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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부속품을 확인하십시오.

  1 USB 충전 코드

  1 이어피스 세트(L, S)

 • 구매 시에는 M 크기 이어피스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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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준비

작동하기작동하기

기타기타

고객 여러분께고객 여러분께
이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이 지침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이 설명서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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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의사항안전 유의사항
 ■장치장치

 • 이 장치를 열기구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그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철도 건널목, 건설 현장 등과 같이 안전을 위해 주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장소에서는 볼륨을 최 로 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를 충전하는 동안 또는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장기간 천 등으로 본 
장치의 환기를 차단하지 마십시오.

 ■이어피스이어피스
 •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이어피스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이어피스를 단단히 부착하십시오. 제거 후 귓속에 남아 있으면 아프거나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알레르기
 • 이어폰이나 피부에 직접 닿는 다른 부품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 계속해서 사용하면 발진 또는 기타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청취 시 주의 사항이어폰 청취 시 주의 사항
 • 이어폰을 지나치게 높은 볼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청각 전문가들은 
장시간 연속 감상은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귀에 울림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볼륨을 줄이거나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 차량 운전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위험한 상황에서는 주의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본 기기는 이동 전화 사용 시에 전파 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섭이 
명백할 때에는 기기와 이동 전화간의 거리를 더 늘려 주십시오.

본 장치는 온난 기후와 열  기후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USBUSB
 • 제공된 충전 코드 외에 다른 USB 충전 코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컴퓨터에 연결할 때는 제공된 USB 충전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전지 및 자율안전확인정보전지 및 자율안전확인정보

전지종류전지종류 전지

모델명모델명 481221

정격정격 3.7 V
90 mAh

기본 모델명기본 모델명 481221

신고필증번호신고필증번호 ZU10525-16001

제조자명제조자명 Dongguan Kanyo Battery Technology Co.,Ltd.

원산지원산지 중국

공장명공장명 Dongguan Kanyo Battery Technology Co.,Ltd.

수입자명 (A/S)수입자명 (A/S) 파나소닉코리아 주식회사 (A/S 전화:1588-8452)

제조년월제조년월 전지 본체에 기재.

예）１７０１０９

년(20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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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IP제품정보MSIP제품정보

기기의명칭 (모델명):기기의명칭 (모델명): 특정소출력 무선기기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전국서비스 표번호 :전국서비스 표번호 : 1588-8452 (파나소닉)1588-8452 (파나소닉)

제조자 :제조자 : 파나소닉 주식회사파나소닉 주식회사

제조국가 :제조국가 : 중국중국

인증받은자의상호 :인증받은자의상호 : 파나소닉코리아 (주)파나소닉코리아 (주)

MSIP-CRI-PKL-RP-NJ300B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
스는 할 수 없습니다.

제조년월 읽는 방법제조년월 읽는 방법
예） ２０１７０４０１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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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충전
장치에 설치된 충전용 배터리는 처음에는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치를 장치에 설치된 충전용 배터리는 처음에는 충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1 USB 충전 코드를 사용하여 이 USB 충전 코드를 사용하여 이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연결이 수립되면 약 3초 이내에 
리모트 컨트롤러의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 충전 중에는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LED가 꺼질 것입니다.

 •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약 
1.5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60분 작동 
시간 동안 빠른 충전 시간: 약 20분) USB 충전 코드 (포함)USB 충전 코드 (포함)

컴퓨터컴퓨터
끄기끄기

1.5 시간

2 충전부 커버를 꽉 닫으십시오충전부 커버를 꽉 닫으십시오

 ■젖은 손으로 충전부를 만지지 마십시오젖은 손으로 충전부를 만지지 마십시오
 • 땀 또는 액체가 충전부에 닿으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참고
 • 이 장치가 USB 충전 코드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Bluetooth®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에서 35 ℃사이의 실온에서 충전하십시오. 
 • 충전에 사용된 PC가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충전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품명 부품명

제품 도면은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이어폰이어폰
2 이어피스이어피스
3 리모트 컨트롤러리모트 컨트롤러
4 LED 지시등*LED 지시등*

 • 깜빡임의 수와 색깔은 장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는 이후로 “LED”라고 
표기합니다.)

