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폰
4000 시리즈
TAK4206

사용 설명서
다음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등록하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www.philips.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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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안전 설명

일반 정보
손상 또는 오작동 방지
주의

청각 안전

위험
 청각 손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음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하십시오. 음량이 높을수록
안전한 청취 시간은 짧아집니다.

헤드폰 사용 시에는 다음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적절한 음량으로 적절한 시간 동안
청취하십시오.
•
청각이 적응하면서 음량을 계속 높게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음량을 높이지 마십시오.
•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일시적으로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
이어폰과 헤드폰의 음압이 너무 크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운전 중 양쪽 귀에 헤드폰을 착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을 위해 이동 중이거나 기타
위험한 환경에서는 음악이나 전화
통화로 인한 방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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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을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헤드폰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헤드폰을 물이 떨어지거나 튀는 곳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헤드폰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알코올, 암모니아, 벤젠 또는 연마제가 함유된
세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청소할 때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량의 물 또는 희석한 연성
비눗물을 적셔 닦으십시오.
 내장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보호 장치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잘못된 유형의
배터리 교체
 불 또는 뜨거운 오븐에 배터리를 폐기하는 경우,
또는 기계적인 충돌이나 절단이 배터리에 가해질
경우, 폭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극도로 높은 주변 온도에 방치하면 폭발
또는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극도로 낮은 압력에 방치하면, 폭발 또는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의 누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 구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 달리거나 걸을 때는 헤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헤드폰 사용은 많은 장소에서 위험하며
불법입니다.

조작 및 보관 정보 온도 및 습도
•
작동 온도: 0°C (32°F) ~ 40°C (104°F)
•
보관 온도: -10°C (14°F) ~ 45°C (113°F)
•
작동 습도: 8% ~ 90% RH(비응축)
•
보관 환경 습도: 5% ~ 90%
RH(비응축)
•
최대 작동 고도: 3000m
•
고온 또는 저온 환경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2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범용 보증서

필립스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스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 혜택을
받으시려면 www.philips.com/support
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이 필립스 헤드셋으로 즐길 수 있는 기능:
•
편리한 무선 핸즈프리 통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
무선으로 음악을 들으며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전화와 음악 사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안전 안내서

다른 장치들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호환되는
휴대전화기 또는 장치(예: 노트북, PAD,
블루투스 어댑터, MP3 플레이어)
헤드셋(8페이지의 '기술 데이터’ 참조).

블루투스 무선 헤드폰 개요

상자 내용물





필립스 무선 아동용 헤드폰(TAK4206)

USB-C 충전 케이블(충전 전용)

빠른 시작 안내서








 마이크
 LED 표시등
 USB C 충전 슬롯
 켜기/끄기 버튼
 - 음량 제어 버튼
 조명 모드 제어 버튼
 + 음량 제어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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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작하기

이상의 장치를 페어링할 경우, 가장 오래된
장치가 새 장치로 바뀝니다.

1
2

헤드폰 충전
참고사항
 헤드셋을 처음 사용하기에 앞서 최적의 배터리
성능 및 수명 구현을 위해 5시간 동안
충전하십시오.
 손상을 피하기 위해 본래의 USB 충전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충전을 위해 헤드폰을 연결하면 헤드폰 전원이
꺼지므로 충전하기 전에 통화를 마치십시오.
 충전 중에는 헤드폰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을 완전히 충전하십시오.
를 2초 동안 눌러 헤드폰 전원을
켭니다.
3 휴대전화기가 켜져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 헤드폰을 휴대전화기와 페어링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휴대전화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음 예시는 헤드폰을 휴대전화기와
페어링하는 방법입니다.

