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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IC 50
무선 헤드폰
®

Bluetooth 페어링
헤드폰을 처음 켜거나 전에 이 오디오 소스와 페어링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1. 오디오 소스에서 "Shure 50"을 선택합니다.
2. 성공적으로 페어링되면 “Connected(커넥티드)”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전원을 켜면 헤드폰이 이전에 페어링되었던 장치와 자동으로 페어링됩니다. 몇 초 후 “Connected”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수동 페어링
1.
2.
3.
4.
5.

헤드폰을 끕니다.
전원 버튼을 6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 pairing mode” 음성이 들리면 버튼을 놓습니다.
오디오 소스에서 "Shure 50"을 선택합니다.
성공적으로 페어링되면 “Connected(커넥티드)”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참고: 첫 번째 시도에서 페어링에 실패하면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십시오.

청취 기능을 개인에 맞게 맞춤화하려면 iOS 및 Android용 무료 ShurePlus™ PLAY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멀티포인트 페어링
AONIC 50 헤드폰은 동시에 두 개의 장치에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Bluetooth 멀티포인트 페어링을 지원합니다. AONIC 50은 두 개
의 장치에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교대로 입력을 수신합니다.
AONIC 50 헤드폰 및 멀티포인트 페어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PLAY 앱에서 AONIC 50의 페어링된 장치 목록(PDL)을 지웁니다.
이전에 페어링된 모든 장치에서 AONIC 50을 지웁니다.
AONIC 50 헤드폰의 전원을 끕니다.
AONIC 50 전원 버튼을 6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 pairing mode” 음성이 들리면 버튼을 놓습니다.
휴대폰에서 "Shure 50"을 선택합니다.
성공적으로 페어링되면 “Connected(커넥티드)”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휴대폰에서 블루투스를 비활성화합니다.
AONIC 50 헤드폰의 전원을 끕니다.
AONIC 50 전원 버튼을 6초 동안 길게 눌러 Bluetooth 페어링 모드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른 장치에 연결합니다.
첫 번째 휴대폰에서 Bluetooth를 켜고 설정에서 "Shure 50"을 선택합니다.

"Connected" 메시지가 들리지 않지만 헤드폰이 두 장치에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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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사용법

전원 버튼

전원 켜짐

길게 누름, 2초

전원 꺼짐

길게 누름, 2초

Bluetooth 페어링

배터리 상태 확인

페어링된 장치 목록 재설정

1. 헤드폰 끄기
2. 길게 누름, 6초
두 번 누름(가청 상태 알림)
1. 헤드폰을 끄고 충전기에 연결
2. 길게 누름, 7초

가운데 버튼

재생/잠시 중단

한 번 누름

다음 트랙

두 번 누름

이전 트랙

세 번 누름

콜 응답/종료

한 번 누름

콜 거부

길게 누름, 2초

음성 안내 활성화

길게 누름, 2초

측면 버튼

볼륨 크게

+을 누릅니다.

볼륨 작게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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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모드/ANC 스위치

환경 모드

스위치 올리기

활성 노이즈 상쇄

스위치 내리기

하드웨어 재설정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하드웨어 재설정을 수행하여 전원을 강제로 끌 수 있습니다.
1. +, - 및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헤드폰의 전원이 즉시 꺼집니다. 변경한 값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2. 헤드폰의 전원을 켭니다.

LED 표시기
Bluetooth 페어링

빨간색과 파란색이 번갈아 나타남

Bluetooth 연결됨

2초 동안 파란색으로 켜졌다가 꺼짐

Bluetooth 연결 끊김

파란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배터리 부족

빨간색으로 느리게 깜박임

충전 중

빨간색

ShurePlus PLAY 모바일 리스닝 앱
일반 설명
ShurePlus PLAY 모바일 리스닝 앱은 고급 EQ 컨트롤을 갖춘 고음질 음악 플레이어입니다. 음악 탭을 사용하여 iOS나 Android 모바
일 장치로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Shure EQ 프리셋을 사용하여 자신에게 맞는 소리를 재생
하거나 설정 탭에서 고유한 EQ 프리셋을 만들어 보세요. 장치 탭의 Shure Wireless와 True Wireless 기능으로 환경 모드와 ANC 기능
을 활용해 보십시오.

특징
•
•
•
•

여러 고음질 및 표준 파일 형식을 가져오고 재생합니다.
파라메트릭 그래픽 EQ로 프리셋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전체 화면 페이더로 볼륨을 조절합니다.
재생 목록을 만들고 재생 목록, 아티스트, 앨범 제목, 노래 제목, 장르 또는 작곡가별로 음악 라이브러리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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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청취 상황에 대해 EQ 프리셋 모드로 신속하게 사운드를 조정합니다.

