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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작동을 위해 이 사용 설명서를 잘 읽은 후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구성품
이 장치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uick Start Guide

USB 케이블
(Micro-B 커넥터, 약 1.2m)

액세서리 파우치

오디오 케이블
(약 1.3m)

안전 지침 리모컨 마이크가 달린
오디오 케이블(약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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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음질

• 이러한 헤드폰은 고음질의 aptX HD, AAC, SBC 코덱 등 다양한 코덱과 
호환됩니다. 이러한 헤드폰은 Bluetooth 장치(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맞게 자동으로 최적의 호환 코덱을 선택하므로 고급 무선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능

• 헤드폰을 Bluetooth 장치에 연결하여 음악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사용하여 페어링된 오디오 장치의 재생 작업 및 볼륨 조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장치에 Bluetooth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또는 Bluetooth가 허용되지 
않거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기본 제공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마이크가 달린 기본 제공 오디오 케이블은 재생
장치의 작업 및 호출과 호환됩니다.

• 기본 제공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면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고음질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 충전 중일 때도 컴퓨터에서 
음악이 재생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 부족에 대한 걱정 없이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목차 준비 연결 부록작동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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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 또한 이러한 헤드폰을 Bluetooth 호환 휴대폰에 페어링하여 핸즈프리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에코를 억제하여 저소음 전화 통화를 구현하는 
Qualcomm® cVcTM 기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부의 명칭과 기능

❾

❹

❸

❶ ❶❷

❺ ❼❻

R L

❶ L/R 표시기

❷ 통화 마이크

❸ 충전 LED
❹ Bluetooth LED
❺ 제어 버튼(          )

• Bluetooth 장치와 헤드폰을 페어링합니다. (☞ 14페이지)
• Bluetooth 장치에 연결합니다. (☞ 16페이지)
• 전원을 끕니다. (☞ 27페이지)
• 재생 작업을 수행합니다. (☞ 20페이지)

❻ 볼륨 버튼(+/–)(☞ 21페이지)
❼ 스테레오 미니 잭(2.5mm)

기본 제공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재생 장치에 연결합니다. 
(☞ 22페이지)

❽ USB 포트(Micro-B)
❾ 통화 버튼

• 남은 배터리 전력을 나타냅니다. (☞ 9페이지)
•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휴대폰에서 통화 작업을 제어합니다. 

(☞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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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배터리 상태
기본 제공되는 전용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나 USB AC 어댑터
(별도 판매)에 헤드폰을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또는
USB 케이블(기본 제공)

USB AC
어댑터

충전 상태는 헤드폰의 충전 LE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상태 충전 LED의 색상

충전 중 빨간색

충전 완료 녹색

• 구매 후 처음으로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충전식 배터리의 전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배터리가 다 소모된 경우에도 기본 제공 오디오 케이블로 장치에 헤드폰을 연결하여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 22페이지)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헤드폰으로 약 30시간 동안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남은 배터리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충전식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입니다.

•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으며, 충전 중에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하는 컴퓨터 유형에 따라 헤드폰의 오디오에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이 본 장치에 연결되면 헤드폰과 Bluetooth의 연결이 끊기고 충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Bluetooth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Bluetooth에 다시 연결하십시오. 
(☞ 13페이지)

• 헤드폰의 가용 시간은 헤드폰이 사용되는 환경의 온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참고
• USB 포트에 USB 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소켓 모양에 맞는 케이블 커넥터를 연결하십시오. 
커넥터를 소켓에 무리하게 연결하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충전 출력 정격은 DC 5V, 2.4A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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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배터리 전력 확인
충전식 배터리의 남은 전력은 경고음 횟수나 오디오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전 LED가 깜빡이는 횟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이 아닐 때           버튼을 약 2초간 눌러 전원을 켠 후 통화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경고음 횟수 충전 LED가 깜빡이는
횟수

충전식 배터리의
남은 시간

4회
3회
2회
1회

4회
3회
2회
1회

약 30시간

약 15시간

약 5시간

1시간 미만

• 충전식 배터리의 남은 전력이 얼마 없을 경우 충전 LED가 알림음과 함께 약 3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 또한 iPhone에서 충전식 배터리의 남은 전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충전식 배터리의 남은 전력은 iPhone에 백분율(%)로 표시될 수 있지만 이 수치는 
대략적인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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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슬라이더를 원하는 길이로 조정합니다.