1

휴대전화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후 Philips TAK4206을
선택합니다

2

시스템 메시지가 표시되면 헤드셋
비밀번호 “0000”(4개의 0)을
입력하십시오. 블루투스 3.0 이상이
장착된 휴대전화기의 경우,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공된 USB 충전 케이블을 다음과 같이
연결하십시오.
•
•

헤드폰 상의 USB C 타입 충전 슬롯
컴퓨터의 충전기/USB 포트.
LED는 충전 중에 흰색으로 바뀌고
헤드폰이 완전히 충전된 상태가 되면
꺼집니다

도움말
 완전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2
시간입니다.

헤드폰을 휴대전화기와
페어링합니다
휴대전화기와 함께 헤드폰을 처음
사용하기에 전에 먼저 페어링을
실시하십시오. 페어링에 성공하면 헤드폰과
휴대전화기는 고유한 암호화 연결 상태가
됩니다. 헤드폰에는 마지막으로 사용한 4
대의 장치가 기억 장치에 저장됩니다. 4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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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TAK4206

4 헤드폰 사용

전화 및 음악 관리
켜기/끄기

헤드폰을 블루투스 장치에
재연결

작업

버튼

작동

헤드폰을

2초 동안 길게

켭니다.

누릅니다.

휴대전화기/블루투스 장치를 켭니다.

헤드폰 전원을

4초 동안 길게

를 2초 동안 눌러 헤드폰 전원을
켭니다.

끕니다.

누릅니다.
파란색
라이트가

파란색 조명이 켜집니다.
헤드폰은 마지막으로 연결된
휴대전화기/블루투스 장치에
자동으로 재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장치에 1분
이내에 연결되지 않으면, “연결
안 됨” 모드에 진입합니다.

켜졌다가
천천히
꺼집니다.
음악 제어
작업
버튼
음악을 재생하거나

작동
1회 누릅니다

일시 중지합니다
도움말
 헤드폰을 켠 후 휴대전화기/블루투스 장치를
켜거나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하는 경우, 헤드폰과
휴대전화기/블루투스 장치를 수동으로 재연결해야
합니다.

음량 조절

1회 누릅니다

다음 트랙

2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2초 동안 길게

이전 트랙

누릅니다
참고사항
 5분 이내에 헤드폰이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되지
않는 경우, 절전을 위해 헤드폰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통화 제어
작업
전화를 받거나

버튼

작동
1회 누름.

끊습니다.
착신 전화를

2초 동안 길게

거부합니다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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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조명 모드 표시등
작업
붉은색 조명 모드

버튼

헤드폰 착용
작동
1회 누름.

파란색 조명 모드

1회 누름.

녹색 조명 모드

1회 누름.

무지개 조명 모드

1회 누름.

조명 꺼짐

1회 누름.

헤드밴드가 머리에 맞도록 조정하십시오.

헤드폰의 다른 표시등 상태
헤드폰 상태

표시등

헤드폰이 대기
모드에 있거나
음악을 들을 때
헤드폰이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됩니다.

4초마다 파란색
LED가 깜박입니다

헤드폰을
페어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LED가 파란색과
흰색으로 교차하여
깜박입니다.

헤드폰이 켜져
있지만 블루투스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LED가 파란색과
흰색으로 교차하여
깜박이고, 헤드폰이
5분 이내에
꺼집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자동으로 전원이
꺼질 때까지 흰색
LED가 1분마다 3
번씩 깜박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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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이 꺼집니다.

재생 시간 제한 및 음량
제한은 Philips 헤드폰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R 코드 스캔/'Download'(다운로드) 버튼
누르기, 또는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dptj 'Philips Headphones'(Philips
헤드폰)를 검색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재생 시간 제한:
•

재생 시간은 Philips 헤드폰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헤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Philips 헤드폰 앱에서 재생
시간을 설정합니다.

