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파이 오디오
습기 저항 기능으
로 내구성 강화

이동 시에도 음악을 즐기세요

Plantronics BackBeat GO 2 무선 이어버드는 늘 바쁘게 움직이는 당신을 위해 코드 없이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통화도 할 수 있는 오디오 환경을 제공합니다.

BackBeat® GO 2

엉킴 방지 케이블



무선이라 제약이 없습니다. 소음을 차단해 저음에 빠져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음악에 심취할 수 
있습니다. 땀을흘리며 스트레스를 풀 때, 비트에 맞춰 춤을 출 때도, 군용 등급의 습기 저항 기능이 
강렬한 운동으로 땀을 흘리거나 커피를 쏟아도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전원 끄는 것을 깜빡하고 
접어 넣더라도 이어버 DeepSleep™ 최대 절전 모드를 이용해 최대 6개월 동안 충전된 상태로 대기합니다. 
이동 시에도 음악을 즐기세요. 

BackBeat® GO 2

군용 등급의 P2i 나노 코팅 기술로 땀, 습기, 
액체로 부터 장치를 보호합니다.

주머니에 가볍게 들어가는 컴팩트한 
디자인과 엉킴 방지 케이블로 사용이 더욱 
간편합니다.

최대 4.5시간 동안 음악과 영화를 즐기고, 
최대 5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DeepSleep™ 모드 상태로 휴대폰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어버드는 최대 절전 모드로 
전환되어 배터리 대기 시간이 최대 6
개월까지 연장됩니다.

사용자는 세 종류의 쿠션 이어팁과 
지지대를 사용해 하루 종일 활동적인 
움직임 속에서도 편안한 착용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라인 컨트롤을 통해 간편하게 통화, 트랙 
건너뛰기, 볼륨 조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통화, 음악 및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

헤드셋 배터리 표시기(iPhone® 및 iPad® 용)
를 통해 자동으로 배터리 상태를 화면에 
표시합니다.

Plantronics 배터리 표시기 위젯으로 
AndroidTM3.0 태블릿, Android 4.0 휴대폰 및 
태블릿의 헤드셋 배터리 표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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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버드 사양

통화/청취 시간 최대4.5시간 청취/5시간 통화*

대기 시간 최대 10일*

작동 거리(범위) 휴대폰/태블릿으로부터 최대 10미터

헤드폰 무게 14그램

오디오 HQ 전용 SBC 코덱, 6mm 네오디뮴 스피커, 
주파수 응답 20-20,000Hz, THD(전고조파 
왜곡) 5% 이하, 감도 104dBspl/mW @ 1kHz

잡음 감소 디지털 신호 처리(DSP) 및 동시 전송 반향 
제거

습기 차단 P2i 나노 코팅으로 땀, 습기 차단

충전 커넥터 마이크로 USB 충전

배터리 유형 충전식, 교체 불가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 시간(최대) 2.5시간(전원 요구 사항: 5V DC - 180mA)

Bluetooth v2.1 A2DP 1.2, AVRCP, HFP v1.5, HSP v1.1

작동, 보관 및 0°C - 40°C (32°F - 104°F)
*성능은 배터리 및 기기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ackBeat GO 또는 다른 Plantronics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웹사이트 plantronics.com을 방문하십시오.

Technology by P2i

SWEAT
PROOF

QR 코드를 스캔하여 
비디오를 감상하세요.

앱 다운로드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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