5 충전부 (DC IN)충전부 (DC IN)
 • 충전할 때는 USB 뚜껑을 열고 
USB 충전 코드(포함)를 충전부에 
연결하십시오. (“충전” 참조)

6 USB 뚜껑USB 뚜껑
7 마이크마이크

8 배터리 케이스배터리 케이스
(본 제품을 폐기할 때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 P. 12)

9 볼륨 ＋/다음볼륨 ＋/다음
10 전원/페어링/재생/ 일시 정지/전원/페어링/재생/ 일시 정지/

통화 통화 
11 볼륨 －/이전볼륨 －/이전

리모트 컨트롤러리모트 컨트롤러왼쪽 오른쪽

 ■참고참고
 • 제공된 코드 외에 다른 USB 충전 코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를 사용할 때, 리모트 컨트롤러을 손으로 가리지 마십시오. Bluetooth® 
연결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제품 손상을 방지하려면 본 제품을 비, 땀, 물 또는 그 밖의 액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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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tooth Bluetooth® 장치 연결하기 장치 연결하기
준비준비
 • Bluetooth® 장치를 장치에서 약 1 m 이내에 놓습니다.
 • 필요에 따라 작동 지침을 사용하여 장치 작동을 확인합니다.

연결을 위해 이 장치를 Bluetooth연결을 위해 이 장치를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등록)하기 장치와 페어링(등록)하기

1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LED가 깜박일 때까지 이 장치의 전원 버튼을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LED가 깜박일 때까지 이 장치의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길게 누릅니다

처음으로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 약 3초
두 번째 또는 이후에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 약 5초
 • 장치가 연결을 위해 Bluetooth® 장치를 탐색하기 시작하며, LED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번갈아 깜박입니다.

2 BluetoothBluetooth® 장치의 전원을 켜고 Bluetooth 장치의 전원을 켜고 Bluetooth®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기능을 작동시킵니다

3 BluetoothBluetooth® 장치의 메뉴에서  장치의 메뉴에서 
“RP-NJ300B”를 선택합니다“RP-NJ300B”를 선택합니다
 • “RP-NJ300B”가 표시되기 전에 MAC 주소 
“□□□□□□”(“□”은 각 세트의 고유한 
문자를 나타냅니다.)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면, 이 장치의 
비밀번호 “0000(숫자 0 네 개)”을 
입력하십시오.

Bluetooth

Bluetooth

RP-NJ300B

ON

선택

4 장치와 Bluetooth장치와 Bluetooth® 장치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장치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장치와의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LED가 파란색 및 빨간색으로 번갈아 
깜박이게 됩니다. 전자 신호음이 울리고 LED(파란색)가 약 2초에 두 번씩 
깜박이면, 페어링(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연결 수립)

 ■참고참고
 • 약 5분이 지나도 장치 연결이 수립되지 않으면 장치가 꺼집니다. 페어링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 최  8개의 Bluetooth® 장치를 본 장치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9 번째 장치를 
페어링하면 가장 오래 전에 연결된 장치가 교체됩니다. 교체된 것을 사용하려면 
다시 페어링하십시오.

1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장치의 전원을 약 3초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장치의 전원을 약 3초 
동안 길게 누르면 LED(파란색)가 깜박입니다동안 길게 누르면 LED(파란색)가 깜박입니다
 • 신호음이 울리고 LED(파란색)가 천천히 깜박입니다.

전원전원

LEDLED

전원 끄기전원 끄기
 •  버튼을 약 3초간 누르십시오.  
삐 소리가 나고 전원이 꺼질 것입니다.

 ■참고참고
 • 약 5분간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은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자동 전원 
끄기” 참조 (→ P. 8))

 전원 켜고 끄기 전원 켜고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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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착용 방법이어폰 착용 방법
왼쪽 이어폰에는 그림과 같이 마킹 지점이 있습니다.

마킹 지점마킹 지점

 ■주의주의
 • 구매 시에는 M 크기 이어피스가 제공됩니다. 이 크기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S 또는 L 크기 
이어피스(포함)로 교체하십시오.