• 음량이 사전 설정된 음량 제한에
도달하기 10분 전에 ‘재생 시간 제한
활성화됨’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a) 재생 시간 제한에 도달하면 ‘재생
시간 제한 활성화됨’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헤드폰의 음악이
일시 중지됩니다. 배터리가
소진될 때까지 ‘재생 시간 제한
사용’ 음성 메시지가 10초마다
재생됩니다. 헤드폰과 페어링된
장치도 동시에 일시 중지됩니다.
b) 연결된 장치를 계속 재생하려면
헤드폰의 전원을 꺼서 장치와의
연결을 끊으십시오.
• 같은 날에 다시 전원을 켜는 경우:
1. 이전 세션에 재생 시간 제한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재생 시간은
이전 세션에 이어서 계산되며
a)에 기술된 설명에 따릅니다.
2. 이전 세션에 재생 시간 제한에
도달한 경우 a)에 기술된 설명에
따릅니다.
3. 재생 시간 제한을 초기화하려면
Philips 헤드폰 앱 재생 시간 제한
섹션에서 ‘사용 안 함’을
선택하십시오.
• 다음 날 재생 시간 제한 타이머가
초기화되고 “0”분부터 계산됩니다.

음량 제한:
• 음량 제한은 Philips 헤드폰 앱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장치가 헤드폰에 연결된 상태에서
Philips 헤드폰 앱에서 재생 시간
제한을 설정합니다.
• Philips 헤드폰 앱에 사전 설정된
음량보다 음량이 높을 때는 “Volume
limit enable”(음량 제한 활성화)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1. 앱에서 헤드폰 음량이 사용자가 사전
설정한 음량 제한보다 높은 경우,
사용자가 사전 설정한 음량에 도달할
때까지 1분마다 “voice limit
enable”(음성 제한 활성화)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오면서 헤드폰 음량이
감소합니다.
2. 헤드폰 음량이 앱에서 사전 설정한
음량보다 낮거나 같으면 음량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헤드폰을 껐다 켜면 음량 제한이
재시작됩니다.
• 다음날 타이머가 초기화됩니다. 다시
활성화하려면 음량 제한을
설정하십시오.

참고사항
1. 설정이 변경되지 않도록 부모님의 장치에 필립스
헤드폰 앱을 설치하십시오.
2. 헤드폰 사용 중에 소리가 나지 않으면 재생 시간
제한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음량 + 및 - 버튼을 동시에 5초 동안 눌러 재생
시간 제한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헤드폰이 공장 설정으로 초기화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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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자료

설정
!

음량 제한

70% >

재생 시간 제한

30분 >
>

상품 정보

30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정보

홈

설정

설정
!

설정

음량 제한

70% >

재생 시간 제한

30분 >

!

>

상품 정보

음량 제한

70% >

재생 시간 제한

30분 >
>

상품 정보

재생 시간 제한

음량 제한

30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0분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30분

50%

>

정보
1시간

>

정보
60%

2시간

70%

3시간

80%

4시간

90%

사용 안 함

사용 안 함

완료

홈

설정

홈

완료

음악 시간: 28시간
통화 시간: 25시간
일반적인 완전 충전 소요 시간: 2시간
빠른 충전 15분으로 2시간 가능
재충전 가능한 리튬 폴리머
배터리(240mAh)
블루투스 5.0
지원(핸즈프리 프로파일 - HFP)
블루투스 스테레오 지원됨(고급 오디오
배정 프로필 - A2DP; 오디오 비디오
원격 제어 프로필 - AVRCP)
주파수 범위: 2.402-2.480 GHz
송신기 출력: < 10 dBm
작동 범위: 최대 10m(33피트)
통화 명확성을 위한 디지털 에코 및
노이즈 제거 명확성
자동 전원 꺼짐

설정

참고사항
 사양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헤드폰
Philips TAK4206 SBC

 재충전 배터리는 성인의 감독 하에서만
충전되어야 합니다.

