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생생한 컬러
JBL Go 3는 최신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에서 영감을 얻은 완전히 새로운 컬러와 색	
조합을 통해 특별한 컬러웨이를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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