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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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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CE-UNI   
Shure Remote + Mic UNI Cable

UNI Accessory Cable
Shure UNI 케이블은 모바일 장치와 Shure 이어폰 간의 기능 지속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케이블에는 3.5 mm (1/8") TRRS 커
넥터와 3버튼 제어 기능, 인라인 마이크가 있어 전화 통화 및 음성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
3.5 mm (1/8") 케이블 어댑터

선택 가능한 Android 또는 iOS 작동

3버튼 제어 기능

인라인 마이크

모두가 인정하는 Shure의 품질과 신뢰성

범용 스위치

범용 스위치는 3버튼 리모콘의 베이스에 있습니다.

A Android 장치

i iOS

리모컨 사용
리모컨을 사용하여 호환 가능한 미디어 폰 플레이어를 제어합니다.

음악 재생 가운데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음악 일시 정지 가운데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볼륨 변경
볼륨 크게(+) 또는 볼륨 작게(-) 버튼을 클릭하여 볼륨을 높이거

나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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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트랙으로 이동 가운데 버튼을 두 번 클릭합니다.

이전 트랙으로 이동 가운데 버튼을 세 번 클릭합니다.

현재 트랙 다시 시작 6초 후 세 번 클릭합니다.

빨리 감기 가운데 버튼을 두 번 클릭해서 누르고 있습니다.

콜 전송/종료 가운데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호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hure.com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커넥터

3.5 mm (1/8")

외장 케이스

ABS 플라스틱(TPE 변형 방지 장치 포함).

최대 케이블 길이

127 cm (50 in.)

케이블 직경

3 mm

순중량

0.7oz.

인증
주: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부서: EMEA 승인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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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for Apple 배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배지에 명시된 Apple 제품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Apple 성능 표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개발자가 인증했음을 의미합니다. Apple은 이 장치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제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pple, iPad, iPhone, iPod 및 Lightning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tvOS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상
표 “iPhone”은 Aiphone K.K.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일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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