오디오 음량 노출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0.5h

50dB

66dB

——

——

——

2021년 2월 8일 월요일
80%

50

dB/평균

음향 효과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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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

——

——

——

——

——

——

——

——

——

——

——

——

——

사용자 정의 >

설정

KO

시간/평균

6 주의사항

내장 배터리 제거

적합성 성명

해당 국가에 전자 제품을 위한 수거/재활용
시스템이 없는 경우, 환경 보호를 위해
헤드폰을 폐기하기 전에 배터리를 제거하고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 MMD Hong Kong Holding
Limited에서는 본 장치가 [지침
2014/53/EU]의 기본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적합성
성명은 www.p4c.philip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제거에 앞서 헤드셋이 충전
케이스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존 제품 및 배터리의 처분
본 제품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재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재료와 구성요소로 설계 및
제조됩니다.

제품 상의 기호는 해당 제품이 [유럽 지침
2012/19/EU]가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제품에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처리할 수 없는 [유럽 지침 2013/56/EU]에
정의된 내장형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문가가 충전식
배터리를 제거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수거
장소나 필립스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기 및 전자 제품과 충전식 배터리를 위한
현지 분리 수거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제품과
재충전 배터리를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오래된 제품과 배터리를
올바르게 처리하면 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MF 준수
본 제품은 전자기장 노출과 관련된 모든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합니다.

KO

9

환경 정보

텔레비전 신호 수신 여부가 정해지며,

모든 불필요한 포장은 제거되었습니다.

간섭 수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에서는 포장을 판지(상자), 폴리스티렌

사용자는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통해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거나 위치를

폼(버퍼) 및 폴리에틸렌(주머니, 보호 폼

변경하십시오.

시트)의 세 가지 재료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장치와 수신기 사이를 충분히 격리시키십시오.

고려했습니다.

본 장치는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와

본 시스템은 전문 회사에서 분해할 경우

다른 회로 상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도움을 위해 딜러 또는 경험이 많은

있습니다. 포장재, 사용이 끝난 배터리 및

라디오/TV 기술자의 조언을 요청하십시오.

오래된 장비의 폐기에 관한 현지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FCC 방사선 노출 성명:
본 장치는 어떠한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도 FCC 방사선 노출 한도 설정값을

준수성 알림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송신기를 다른 어떠한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본 장치는 ‘제 15장’의 FCC 규정을 준수하고

함께 위치시키거나 연결하여 작동시켜서는 안

있습니다. 장치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의

됩니다.

적용을 받습니다.

주의: 사용자는 규정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을 수

승인하지 않은 임의의 변경이나 개조를 할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수신된 모든 간섭을
허용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본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캐나다:
본 장치에는 ‘캐나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부서’의 라이센스 면제 RSS를 준수하는

FCC 규정

라이센스 면제 송신기/수신기가 포함되어

본 장치는 테스트 결과 [FCC 규정 제 15장]에

있습니다. 장치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의

따른 B 등급 디지털 장치의 제한을 준수하는

적용을 받습니다. (1) 본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발생시키지 않으며, (2) 본 장치의 원치 않는

주거 지역에 설치할 경우에 유해한

작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간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어떠한 간섭을 받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것입니다. 본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있어야 합니다.

생성, 사용하고 방출할 수 있으며, 사용

CAN ICES-3(B)/NMB-3(B)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 상황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치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이키는 경우, 장치의 전원을 끄고 켬으로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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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 방사선 노출 성명:
본 장치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한 캐나다
방사선 노출 한도 설정값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송신기를 다른 어떠한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위치시키거나 연결하여 작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의: 사용자는 규정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임의의
변경이나 개조를 할 경우, 사용자의 본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권리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Avis de conformité
Cet appareil satisfait aux règlements de
la FCC partie 15 du Code of Federal
Regulations. Son fonctionnement est
assujetti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Cet appareil ne doit pas causer
d’interférence préjudiciable et
2. l’appareil doit accepter toute
interférence reçue, y compris les
interférences qui peuvent causer un
fonctionnement non désiré.
Règlement de la FCC
Cet équipement a été testé et jugé
compatible avec les limites
s’appliquant aux appareils numériques
de la classe B, conformément à l’article
15 du règlement de la FCC. Ces limites
ont été définies pour fournir une
protection raisonnable contre les
interférences nuisibles dans le cadre
d’une installation résidentielle. Cet
équipement génère, utilise et peut
émettre de l’énergie radiofréquence et,
s’il n’est pas installé ni utilisé
conformément aux instructions, peut
causer des interférences gênantes pour
les communications radio.
Rien ne garantit toutefois que des
interférences ne surviendront pas dans
une installation particulière. Si cet
équipement cause des interférences
nuisibles pour la réception de la radio
ou de la télévision, ce qui peut être
déterminé en mettant l’équipement
hors tension puis sous tension,
l’utilisateur devra essayer de corriger
ces interférences en effectuant une ou
plusieurs des opérations suivantes :

