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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에도 주위 상황을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차단하여 운동 효과를 최대한 높여 보세요. 새로운 JBL Reflect Aware™ 

스포츠 이어폰은 동급 최고의 소음 제거 기술과 원할 때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혼합해 주변 소음을 더욱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을 자랑하며, 
판매 중인 스포츠 이어폰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이어폰입니다. 고유의 빛 반사 
디자인으로 스포츠 활동에 맞게 설계된 JBL Reflect Aware™ 이어폰은 전설적인 

JBL 사운드와 인체공학적으로 꼭 맞는 디자인이 특징으로, 일상적인 운동의 
강도에 상관없이 이어피스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합니다. 땀에 강하며 
블루, 블랙, 레드, 틸 등 4가지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JBL Reflect Aware™ 

이어폰은 Apple 장치에 연결된 라이트닝 커넥터에서 전원과 디지털 오디오를 
직접 받아오므로 별도의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음 제거 기능과 능동형 소음 조절 기능이 있는 세계 최초의 스포츠 이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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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및 장점 
소음 제거 기능
원하는 집중도에 따라 외부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거나, 필요에 의해 약간의 소음이 
들리도록 조절하여 완벽한 운동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JBL Reflect Aware™ 이어폰은 
부피가 큰 배터리 박스가 없어 사용상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능동형 소음 조절 기능
실내외 구분 없이 운동 중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위 소음 수준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커넥터
Apple 장치에서 전원과 디지털 음성을 직접 전달하므로 부피가 큰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JBL 시그니처 사운드  
JBL 은 약 70년 동안 전 세계 고급 영화관, 콘서트홀, 스튜디오에서 정밀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운드를 개발해 왔습니다.  

땀 방지 설계 (Sweat proof)
헤드폰을 끼고 달리기할 때 운동 강도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JBL Reflect Aware™ 
이어폰은 땀에 강하고 방수가 가능하며 세척이 간편합니다.

인체공학적 이어-팁 
소음을 제거하고 안전한 착용을 보장하도록 디자인된 이어팁입니다.

광 반사 케이블
꼬임 방지 설계와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디자인의 케이블로 운동 중에도 돋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JBL Reflect Aware™ 이어폰 1쌍
3가지 크기의 인체공학 스포츠 이어팁
3가지 크기의 일반 이어팁
휴대용 파우치 1개
간이 사용 설명서 1부
안전 지침서 1부

기술 사양 
  14.8mm 동적 드라이버
  주파수 응답 10Hz~22kHz

  라이트닝 커넥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