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품의 내용

사용상의 주의

대응 기종

본 제품을 무선 컨트롤러 (Xbox Series X|S) 에 꽂는 경우는, 반드시 음량을 내리고 나서 행해 주십시오.
음량을 올린 채로 본품을 넣으면, 본품에서 돌연 큰 소리가 나서 귀를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보호자분께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사용 설명서
이번에 저희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이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신 후 본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마세요.만일 삼킨 경우에는 즉시 의사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하므로 연결 케이블은 어린이가 목 등에 감고 놀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십시오.

●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하면, 청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음량을 너무 크게 틀지 않게 해 주십시오.

● 헤드밴드 조절시 머리카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 본품을 습기나 먼지가 많은 곳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 본 제품에 손상이나 변질이 생겼을 경우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본 제품에 물을 뿌리거나 물이 닿는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감전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난방기구 등 열원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또, 직사 광선이 쬐는 장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부가 과열되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케이블을 묶어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본품에 물건을 대거나 낙하시키는 강한 충격을 주지 말아 주십시오.

● 케이블부를 강하게 구부리거나 당기지 말아 주십시오.

● 분해나 수리, 개조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 손질 시에는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해 주십시오.또, 벤진, 시너등의 약품은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 본래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본래의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의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Xbox Series X|S / Xbox One / Windows 10
중 요

본제품을 Xbox Series X|S / Xbox One에서 사용하기에 앞서 각 하드웨어의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본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각 하드웨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최신의 버젼으로 갱신해 사용해 주십시오.

플렉시블암마이크 ×1헤드셋 ×1



각부의 명칭

헤드셋 준비

Xbox Series X|S에 대한 연결 방법

1. 미리 헤드셋 배면의 음량 조절 다이얼을 볼륨 아래쪽 
    가득까지 돌려 음량을 낮춥니다.

헤드밴드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 쿠션

이어패드

※위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암

마이크플러그

음량 조절 다이얼

마이크 ON/OFF 스위치

조작부측

2. L측에 플렉시블 암 마이크를, 그림과 같이 가이드의 
    요철이 맞도록 꽂습니다.

×○

안쪽까지 확실히 꽂아주십시오.

가이드(오목) 가이드(볼록)

※가이드(오목)와 가이드(볼록)를 
   맞추어 꽂아 주십시오.

마이크(뒷면)마이크(앞면)

마이크에는 앞뒤가 있어요.마이크 앞면에서 소리를 
주울 테니 앞면을 입 방향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헤드셋을 사용하다

3. 본 제품의 플러그를 무선 컨트롤러 (Xbox Series X|S) 의 
    스테레오 헤드폰 / 마이크 단자에 끼웁니다.

4. 헤드밴드의 길이를 조절하고 헤드셋을 장착하여 마이크의 
    위치, 음량조절 다이얼 및 TV의 음량 등을 조절합니다.

헤드밴드 
길이 조절

음량 조절 및 마이크 ON/OFF 헤드셋 배면에서 실시합니다.

●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플러그가 확실히 삽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헤드셋 배면의 음량 조절 다이얼로 헤드폰의 음량이 오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 상대에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다 보이스 채팅을 할 수 없음
　 ・플러그가 확실히 삽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마이크 앞면이 입방향으로 맞는지 확인해주십시오.
　 ・헤드셋 배면의 마이크 ON/OFF 스위치가 ON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마이크가 확실히 안쪽까지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그 외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설정이 있는 경우는 그쪽도 확인해 주십시오.

트러블 슈팅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음의 방법을 시험해 주십시오.

마이크 ON/OFF 스위치

음량 조절 다이얼

마이크 ON

마이크 OFF

음량 대

음량 소

자기 목소리가 
상대에게 전해지다

자기 목소리가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다

대상 연령 : 6세 이상

● 본 제품은 무선 헤드셋이 아닙니다.
● 일러스트와 본품은 다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사양 및 외관은 개량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Microsoft, Xbox, Xbox "Sphere" Design, Xbox Series X|S, Xbox One, Windows are trademarks of the Microsoft group of companies.
● "    "및"            "는 주식회사 호리의 등록상표입니다.

사양

：32Ω±15%

：φ40mm

：40mW

：20Ｈｚ～ 20kHz

：110dB±3dB

： (폭) 약 190mm×(깊이) 약 190mm×(높이) 약 90mm

： φ3.5mm 4극 플러그

： 약 250g 

： 약 1.5m

본체 헤드폰

임 피 던 스

드 라 이 버  구 경

최 대 입 력

재생 주파수 대역

음 압

：2.2ｋΩ±5%

：－48dB±3dB

：100Hz ～ 16kHz

：단일 지향성

마이크

임 피 던 스

감 도

주 파 수

지 향 성

스테레오 헤드폰 / 

마이크 단자

외 형  치 수

입 력

질 량

케이블 길이

B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가정용(B급)전자파적합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