 음악 듣기 음악 듣기
Bluetooth® 호환 장치가 “A2DP” 및 “AVRCP” Bluetooth® 프로파일을 지원한다면, 
장치의 리모컨 기능으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A2DP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오디오를 장치로 전송합니다.
 • AVRCPAVRCP (Audio/Video Remote Control Profile): 
장치를 사용해서 장치를 원격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BluetoothBluetooth® 장치와 이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 P. 6) 장치와 이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 P. 6)

2 BluetoothBluetooth® 장치에서 음악을 선택하여 재생하십시오 장치에서 음악을 선택하여 재생하십시오
 • 선택한 음악은 장치의 이어폰을 통해 출력됩니다.

배터리 작동 시간배터리 작동 시간

배터리 종류배터리 종류 작동 시간작동 시간

충전용 배터리 (장치에 내장되어 있음) 약 4시간 20분

작동 시간은 작동 환경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의주의
 • 장치는 볼륨 크기에 따라 소리가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볼륨을 최 로 증가하면 음악에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잡음이 사라질 때까지 
볼륨을 줄이십시오.

  원격 제어  원격 제어

이 장치를 사용하여 Bluetooth®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Bluetooth® 장치에 따라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거나 장치를 작동할 때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작동 예)(작동 예)

재생/일시 정지/통화재생/일시 정지/통화

누르기 재생/일시 정지/ 통화

빠르게 두 번 
누르십시오

오는 전화를 거절하고/ 
통화 장치를 
스위칭하십시오

이전/다음/볼륨이전/다음/볼륨

+
누르기 볼륨이 증가합니다

길게 누르기
다음 트랙의 처음으로 
가기

−
누르기 볼륨이 감소합니다

길게 누르기
현재 트랙의 처음으로 
돌아가기

리모트 컨트롤러리모트 컨트롤러

볼륨 ＋/다음볼륨 ＋/다음

볼륨 －/이전볼륨 －/이전

재생/일시 정지/ 재생/일시 정지/ 
통화통화

 ■참고참고
 • 볼륨은 15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 나 최소 볼륨에 달하면 삐 소리가 날 것입니다.

 • 시중지 상태에서는 “볼륨 증가/감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페어링한 Bluetooth페어링한 Bluetooth® 장치 연결하기 장치 연결하기

1 장치 켜기장치 켜기
 • LED(파란색)가 깜박일 때까지 이 장치의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 신호음이 울리고 LED(파란색)가 천천히 깜박입니다.

2 “연결을 위해 이 장치를 Bluetooth“연결을 위해 이 장치를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등록)하기”의 2 및  장치와 페어링(등록)하기”의 2 및 
3 단계를 수행합니다 (→ P. 6)3 단계를 수행합니다 (→ P. 6)
 • LED(파란색)가 약 2초에 두 번씩 깜박이면, 페어링(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연결 수립)

 ■참고참고
 • 이 장치는 마지막으로 연결된 장치를 기억합니다. 1 단계 후 연결이 자동으로 
수립될 수 있습니다(상기 참조).

 • 약 5분이 지나도 장치 연결이 수립되지 않으면 장치가 꺼집니다. 페어링을 다시 
수행하십시오.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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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기능유용한 기능
 장치 리셋 장치 리셋

이 장치는 모든 작동이 거부되었을 때 리셋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리셋하려면, 약 
10초 동안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의 모든 작동은 취소될 것입니다. (페어링 장치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자동 전원 끄기 자동 전원 끄기

장치가 약 5분 동안 작동하지 않고 이 시간 동안 Bluetooth® 장치가 기 상태일 
때, 삐 소리가 울리면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질 것입니다.

LED 지시등LED 지시등

장치 사용 중에 배터리 수준이 낮아지면, 리모트 컨트롤러에서 파란색으로 
깜박이는 LED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1분 간격으로 신호음이 울립니다. 배터리가 
방전되면 전원이 꺼질 것입니다.