• 최고의 음질을 들으려면 양쪽 귀에 이어패드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귀와 헤드폰 
이어패드 사이에 틈이 있으면 사운드가 새고, 베이스 레벨이 저하됩니다.

참고
• 가동부에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 슬라이더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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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안내 전환
작업이 올바르게 완료되면 오디오 안내나 경고음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원하는 언어의 오디오 안내로 전환하거나 안내에 경고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전원이 켜져 있고 통화 중이 아닐 때 통화 버튼과 볼륨 "+" 버튼을 

약 1초간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오디오 안내 언어 또는 경고음 옵션이 다음 순서로 
전환됩니다.
English(영어)/Japanese(일본어)/German(독일어)/French(프랑스어)/
Italian(이탈리아어)/Spanish(스페인어)/Chinese(중국어)/
Alert sounds(경고음)(기본값: English(영어))

1초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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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옵션이 원하는 설정으로 전환되면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그러면 오디오 안내 설정이 적용됩니다.

■오디오 안내 볼륨 조정
오디오 안내 볼륨을 3레벨 중 하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볼륨 "+" 버튼과 볼륨 "-" 버튼을 함께 약 5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경고음이 들리고 오디오 안내 볼륨이 다음 순서로 변경됩니다. 
원하는 볼륨이 선택될 때까지 1단계를 반복합니다.

Medium(중)/High(고)/Low(저)(기본값: Medium(중))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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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작동
헤드폰을 Bluetooth 장치에 연결하여 음악을 무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페어링
페어링(등록)은 Bluetooth 장치를 헤드폰에 연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처음 Bluetooth를 사용하는 경우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헤드폰과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해야 합니다. Bluetooth 장치가 헤드폰과 페어링되면 이후 해당 
장치와 Bluetooth로 연결할 때 페어링을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을 다시 수행해야 합니다.
• 9대 이상의 장치가 헤드폰과 페어링된 경우
이 헤드폰은 최대 8대 장치의 페어링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9대 이상의 
장치가 페어링되면 새로운 페어링 정보가 가장 오래된 페어링 정보부터 
순차적으로 덮어씁니다.

• 여러 대의 Bluetooth 장치를 동시에 재생할 수 없습니다.

연결
Bluetooth 장치와 통신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헤드폰에 처음으로 연결(☞ 14페이지)

2 페어링된 장치 다시 연결(☞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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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헤드폰에 처음으로 연결
페어링하기 전에 Bluetooth 장치에 헤드폰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켭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하려는 Bluetooth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버튼을 약 4초간 누릅니다.
헤드폰이 페어링 모드로 전환되면서 Bluetooth LED가 켜진 후 약 1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4초

•            버튼을 약 2초간 누르면 헤드폰이 켜집니다.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            버튼을 눌러도 Bluetooth LED가 켜지지 않으면 충전식 배터리에 남은 
전력이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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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luetooth 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장치 목록에서
"DENON AH-GC25W"를 선택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고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LED가 
약 5초간 켜집니다.

4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연결된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헤드폰으로 출력됩니다.

• 전원이 켜져 있으면 페어링하기 전에            버튼을 약 3초간 눌러 전원을 끕니다.
• 페어링이 3분 내로 완료되지 않으면 헤드폰 페어링 모드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버튼을 약 3초간 눌러 전원을 끈 후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십시오.

• PIN 코드(패스 키)를 입력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0000"(0 네 개)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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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어링된 장치 다시 연결
연결하기 전에 Bluetooth 장치에 헤드폰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켭니다.
• 자세한 내용은 연결하려는 Bluetooth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버튼을 약 2초간 누릅니다.
Bluetooth LED가 약 1.5초간 켜지고 헤드폰의 전원이 켜진 후 
Bluetooth 장치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LED가 약 5초간 켜집니다.

2초

•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Bluetooth 장치의 화면에 표시되는 
장치 목록에서 "DENON AH-GC25W"를 선택합니다.

3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연결된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헤드폰으로 출력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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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의 Bluetooth 장치 동시 연결
(멀티포인트 기능)

Bluetooth 장치 두 대를 헤드폰에 동시에 연결할 수는 있지만 이 중 한 장치만 
사용하여 언제든지 음악을 듣거나 통화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전환할 때마다
다시 연결할 필요가 없어 자주 사용하는 장치를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Bluetooth 장치에 연결

1 첫 번째로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하려는 Bluetooth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헤드폰을 끈 후 두 번째 Bluetooth 장치를 페어링합니다.
페어링이 완료되고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LED가 
약 5초간 켜집니다.