환경 모드
환경 모드에서는 주변 노이즈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음악을 듣고 있거나 전화를 받고 있지만 주변의 소리는 계속 듣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환경 모드를 사용하려면 오른쪽 이어컵 뒤쪽에 있는 수직 스위치를 위쪽 위치로 누릅니다.
ShurePlus PLAY 앱에서 환경 모드를 10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활성 노이즈 상쇄
ANC(활성 노이즈 상쇄)를 사용하면 주변의 노이즈 일부나 전부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등 볼륨을
키우도록 만드는 노이즈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ANC를 사용하려면 오른쪽 이어컵 뒤쪽에 있는 수직 스위치를 아래쪽으로 누릅니다.
ShurePlus PLAY 앱에서 ANC를 두 단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최대
•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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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지정 프리셋 만들기
새로운 프리셋 추가
1. 아래로 스크롤하여 새 사전 설정 추가를 누르거나 수동을 누릅니다. 새로운 사전 설정은 플랫으로 시작됩니다.
2. 주파수, 이득 및 대역폭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퀄라이저를 조정하는 방법이 3가지 있습니다.
◦ 값을 눌러 특정 숫자를 입력합니다.
◦ - 또는 +를 눌러 더 큰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번호가 붙은 원을 누르거나 끌어서 더 큰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저장을 탭하여 새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은 Shure 사전 설정 목록 뒤에
표시됩니다.

프리셋 복제
Shure와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을 모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의 사운드가 마음에 들지만 사운드를 조정하고 저장하려는 경우,
사전 설정을 복제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사전 설정을 선택하여 시작합니다.
추가 옵션 점 3개를 누르고 복제를 선택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 목록에서 중복 사전 설정을 찾습니다.
추가 옵션 점 3개를 누르고 편집을 선택합니다.
주파수, 이득 및 대역폭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특정 숫자를 입력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더 작은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번호가 붙은 원을 누르거나 끌어서 더 큰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저장을 탭하여 새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을 저장합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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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EQ

Select and adjust frequency, gain, and bandwidth in the equalizer.

이퀄라이제이션 설명됨
4-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조절 가능한 독립된 주파수 범위의 볼륨을 조절하고 주파수 응답의 정확한 형태를 결정합니
다. 이퀄라이저를 우회하여 평탄한 주파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컷/부스트하려는 중심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게인

특정 필터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대역폭 또는 Q

필터의 영향을 받는 주파수 범위를 조정합니다. 값은 옥타브로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EQ 조정
트레블 부스트로 스피치 명확도를 향상하십시오. 하이 쉘프 필터를 추가하여 주파수를 3~6dB로 1kHz 이상 부스트하십시오.
주변 HVAC 노이즈를 줄이십시오. 로우컷 필터를 추가하여 주파수를 200헤르츠 이하로 감쇄하십시오.
플러터 에코 및 치찰음을 줄이십시오. 룸에 “자극을 가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식별:
1. Q 값을 제한적으로 설정
2. 게인을 +10~+15dB로 높인 다음, 1~6kHz 주파수로 실험하여 플러터 에코 또는 치찰음의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내십시오.
3.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dB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공동, 공명 룸 사운드를 줄이십시오. 룸에 “자극을 가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식별하고 낮춥니다.
1. Q 값을 제한적으로 설정
2. 게인을 +10~+15dB로 높인 다음, 300~900kHz 주파수로 실험하여 공명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십시오.
3.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dB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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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모드
프리셋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취 시나리오에 신속하게 액세스합니다. 7개의 선택 가능한 4밴드 이퀄라이저 프리셋이 게
인,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에 대한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노래를 재생하고 노래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프리셋을 찾음 다음, 필
요에 따라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프리셋

애플리케이션

베이스 부스트

저주파수 증가

베이스 컷

저주파 감소

고음 부스트

고주파수 증가

고음 컷

고주파수 감소

보컬 부스트

보컬 범위를 강조하여 보컬 선명도를 높입니다.

디에스(De-ess)

연설에서 보컬 히스/치찰음 감소

라우드니스

낮은 볼륨으로 청취하기 위한 선명도입니다. 베이스 및 트레블 주파수를 부스트하여 전반적인 사운
드가 크게 느껴지도록 합니다.