초기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초기 상태로 전환하는 방법
모든 페어링 장치 정보 등을 삭제하길 원한다면 장치를 초기 상태(구매했을 때의 
원래 상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복구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1  전원을 끈 다음,  약 5초 동안 1  전원을 끈 다음,  약 5초 동안  을 길게 누릅니다 을 길게 누릅니다

 • 연결할 Bluetooth® 장치 검색을 시작하십시오.
2  검색 동안 +와 －를 동시에 약 5초 이상 누르십시오2  검색 동안 +와 －를 동시에 약 5초 이상 누르십시오

 • LED가 파란색으로 깜박입니다. 장치는 초기 상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주의주의
 •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는 경우 등록 정보(장치: “RP-NJ300B”)를 Bluetooth® 
장치의 메뉴에서 삭제한 다음, 이 장치를 Bluetooth® 장치에 다시 등록합니다.  
(→  P. 6)

전화 걸기전화 걸기
“HSP”나 “HFP” Bluetooth®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Bluetooth® 호환 전화(휴 전화 
또는 스마트폰)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SPHSP (Headset Profile):  
단청 음성을 받고 장치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양방향 통신을 설정하는데 이 
프로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HFPHFP (Hands-Free Profile): 
HSP 기능에 더하여 이 프로파일은 전화 걸기, 받기 기능이 있습니다.

1 BluetoothBluetooth® 호환 전화와 장치를 연결합니다 호환 전화와 장치를 연결합니다

2 전화를 받을 때전화를 받을 때

장치의 통화 장치의 통화  버튼을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습니다전화를 받습니다
 • 전화가 오면 이어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LED가 
깜빡입니다.

 • (HFPHFP 전용) 오는 전화를 
거절하려면 전화벨이 멈출 
때까지  버튼을 두 번 빨리 
누르십시오.

리모트 컨트롤러리모트 컨트롤러

통화통화

전화를 걸 때전화를 걸 때

BluetoothBluetooth® 호환 전화기로  호환 전화기로 
전화를 겁니다전화를 겁니다
 • Bluetooth® 호환 전화기의 작동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장치 확인 및 작동 단계는 아래에 (장치 확인 및 작동 단계는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설명되어 있습니다)

 • 전화를 걸면 이어폰에서 
전화벨이 울리고 LED가 
깜빡입니다.

 • 전화 걸기를 취소하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삐 소리가 날 것입니다.

3 통화 시작하기통화 시작하기
 • 통화하는 동안 LED가 2회씩 반복적으로 깜빡일 것입니다.
 • 통화하는 동안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원격 제어”을 
참조하십시오. (→ P. 7)

4 통화를 끝내려면 통화를 끝내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십시오
 • 삐 소리가 날 것입니다.

 ■참고참고
 • 핸즈프리 설정을 Bluetooth® 호환 전화기에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Bluetooth® 호환 전화기에 따라 장치에서 전화기의 수신 및 송신 전화벨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 (HFPHFP 전용) 장치의  버튼을 빠르게 두 번 누르십시오. 통화 장치가 Bluetooth® 
호환 전화기와 장치 사이에서 변경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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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유지관리
부드럽고 마른 헝겊으로 이 장치를 닦으십시오. 
 • 벤젠, 시너, 알코올, 주방 세제, 화학 와이퍼 등이 포함된 용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외부 덮개가 변형되거나 코팅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성능 유지하기
 • 장치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6개월 
마다 본 장치를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저작권, 등. 저작권, 등.
 ●Bluetooth® 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하고 있는 등록 상표이며 
Panasonic Corporation은 허가를 받고 이러한 상표를 사용합니다. 
기타 상표와 상품명은 개별 소유자의 등록 상표입니다.

 ●이 문서에 언급된 기타 시스템명과 상품명은 일반적으로 개별 개발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마크와 ® 마크는 이 문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BluetoothBluetooth®에 관하여에 관하여
Panasonic은 무선 전송 중에 발생하는 데이터 및 정보의 혼선에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용 주파수 역사용 주파수 역
이 장치는 2.4 GHz 주파수 역을 사용합니다.

 ■이 장치의 인증이 장치의 인증
 • 이 장치는 주파수 제한을 준수하며 주파수 법률을 근거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무선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행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분해/수정. 
–사양 표시 제거.