4초

• "1: 헤드폰에 처음으로 연결"(☞ 14페이지)에서 장치를 페어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DENON AH-GC2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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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번째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켜고 화면에 
표시되는 장치 목록에서 "DENON AH-GC25W"를 선택합니다.

• 이 절차는 Bluetooth 장치 두 대를 헤드폰에 연결합니다.

■Bluetooth 재생 장치 전환

1 현재 재생 장치에서 재생을 중지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2 음악을 감상하고자 하는 장치에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통화 대기
동시 통화 대기는 가능하지만 전화를 처음으로 받는 장치가 우선하게 됩니다. 
동시에 통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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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
헤드폰의 USB 포트에 기본 제공 USB 케이블을 꽂고 헤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헤드폰을 통해 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23페이지)

USB 케이블(기본 제공)

• 헤드폰이 컴퓨터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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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감상

Bluetooth로 연결하여 음악 감상
먼저 헤드폰과 Bluetooth 장치가 Bluetooth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3페이지)
Bluetooth 장치와 헤드폰 모두에서 재생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휴대폰의 버튼을 사용한 작업을 설명합니다.

• 헤드폰이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되면 Bluetooth 기능이 자동으로 꺼지고, 
헤드폰을 사용하여 Bluetooth 장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재생/일시 정지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 재생 중에 Bluetooth LED가 5초 간격으로 깜빡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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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선택

다음 트랙: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이전 트랙:              버튼을 세 번 누릅니다.

볼륨 조정

볼륨 높이기: 볼륨 "+"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 낮추기: 볼륨 "-" 버튼을 누릅니다.

• 최대 또는 최소 볼륨에 도달하면 경고음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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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케이블로 연결하여 음악 감상
Bluetooth를 사용할 수 없거나 배터리가 부족한 경우 Bluetooth가 장착되지
않은 오디오 장치에 연결하려면 기본 제공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오디오 케이블(기본 제공)

• 헤드폰이 오디오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경우 Bluetooth를 사용한 통화 및 재생 작업이 
비활성화됩니다.

■리모컨 마이크가 달린 오디오 케이블 사용
이 헤드폰에는 리모컨 마이크가 달린 오디오 케이블과 일반 오디오 케이블이 
기본 제공됩니다. 리모컨 마이크가 달린 오디오 케이블로 리모컨과 호환되는 
재생 장치에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화를 받거나, 
걸거나, 끊을 수 있습니다.

【후면】

버튼
마이크

오디오 재생/일시 정지

리모컨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 받기/끊기

전화가 오거나 통화 중일 때 리모컨 버튼을 누르십시오.

• 사용 가능한 리모컨 작업은 연결된 장치에 따라 다르며, 마이크 작업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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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를 통해 컴퓨터에서 음악 감상
먼저 헤드폰과 컴퓨터가 USB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9페이지)

■Windows OS

1 컴퓨터 화면에서 "시작"을 클릭한 후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어판 설정 목록이 표시됩니다.

2 "사운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사운드 메뉴 화면이 표시됩니다.

3 "재생" 탭에서 "기본 장치"가 "AH-GC25W"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장치로 선택되어 있다면 "AH-GC25W"를 선택하고 "기본값 
설정"을 클릭합니다.

4 컴퓨터의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에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재생 중인 음악이 헤드폰으로 출력됩니다.

■Mac OS

1 컴퓨터 화면에서 커서를 "Go(이동)"로 이동시키고 "Utilities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Utilities(유틸리티) 목록이 표시됩니다.

2 "Audio MIDI Setup(오디오 MIDI 설정)"을 두 번 클릭합니다.
그러면 "Audio Devices(오디오 장치)" 화면이 표시됩니다.

3 "AH-GC25W"에서 "Use this device for sound output
(이 장치를 사운드 출력에 사용)"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다른 장치로 선택되어 있으면 "AH-GC25W"를 두 번 클릭하고 

"Use this device for sound output(이 장치를 사운드 출력에 사용)"을 
선택합니다.

4 컴퓨터의 플레이어 소프트웨어에서 음악을 재생합니다.
재생 중인 음악이 헤드폰으로 출력됩니다.

목차 준비 연결 부록작동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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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의 버튼과 컴퓨터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버튼을 세 번 누릅니다.
볼륨 "+" 버튼을 누릅니다.
볼륨 "-" 버튼을 누릅니다.