Shure AONIC 제품의 펌웨어 업데이트
AONIC 제품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설계를 활용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려면, Android 및 iOS
를 지원하는 ShurePlus PLAY 앱을 실행하는 기기에 AONIC 제품을 연결하십시오.

펌웨어를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1. 모바일 장치에서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하십시오.
2. Bluetooth를 켜고 AONIC 제품을 사용자의 장치와 페어링하십시오.
주의: Android 사용자는 설정을 확인하여 두 개의 어댑터가 모두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ShurePlus PLAY 앱을 열고 장치 탭을 선택하십시오.
◦ 중요: 이어폰 또는 어댑터가 장치와 페어링되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해당 제품의 경우).
◦ 이어폰 또는 어댑터가 모두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음악 탭을 누른 다음 장치 탭을 다시 누르십시오.
4. 업데이트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장치 설정 메뉴의 펌웨어 업데이트 옆에 녹색 점이 나타납니다.

5. 캐럿 아이콘을 누르고 화면의 단계별 지침을 따릅니다. 진행률 표시줄이 양쪽 어댑터의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단일 프로
세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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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업데이트 완료"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AONIC 제품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 어댑터를 케이스에 다시 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가 취소됩니다.
◦ 주: 첫 번째 시도에서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기 전에 앱을 완전히 종료해야 합니다. 앱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
고 있지 않도록 앱을 강제 종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분 기다린 후 앱을 열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성공적인 업데이트에
대한 팁은 아래 목록을 확인하십시오.
7. 정보 메뉴(장치 화면> … > About > Firmware Version)에 표시된 새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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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업데이트를 위한 팁
모바일 장치 및 AONIC 제품이 켜져 있고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다운로드하는 동안 제품이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면 업데이트 프로세스가 느려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모바일 장치 및 AONIC 제품에서 최소 50%의 배터리 충전량이 필요합니다.
헤드폰과 이어폰의 대략적인 다운로드 시간은 최대 30분입니다.
PLAY 앱을 종료하지 말고 화면이 켜져 있도록 하십시오.
비행기 또는나 기차역과 같이 모바일 또는 WiFi 무선 사용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업데이트하지 마십시오. 통신 간섭으로 인해 업데
이트 프로세스가 상당히 느려지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장치가 최신 운영 체제(OS)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
•
•
•
•

문제가 발생할 경우 Shure 서비스 및 수리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케이블 연결
헤드폰은 무선 기능을 사용하는 대신 서로 다른 두 개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USB-C:
◦ 헤드폰 충전
◦ 디지털 오디오에 연결
• 3.5mm 오디오 케이블: 아날로그 오디오 포트에 연결

유지 관리
헤드폰은 부드러운 헝겊에 물을 조금 적셔서 닦으십시오.
주의: 용해제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버 개구부에 액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11/17

Shure Incorporated

Frequently Asked Questions - FAQ
For more information, or to view other Frequently Asked Questions, visit the Shure FAQ.

수납
Store headphones in protective case when not in use.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REPL SBH2350 CASE ONLY

RPH-SBH2350-CASE

REPL USB-C to USB-A CABLE 1M

RPH-CABLE-USB

REPL 2.5-3.5MM CABLE 1.5M

RPH-CABLE-AUDIO

교체용 부품
SBH2350 REPLACEMENT EARPADS (BLACK)

SBH2350-BK-PADS

SBH2350 REPLACEMENT EARPADS (DARK BROWN)

SBH2350-BR-PADS

사양
Model/모델:
SBH2350

변환기 유형
다이내믹, 네오디뮴 마그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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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크기
50 mm

주파수 응답
20 ~ 22,000 Hz

감도
1 kHz에서

97.5 dB/mW

임피던스
1 kHz에서

39 Ω

최대 입력 파워
100 mW

무게
334 g (11.8oz.)

작동 온도
0°C ~ 45°C (32°F ~ 113°F)

보관 온도
-10°C ~ 45°C (14°F ~ 113°F)

안테나 유형
내부 모노폴

게인
+2.05 dBi

작동 주파수
2402 MHz-2480 MHz

변조 유형
FHSS

RF 출력
+4 dBm ( EIRP)

지원되는 코덱
aptX, aptX HD, aptX Low Latency, SBC, AAC, LD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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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의사항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동봉된 경고사항들과 안전에 관한 지침서를 읽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어폰 관련 경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이어폰을 사용, 청소 및 유지 관리하십시오.

안전 유의사항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경고”나 “주의” 두가지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위험의 절박한 정도나 피해의 심각성
에 따릅니다.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주의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가벼운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될 수 있
습니다.