 ■사용 제한사용 제한
 • 모든 Bluetooth® 내장 장치를 통한 무선 전송 및 사용은 보증되지 않습니다.
 • 모든 장치는 Bluetooth SIG, Inc.가 설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장치의 사양과 설정에 따라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일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스템은 Bluetooth® 보안 특성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작동 환경 및 설정에 
따라 이 보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여 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무선 전송하십시오.

 • 이 시스템은 데이터를 Bluetooth® 장치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사용 범위사용 범위
이 장치의 최  사용 범위는 10 m입니다.
환경, 장애물 또는 간섭에 따라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장치로부터의 간섭다른 장치로부터의 간섭
 • 이 장치가 다른 Bluetooth® 장치나 2.4 GHz 역을 사용하는 다른 장치에 
너무 가까이에 있다면, 이 장치는 전파 간섭으로 인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음과 사운드 점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장치는 근처 방송국에서 나오는 무선 파장이 매우 강하다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도용도
 • 이 장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을 기타 장비 가까이에서 또는 무선 주파수 간섭에 민감한 환경(예, 
공항, 병원, 실험실, 등)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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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아래의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확인 사항에 해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또는 설명된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판매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문제일반적인 문제

장치가 반응하지 않습니다장치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십시오. 장치가 재설정됩니다. 
(페어링 장치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전원 공급장치 및 충전전원 공급장치 및 충전

장치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장치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가 켜져 있고 기 모드나 절전 모드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 USB 포트가 현재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에 다른 USB 포트가 
있다면 현재의 포트에서 코드를 뽑아서 다른 포트 중 하나에 연결하십시오.

 • 위에 설명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면, USB 충전 코드를 뽑아 다시 
연결하십시오.

 • 충전 시간과 작동 시간이 짧아졌다면,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포함된 배터리의 충전 횟수는 약 300회입니다.)

충전이 오래 걸립니다충전이 오래 걸립니다
 • 10 ℃에서 35 ℃사이의 실온에서 충전하십시오 .

충전하는 동안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충전하는 동안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 USB 충전 코드(포함)가 컴퓨터의 USB 터미널에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 P. 5)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장치가 충전되고 있습니까? 충전하는 동안에는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P. 5)

BluetoothBluetooth® 장치 연결 장치 연결

장치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장치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 Bluetooth® 장치로부터 이 장치에 한 페어링 정보를 삭제하고, 다시 
페어링하십시오. (→ P. 6)

문제 해결 요령문제 해결 요령

사운드 및 오디오 볼륨사운드 및 오디오 볼륨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 장치와 Bluetooth® 장치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 6)
 •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치가 켜져 있고 볼륨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Bluetooth® 장치와 이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고 연결하십시오. (→ P. 6)

볼륨이 낮습니다볼륨이 낮습니다
 • 장치의 볼륨을 증가시키십시오. (→ P. 7)
 •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증가시키십시오.

장치로부터 나오는 사운드가 끊깁니다 / 음질이 나쁩니다장치로부터 나오는 사운드가 끊깁니다 / 음질이 나쁩니다
 • 신호가 차단되어 있으면 사운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luetooth® 장치를 10 m 통신 범위 밖에 두고 점점 이 장치 가까이로 
옮기십시오.

 • 이 장치와 Bluetooth® 장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무선 LAN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있지 않다면, 통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충전하십시오. (→ P. 5)

전화 걸기전화 걸기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 장치와 Bluetooth® 호환 전화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장치와 Bluetooth® 호환 전화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P. 6)
 • Bluetooth® 호환 전화기의 오디오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발신 장치가 Bluetooth® 
호환 전화기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장치로 전환하십시오. (→ P. 6)

 •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면 장치와 Bluetooth® 호환 전화기의 볼륨을 
모두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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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사양
 ■ 일반사양일반사양

전원 공급장치전원 공급장치
DC 5 V, 0.6 W
(내부 배터리: 3.7 V (리튬 폴리머 90 mAh))

작동 시간작동 시간*1*1 약 4시간 20분

충전 시간충전 시간*2*2 (25 ℃ ) (25 ℃ ) 약 90분

충전 온도 범위충전 온도 범위 10 ℃ 에서 35 ℃

온도 범위온도 범위 0 ℃ 에서 40 ℃

습도 범위습도 범위 35%RH 에서 80%RH (비응축)

질량질량 약 13 g

*1 작동 조건에 따라 더 짧을 수 있습니다.
*2 방전 상태에서 완전 충전까지 걸리는 시간.