* 헤드폰의 버튼을 사용하여 일부 컴퓨터 또는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재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재생/일시 정지

다음 트랙

이전 트랙

볼륨 높이기

볼륨 낮추기



전화 통화 수행
헤드폰을 착용한 상태에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헤드폰으로 
발신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헤드폰에 내장된 마이크가 사용자의 음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통화 버튼을 사용하여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Bluetooth 호환 휴대폰을 작동하십시오.

L
헤드폰이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되면 Bluetooth 기능이 자동으로 
꺼지고, 헤드폰을 사용하여 통화할 수 없습니다.

전화 걸기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휴대폰으로 번호를 누릅니다. 자동 재생이 일시 
정지되고 통화가 연결됩니다.

수신 전화 받기
수신 전화가 오면 오디오 재생이 일시 정지되고 벨 소리가 들립니다.
통화 버튼을 한 번 눌러서 전화를 받으십시오.

전화 끊기
통화 중에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통화가 종료되면 일시 정지된 트랙의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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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대기 기능 사용
통화 중일 때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려면 현재 통화(통화 A)를 보류하고 새 통화
(통화 B)로 전환하면 됩니다.

• 일부 휴대폰은 이러한 기능과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통화 중에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 그러면 현재 통화(통화 A)가 보류되고 새 통화(통화 B)로 전환됩니다.
• 새 통화(통화 B)가 종료되면 헤드폰이 보류 중인 통화(통화 A)로 
돌아갑니다.

■보류 중인 통화(통화 A)로 돌아가기

1 통화(통화 B) 중에 통화 버튼을 약 3초간 누릅니다.
• 그러면 현재 통화(통화 B)가 보류되고 보류 중인 통화(통화 A)로 
전환됩니다.

수신 전화 무시
수신 전화가 오면 통화 버튼을 약 3초간 누릅니다.

헤드폰에서 휴대폰으로 통화 전환
현재 통화를 휴대폰으로 전환합니다.
통화 버튼을 3번 누릅니다.

• 통화 대기 전화를 받을 때는 전환 작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여 
전환하십시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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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작업

수신 전화 감지 받기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대기 중 모드/
오디오 재생 중

음성 다이얼/
음성 인식 통화 통화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통화 중
통화 종료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음소거 켜기/끄기 통화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 볼륨 버튼(+/-)을 눌러 발신자의 음성 볼륨을 조정합니다.

전원 끄기

1 버튼을 약 3초간 누르십시오.
Bluetooth LED가 꺼지고 전원이 꺼집니다.

3초

• 전원이 꺼져 있을 때도 소량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정보

Bluetooth 장치에서 오디오 재생 및 
전화 통화

• 이 헤드폰은 SCMS-T 콘텐츠 보안 표준과 호환됩니다. 이 헤드폰을 
SCMS-T 호환 휴대폰 또는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luetooth 연결을 통해 음악을 들으려면 연결된 Bluetooth 장치가 A2DP
(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와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

• 헤드폰을 사용하여 Bluetooth 장치의 재생을 제어하려면 연결된 Bluetooth 
장치가 AVRCP(Audio Video Remote Control Profile)와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

• 휴대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려면 연결된 Bluetooth 장치가 HSP(Headset 
Profile) 또는 HFP(Hands-free Profile)와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

• 오디오 재생 중에 통화하려면 Bluetooth 장치가 HFP 또는 HSP 및 A2DP와 
호환 가능해야 합니다. (*)

* Bluetooth 장치와 호환 가능한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페어링 정보 삭제
페어링 정보를 입력할 때 실수를 한 경우 또는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는 경우 
페어링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1 페어링 모드에서 볼륨 "+" 버튼을 약 5초간 누르십시오.
Bluetooth LED가 5번 깜빡이고 페어링 정보가 지워집니다.

5초

R

• 페어링 정보를 지운 후 Bluetooth 연결을 설정하려면 "1: 헤드폰에 처음으로 연결"
(☞ 14페이지)에 관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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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먼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1. 모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2. 설명서의 지침을 올바르게 따랐습니까?
3. 연결된 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헤드폰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서 해당 문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닐 경우 고장이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헤드폰을 구매한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헤드폰을 구매한 매장의 직원도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를 경우 
Denon 고객 서비스 센터 또는 가장 가까운 수리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전원이 자동으로 꺼진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 충전식 배터리에 남아 있는 전력이 없을 경우 기본 제공 USB 케이블로 헤드폰을 AC 어댑터 또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 8페이지)