Déplacez l’antenne de réception.
Augmentez la distance entre
l’équipement et le récepteur.
Branchez l’équipement à une prise
d’un circuit autre que celui sur lequel
le récepteur est branché.
Consultez le détaillant ou un
technicien de radiotélévision
expérimenté.
Canada :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CAN ICES-3(B)/NMB-3(B)
Déclaration d’IC sur l’exposition aux
radiations:
Cet équipement est conforme aux
limites d’exposition aux radiations
définies par le Canada pour des
environnements non contrôlés.
Cet émetteur ne doit pas être installé
au même endroit ni utilisé avec une
autre antenne ou un autre émette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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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표
블루투스
Bluetooth® 단어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Top Victory Investment Limited는
라이센스를 통해 해당 마크를 사용합니다.
기타 각 상표 및 상표명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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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주 있는 질문

블루투스 헤드폰이 켜지지 않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헤드폰을
충전하십시오.
블루투스 헤드폰을 휴대전화기와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블루투스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상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한 후
헤드폰을 켜기 전에 해당 휴대폰의 전원을
켜십시오.
페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헤드폰이 페어링 모드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 사용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절차에
따르십시오(4페이지의 ‘헤드폰을
휴대폰에 페어링하기’를 참조).
• LED 조명이 파란색과 흰색으로 번갈아
깜박이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전화기에서 휴대폰을 찾을 수 없습니다.
• 이전에 페어링된 장치에 헤드폰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된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범위 밖으로
이동시키십시오.
• 페어링이 초기화되었거나 헤드폰이
이전에 다른 장치와 페어링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것과
같이 헤드폰을 휴대폰과 다시
페어링하십시오(4페이지의 ‘헤드폰을
휴대폰에 페어링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블루투스 헤드폰이 블루투스 스테레오 지원
휴대전화기에 연결되어 있지만 음악은
휴대전화기 스피커에서만 재생됩니다.
휴대전화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헤드폰을 통한 음악 청취를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품질이 좋지 않고 지직대는 소음이
들립니다.
블루투스 장치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헤드폰과 블루투스 장치 사이의 거리를 줄이거
나 그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휴대전화기에서 스트리밍이 매우 느리거나
오디오 스트리밍이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
오디오 품질이 떨어집니다.
휴대전화기에서 HFP(모노)뿐만 아니라 A2DP
도 지원해야 합니다("기술 데이터" 8페이지
참조).
블루투스 장치에서 음악이 들리지만 제어할 수
없습니다(예: 재생/일시 정지/앞으로
건너뛰기/뒤로 건너뛰기).
블루투스 오디오 소스가 AVRCP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십시오(8페이지의 ‘데이터’ 참조)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시면,
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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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s 및 Philips Shield Emblem은 Koninklijke Philips NV의
등록 상표이며 라이센스에 의거해 사용됩니다. 본 제품은 MMD
Hong Kong Holding Limited 또는 그 자회사 중 하나에 의해 제조
및 판매되었으며, 본 제품의 보증인은 MMD Hong Kong Holding
Limi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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