 ■ BluetoothBluetooth®

BluetoothBluetooth® 시스템 사양 시스템 사양 Ver. 4.1

무선 장치 분류무선 장치 분류 Class 2 (2.5 mW)

주파수주파수 2402 MHz 에서 2480 MHz

최  RF 출력최  RF 출력 4 dBm (EIRP)

지원 프로파일지원 프로파일 A2DP, AVRCP, HSP, HFP

지원 코덱지원 코덱 SBC

작동 거리작동 거리 최  10 m

 ■ 스피커스피커

드라이버 장치드라이버 장치 9 mm

 ■ 터미널터미널

DC INDC IN DC 5 V, 0.6 W

 ■ 마이크마이크

종류종류 모노

 ■ 부속품부속품

USB 충전 코드USB 충전 코드 0.1 m

이어피스 세트이어피스 세트 L, S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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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치를 처리할 때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법 이 장치를 처리할 때 배터리를 분리하는 방법
다음의 지시사항은 수리 목적이 아니라 이 장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다음의 지시사항은 수리 목적이 아니라 이 장치의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일단 분해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일단 분해하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장치를 처리할 때, 장치에 설치된 배터리를 분리하여 재사용하십시오.이 장치를 처리할 때, 장치에 설치된 배터리를 분리하여 재사용하십시오.

위험위험

이 충전 배터리는 본 제품에만 적합하므로 다른 장치에 사용하지 마십시오.이 충전 배터리는 본 제품에만 적합하므로 다른 장치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거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가열하거나 불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배터리를 문과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자동차 안에 두지 마십시오.
 • 손톱으로 배터리에 구멍을 내거나, 충격을 받지 않게 하고,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와이어가 다른 금속이나 다른 와이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 목걸이, 머리 핀 등을 착용하고 배터리를 운반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열이 발생하고, 점화되거나 탈장될 수 있습니다.

경고경고

제거된 배터리와 다른 품목을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제거된 배터리와 다른 품목을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놓지 마십시오.
이러한 품목을 우연히 삼키면 신체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품목을 삼켰다고 생각되면 즉시 의사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의 액체가 누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을 취하고, 맨 손으로 액체를 만드지 마십시오.배터리의 액체가 누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을 취하고, 맨 손으로 액체를 만드지 마십시오.
액체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될 수 있습니다.

 • 눈을 손으로 문지르기 말고 즉시 물로 씻은 다음 의사에 문의하십시오.
액체가 신체나 옷에 묻으면 피부 염증이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깨끗한 물로 눈을 충분히 씻은 다음 의사에 문의하십시오.

리튬 이온 폴리머 충전식 배터리가 배터리 케이스에 장착되어 있습니다.현지 
규정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본 제품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올바로 분해한 다음 내부의 충전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 배터리가 방전된 후 분해하십시오.
 • 배터리를 폐기하려는 경우 현지 기관이나 리점에 올바른 폐기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직선 슬롯 드라이버(상용)를 배터리 케이스에 넣으십시오직선 슬롯 드라이버(상용)를 배터리 케이스에 넣으십시오
 • 드라이버의 끝에서 손가락을 떼십시오. 
 • 결합 부분 아래의 공간에 충분한 크기의 드라이버를 선택하십시오.

2 드라이버를 지렛 로 사용해서 밀어 배터리 케이스를 여십시오드라이버를 지렛 로 사용해서 밀어 배터리 케이스를 여십시오
 • 스크루드라이버가 배터리와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배터리를 잡고 꺼내십시오배터리를 잡고 꺼내십시오

4 가위로 하나씩 전선을 잘라서 배터리를 당겨 배터리 케이스에서 분리하십시오가위로 하나씩 전선을 잘라서 배터리를 당겨 배터리 케이스에서 분리하십시오
 • 제거된 배터리의 와이어 부분을 셀로판 테이프로 절연하십시오.
 • 배터리를 손상시키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1

배터리 케이스

2

배터리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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