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ON GLOBE CRUISERTM (AH-W200)

페어링 (블루투스)

충전

블루투스 기기와 페어링

4초 누름

구입 후 처음 사용하는 경우, 부속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빨강색과 파랑색 LED 가 교대로 점멸하고

접속할 블루투스 기기의 페어링 조작으로 헤드폰을 선택합니다.

충전합니다. 충전 중에는 빨강색 LED 가 점멸합니다.

헤드폰은 페어링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PIN 코드 (passkey) 를 요구할 경우, “0000” (0번 4회) 를 입력합니다.
헤드폰의 파랑색 LED 가 약 5초간 점등하면 페어링은 완료됩니다.

블루투스 ON/OFF

음악을 재생합니다.

통화합니다.

ON
1초 누름

OFF
5초 누름
Call 버튼

ON/OFF 를 전환할 때 빨강색과 파랑색

재생중에는 파랑색 LED 가 점등합니다.

[전화 걸기]

LED 가 1초간 점등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화 번호를 누릅니다.

전원이 켜지면 블루투스 기능도

[전화 받기]

작동합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Call 버튼(왼쪽 컨트롤 휠의
중앙)을 한번 누르고 통화를 시작합니다.

사용 전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드폰 사용 전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헤드폰 사용시 주의 사항 및 보증에 대한 설명” 과 “전파에 대한 주의 사항”
을 반드시 읽은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명서를 읽은 후에 “보증서”, “헤드폰 사용 시 주의 사항 및 보증에 대한 설명”, “제품 상담 및 A/S 안내”와 함께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곳에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은 블루투스 기능을 사용한 무선 연결과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한 유선 연결 두가지 방법으로 접속이

충전지에 관한 주의 사항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할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능합니다.
 헤드폰 사용 시 주의 사항 및 보증, 안전상의 주의, 안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사용 전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열하지 마십시오.
불 속에 투입하거나 가열하지 마십시오. 발열, 발화,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경고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할 경우,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못을 박거나 망치로 두드리거나 짓밟거나 하지 마십시오. 발열, 발화,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장시간 과도한 음량으로 청취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큰 소리를 장시간 청취하면, 귀에 통증을 일으키게 되고, 만성적인 소음성 청력장해(NIHL)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청각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이물질이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동안전위생청(OSHA)이 정한 각 음압 레벨에 따른 최장 한도 시간에 관한 하기의 가이드 라인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90 dB SPL : 8시간

- 95 dB SPL : 4시간

온도가 높은 장소에서 충전, 사용, 방치하지 마십시오.

- 100 dB SPL : 2시간

- 105 dB SPL : 1시간

난로, 스토브 등 화기 주변, 직사 광선, 더운 날씨의 차 내부 등에서 충전, 사용, 방치하면 발열, 발화,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 110 dB SPL : 30분

- 115 dB SPL : 15분

또한 내장 충전지의 성능이나 수명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120 dB SPL : 피하지 않으면 귀에 통증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접속장치의 전원을 켜기 전에 음량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세요. 갑작스러운 굉음으로 청력 장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헤드폰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사용 시에는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볼륨을 유지하여, 교통 사고의 원인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물적 손해 발생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상한 점을 느꼈을 때
사용 중, 충전 중, 보관 중에 이상한 냄새, 발열을 느끼거나, 변형, 변색 등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바로 사용을 중지하고 판매점 또는 당사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전자레인지 또는 고압 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 전자조리기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 내장 충전지를 전원 콘센트나 차의 시거(Cigar) 소켓에 접속해서 충전하지 마십시오.
- 충전 시에는 당사가 규정한 충전 조건을 지키십시오.

물 속에 넣거나 젖지 않게 하십시오. 우천, 강설, 해안, 물가에서의 사용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나사를 풀거나 분해 등 개조를 하지 마십시오.
헤드폰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고장이나 감전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 점검, 조정, 수리 등은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어린이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하십시오. 이어피스들은 어린이들이 잘못해서 삼킬 수 있으므로,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주의

- 충전지의 액이 흘러서 눈에 들어갔을 때 문지르지 말고 바로 수도물이나 깨끗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
방치하면 눈에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 의료기기, 자동 도어, 화재경보기 등에 가까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동 제어 기기의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전파가 기기에 영향을 끼치고,
오작동에 의한 사고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정의 충전 시간을 경과하고도 충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충전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충전하면 발열, 발화,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 표시를 무시하고 잘못 취급하면 물적 손해 발생 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피부에 맞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헤드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판매점과 상담하십시오.

상호명 : TAISHING INDUSTRIAL COMPANY LIMITED
기기의 명칭(모델명) :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AH-W150)
제조자 / 제조국가 : Dongguan taishing Audio Technology Limited / 한 국

사용상 주의

적합성평가 번호 : KCC-CMM-TSi-AH-W200

코드를 빼거나 꽂을 때는 반드시 플러그를 가지고 실행하십시오.
코드에 무리를 가하면 코드의 단선 등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 무리하게 코드를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 포터블 기기를 매달지 마십시오.
- 포터블 기기를 둘러 감지 마십시오.
- 포터블 기기를 매달면 접속 코드가 빠져서 낙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는 기기의 보증을 하기 어려우므로 양해 바랍니다.
- 온도가 높은 장소에 놓지 마십시오. 직사광선이나 더운 날씨의 차 내부 등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고온에 의해 부품이 변형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 B 급 기기 (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
이 기기는 가정용 (B 급 ) 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량을 지나치게 높이면 음이 왜곡되기 쉬운 구조로 됩니다. 주변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특히 전동차 안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주의 바랍니다.
- 본 제품에 힘이나 무게를 가한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하면 변형되거나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보관 시에는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 청소는 마른 천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제조 년 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