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작 안내서
이어폰 착용후:
"Ｏ"버튼 클릭시 재생/정지;
전화수신시 "Ｏ"버튼 클릭;
음악감상시 연속2회 "Ｏ"버튼 클릭시 다음곡으로 이동;
음악감상시 연속3회 "Ｏ"버튼 클릭시 이전곡으로 이동.
(주의사항:연결된 휴데폰기기에따라 조작설명이 다소 다를수있음)

。

警告語

경고문

為保證您的人身安全，請確保您的耳機沒有戴在心律調整器上，也沒有放在心律調整器附近(
距離不超過10釐米)。
不要將插頭插入插座。
兒童需要監督使用。這個產品不是玩具。

* 이어폰 사용 시 페스 메이커를 착용한 상태 혹은 페스 메이커가 있는 10cm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마실 것.
*플러그 잭을 플러그에 꽂지 마실 것.
*본 제품을 장난감이 아님으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도록 주의

耳機高音量使用(特別是使用過長時間後)，可能會損害你的聽力。
장기간 고음으로 사용시 청각에 장애가 발생할수있음.

重要信息
在Hi-Fi系統模式進行開關操作或插入耳機可能會導致滴答聲，在高音量設置可能會影響您的聽
力。因此，在切換不同的音源(調諧器、唱機、CD播放器等)或插入耳機之前，一定要將音量控制
設置到最小。為了交通安全，開車或騎自行車時不要戴耳機。
耳套可能因長期存放或使用而損壞。

중요 메세지
hi-fi 시스템 모드 진행시 전원 켜기&끄기 및 이어폰 삽입 시 삐~소리가 나며 고음으로 청취
시 청각에 무리가 갈 수 있으므로 음악 등 사용 전 음량을 최소로 미리 조정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운전 및 자전거 이용 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關於廢棄電器用戶處置的信息&電子設備(私人住宅)

전자기기 개인 폐기 처리 방침

產品和/或隨附文件上的這個標誌表示，使用過的電氣和電子產品不應與一般生活垃圾混合。如
要進行適當的處理、回收及循環再造，請將有關產品送往指定的回收點，以便免費接收。或者，
在一些國家，您可以在購買同等的新產品時將產品退還給當地的零售商。
正確處理本產品有助於節約寶貴的資源，防止對人體健康產生任何潛在的負面影響。

제품의 포장 및 설명서에 표기된 해당 표기는 사용한 전자기기 제품 폐기 및 재활용 시에는
반드시 일반 쓰레기와 분리하여 지정된 폐기& 재활용 지점에 폐기 및 재활용 처리해야 할
것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제품 구매한 지점에서 폐기&재활용으로 반환 가능함.

關於在歐盟以外其他國家處置的信息
這個標誌只在歐盟有效。如果您想丟棄此產品，請與您當地的管理部門或經銷商聯繫，並詢問正
確的處理方法。

유럽 외 기타 국가에서의 폐기 처리 방식
이 표시는 유럽에서만 적용되는 폐기 처리 방식이므로 기타 국가에서는 현지 관리 방침에 따라
폐기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제품보증서
서비스에 대하여
• 저희 삼성전자에서는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합니다.
•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면 하만오디오 전문 서비스센터(☎ 02-553-3494) 로 전화주세요.
• 전국 삼성전자서비스㈜에서 접수 가능하며, 접수 이후 서비스 과정은 하만오디오 전문
서비스센터 (시머스 주식회사)에서 진행합니다.
• 수리교체 후 불량부품은 재사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해 전량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Congratulations with the purchase of your new Product. We have done our utmost
to make your experience the best one possible. If you have any questions when
setting up your Product and would like some helpful hints, we recommend that
you visit the relevant country speciﬁc support website for your Product.
There you will also ﬁnd relevant contact information. If you cannot ﬁnd the
information you are looking for, please contact the vendor that sold the Product
to you or contact the relevant HARMAN customer support center by electronic mail
or phone.

모델명

제품명
년월일

구입일
구입처

To register for warranty in India, scan QR

NOTE: IF YOU PURCHASED PRODUCTS IN INDIA, PLEASE VISIT
WWW.HARMANWARRANTY.IN TO REGISTER FOR WARRANTY

For a seamless experience please register your product at www.harmanwarranty.in
( if you purchased products in India). Information on service centers can be found on
the registration page. Otherwise, please contact the dealer who sold you this
Products, or contact HARMAN customer support using the contact information on the
relevant country speciﬁc support website for your Product to request warranty
service. To validate your right to this Limited Warranty, you must provide the original
sales invoice or other proof of ownership and date of purchase. Do not return your
Product without prior authorization from the corresponding dealer or HARMAN.
Warranty repair of the HARMAN Product must be carried out by HARMAN authorized
service center. Unauthorized warranty repair will void the warranty and is performed
at your sole risk. You are also welcome to consult the relevant country speciﬁc
HARMAN support website for your Product for helpful hints.

Serial No.
판매금액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후 12개월, 부품 보유기간은 3년 이며, 유통과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수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체한 부품/제품에 대하여 고장이 재발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 수리가능 여부 등은 요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보해드리며, 실제 수리 및 환불 등의보상은
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해결해드립니다.
무상서비스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의 경우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장성, 과실은 제외됨)
• 이 제품을 영업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보증기간은 절반(6개월)으로 단축됩니다.
* 환급 : 구입가 환급(구입증빙서류 필요)

소비자 피해유형

부품보유
기간내정
상적인사
용조건에
서성능,기
능상의고
장발생

보상내용
보증기간 내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해야
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보증기간 후
해당없음

해당없음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환급
해야 하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수리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2회까지
가능
발생한 경우
수리
동일한 원인으로 고장이 3회째
가능
발생한 경우

서로 다른 원인으로 고장이 4회째
발생한 경우
부품보유기
간내정상적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인사용조건
경우
에서성능,
기능상의
고장발생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
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무상수리

유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환급

유상수리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제품을 분해하여 부품 교체를 하여야 정상적인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경우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정액감가상각
금액에
구입가의 5%
가산하여 환급

유상서비스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제품의 고장이 아닌 경우 서비스를 요청하면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요금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설명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비자 피해유형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발생

보상내용
보증기간 내

보증기간 후

수리 불가능한
경우

유상 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구 후 제품교환

유상수리 금액 징구 후
감가상각 적용 제품교환

수리 가능한
경우

유상 수리

유상 수리

1. 소비자 과실로 고장 난 경우
사용상의 부주의(침수, 파손, 손상)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당사에서 유통하지 않은 소모품, 액세서리 사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충전기, 배터리 등)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의 경우
천재지변(화재, 염해, 수해, 낙뢰 등)에 의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배터리, 헤드셋, 메모리, 케이블/부착물 등)
※ 아래와 같은 경우 서비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개조, 변조, 복제하거나 사제(모조)부품을 사용한 경우
소비자가 회수해 간 미반납 부품으로 재수리를 요구하는 경우
동일 제품의 반복수리 요구 등 수리 외 다른 목적의 수리 요구로 추정되는 경우
구입(또는 A/S) 당시 부품이 아닌 다른 부품으로 교체된 상태인 경우
이 보증서는 대한민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