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H 지침
경고
P

매우 간단한 대화를 위한 음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헤드폰
잭과 이어폰 사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P

Shure 제품이 아닌 이어폰과의 사용 안전은 시험되지 않
았습니다.

P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는 항상 PTH 모듈을 끕니
다.

P

청력 보조, 청력 보호 장치, 녹음 도구, 또는 앰프 등으로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P

항상 모든 경고사항 및 지침, 그리고 음원 장치의 경고사
항 및 지침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2006 Shure Incorporated
27KO3222(Rev. 1)

미국에서 인쇄

u	PTH 및 오디오 장치의 볼륨을 가장 낮게 설정합니다.
v	이어폰과 오디오 장치를 연결합니다.
w	PTH를 ON으로 전환합니다. 전원 LED가 녹색이 될
것입니다.
x PTH 볼륨을 원하는 수준까지 천천히 올립니다.
	마이크를 살짝 두드려도 불편하게 들리지 않아야 합
니다.
y	PTH를 OFF로 전환합니다.. 오디오 장치의 볼륨을 조
정합니다.
주: Push-to-Hear 모듈에는 마이크의 사운드 레벨이 갑자
기 변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내장 제한장치가 있습니다.
이 제한장치는 음원 레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어

PTH (PUSH TO HEAR) 지침

작동
오디오 플레이어를 청
취할 때…

PTH (PUSH TO HEAR) 로 작동

한국어

…이어폰을 빼지 않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려면 PTH 스위치
를 누르십시오.

설치

마이크
전원 LED

PTH 스위치
오디오 장치
이어폰

배터리 교환

한국어

전원 LED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건전지를 충전하십시오.

볼륨 컨트롤

기술 사양
출력 임피던스 (켜짐)

2.5 W

출력 임피던스 (꺼짐)

= 음원 장치의 출력 임피던
스+1 W

최대 게인 (1 kHz에서)

24 dB

최소 게인 (3 kHz에서)

-27 dB (회로의 게인)

감도(1 kHz에서)

-46 dB

음원의 더킹 레벨

-40 dB

입력 커넥터

3,5 mm (1/8 in) 금도금 스
테레오 플러그

전력 소비

30mA

배터리 유형

(1) AAA

배터리 수명 (알카라인)

약 2-4개월 (일반 사용)

본 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
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에서 설치할 때 유해한 간
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
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
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
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
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
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꿉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합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
결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판매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
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
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Shure Incorporate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본사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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