경고
• 물이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지나다니는 곳에서 조깅, 걷기,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 중일 때와 같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과 액세서리는 아이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아이들이 만지거나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작은 부품과 코드가 포함되어 질식 또는 목졸림과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자극, 과도한 귀지 축적 또는 기타 불편함을 느낄 경우 이어폰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주의
•
•
•
•

고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절대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을 주거나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극한의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현재 귀 치료를 받고 있으시다면, 이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높은 음압
청력 손상 위험
청력 손상을 방지하려면 높은 음량으로 장시간 듣지 마십시오.

중요 안전 지침
1. 이 지침을 정독해 주십시오.
2. 이 지침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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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기를 물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른 수건으로만 닦으십시오.
환기구를 막지 않도록 하고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난방기, 방열 조절기, 스토브, 기타 열을 발산하는 기기(앰프 포함)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는 밟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전원 플러그 사이, 접속 소켓 및 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전원 코드가 끼이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10.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11. 낙뢰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전원을 빼놓으십시오.
4.
5.
6.
7.
8.
9.

Bluetooth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경고
• 제조업체의 사용지침을 따르십시오.
• 제품 배터리는 폭발하거나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열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개조하
거나, 분해하거나, 60°C(140°F) 이상 가열하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 환경적 면에서 배터리 폐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제품은 햇볕, 화염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 이 제품의 무단 변경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 운전 중 휴대폰 및 이어폰 사용에 관한 해당 적용 법률을 준수하십시오.
• 이 제품에는 자기 물질이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물질이 이식 가능한 의료 장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십시
오.
• 건전지(건전지 팩 또는 설치된 건전지)는 햇빛, 화염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 배터리(설치된 배터리 팩 또는 배터리)는 부서지거나 절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 배터리(설치된 배터리 팩 또는 배터리)는 극도로 낮은 공기 압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배터리를 잘못된 유형으로 교체하면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의
• 고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절대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과도한 힘을 주거나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극한의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 물이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노트: 건전지 교체는 검증된 Shure 서비스 기술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준법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주: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低功率射頻器材技術規範
取得審驗證明之低功率射頻器材，非經核准，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
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低功率射頻器材之使用
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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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述合法通信，指依電信管理法規定作業之
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器材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
射性電機設備之干擾。

인증
최신 규정 및 준수 정보는 http://www.shure.com/earphones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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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EMEAsupport@shure.de

제한 보증
Shure Incorporated(“Shure”)는 아래에 기술한 예외를 제외하고, 제품을 최초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본 제품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해 Shure로부터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일시로부터 2 년 동안 사용 자재 및 제작기술 측면에서 제
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함께 포장된 모든 충전용 건전지는 소비자가 최초로 구입한 날로부터 1 년 간 보증됩니다. 하지만, 충전
용 건전지는 온도, 보관기간, 충전 주기 및 기타 요인에 의해 그 용량이 감소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용량의 감소는 재료 또는 제작기술
의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hure는 자체 결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돌려 드립니다. 이 보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돌려받는 시점에,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초 구입 영수증을 구입 증빙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Shure가 불량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Shure는 불량품을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 또는 Shure가 최소한 대
등한 기능과 품질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별도 모델의 제품으로 교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여, 보험에 들고 제품 구입 증빙과 함께 반환용
우편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Shure Incorporated의 다음 부서로 반송하십시오: 서비스 부서, 주소는 하기 참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대리점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십시오. 반송 주소는 www.Shure.com의 목록을 참조
하거나 하기 주소로 Shure 에 연락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 보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은 제품을 규정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이 잘못된 경우, Shure가 제공한 지
침을 무시하거나, 사용누적에 따른 일반적인 성능 열화, 천재지변, 부주의한 사용,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을 통하지 않은 제품
구입, 제품을 무단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성 또는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명백하게 표현된 바 없는 일체의 보증은 이에 인정
되지 아니하며, 단 관련법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증서의 유효기간 및 보증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SHURE는 또
한 일체의 우발적, 특정적, 또는 인과적 손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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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에서는 암묵적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문구는 귀하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귀하께 구체적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주에 따라 다른 여타의 권리를 가
질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명령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본 제품과 연계되거나 포함된 모든 다른 종류의 보증을 대체합니다. 단, 본 제품에 포함되거나 함께 포장된 임의의 소프트웨
어가 본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대신 해당 소프트웨어에 동반된 Shure 의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서 제공된 보증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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