장치를 충전할 수 없다
헤드폰을 충전할 수 없다.
• 전원 플러그가 전원 콘센트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8페이지)
• 기본 제공 USB 케이블이 헤드폰에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8페이지)
• 헤드폰이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 컴퓨터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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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다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다.
• 헤드폰과 연결된 장치의 전원의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헤드폰과 연결된 장치의 볼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십시오. (☞ 21페이지)
• Bluetooth 장치와 헤드폰을 페어링하십시오. (☞ 14페이지)
• USB를 통해 컴퓨터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는 경우 기본 제공 USB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19페이지)

사운드가 왜곡되거나, 잡음이 있거나 끊긴다
사운드가 왜곡되거나, 잡음이 있거나 끊긴다.
• 헤드폰과 연결된 장치의 볼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십시오. (☞ 21페이지)
• Bluetooth 장치가 범위 밖에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를 헤드폰 가까이로 이동시키십시오.
• Bluetooth 연결이 무선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와 기타 무선 장치 등의 제품으로부터 헤드폰을 멀리 이동시키십시오.
•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켠 다음 다시 시도하십시오.

30

목차 준비 연결 부록작동 문제 해결



31

목차 준비 연결 부록작동 문제 해결

Bluetooth를 사용하여 미디어를 재생할 수 없다
Bluetooth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없다.
• Bluetooth 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고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장치가 절전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헤드폰과 Bluetooth 장치를 서로 더 가까이 두십시오.
Bluetooth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 후 다시 시도하십시오.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십시오. (☞ 14페이지)
전송 Bluetooth 장치에서 A2DP를 Bluetooth 연결 프로필로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USB 케이블이 연결된 경우 분리하십시오.
오디오 케이블이 연결된 경우 분리하십시오.

•
•
•
•
•
•
•

Bluetooth를 사용하여 연결된 경우 헤드폰에서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다.
• Bluetooth 장치에서 오디오가 재생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볼륨을 높이십시오. Bluetooth 장치에서 볼륨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Bluetooth 장치에서 볼륨을 높이십시오. (☞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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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전화 통화를 할 수 없다.
• 일부 스마트폰과 전화 앱은 핸즈프리 통화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발신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전화가 오면 통화 버튼을 눌러 통화로 전환하십시오. (☞ 25페이지)

Bluetooth 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고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송 Bluetooth 장치에서 HSP 또는 HFP를 Bluetooth 연결 프로필로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가 헤드폰을 통해 통화를 처리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수신 전화 볼륨을 높이십시오. (☞ 27페이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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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 사항
• 연결하려는 장치의 사용자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대중 교통 이용 시 또는 공공 장소에서는 헤드폰 사용 시 볼륨 설정을 조정하고 주변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헤드폰은 모든 Bluetooth 장치/휴대폰 조합과 함께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헤드폰은 일부 Bluetooth 장치/휴대폰과의 연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은 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도 통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사람, 금속 물체, 벽 등)과 무선 전파 조건에 따라 통신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결하려는 Bluetooth 장치가 이러한 헤드폰과 동일한 프로필을 지원해야 합니다. Bluetooth 장치와 호환 가능한 프로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무선 기술의 특징 때문에 전송 장치의 음성/오디오 재생보다 헤드폰의 오디오 재생이 약간 지연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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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폐기
이 헤드폰에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헤드폰 폐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non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상표 정보

Bluetooth® 단어 표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 상표이며, 
D&M Holdings Inc.는 이를 라이센스 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표 및 
상표명은 해당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Qualcomm aptX 및 Qualcomm cVc는 Qualcomm Technologies, Inc. 
및/또는 그 자회사의 제품입니다.
Qualcomm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Qualcomm Incorporated의 
상표입니다. aptX 및 cVc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Qualcomm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의 상표입니다.



다이내믹 유형

φ40mm
24Ω/ohms
98dB/mW
1,000mW
5 – 40,000Hz

Bluetooth 버전 5.0
최대 전송 전력 10mW(Class 1)
A2DP/AVRCP/HSP/HFP
aptX HD/aptX/AAC/SBC
약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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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헤드폰 섹션

유형:
드라이브 장치:
임피던스:
음압 감도:
최대 입력:
재생 주파수:

■Bluetooth 섹션

호환 표준:
전송 전력 등급:
호환 프로필:
A2DP 코덱 지원:
연속 재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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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오디오 컴포넌트

지원되는 형식: PCM 16비트/샘플링 주파수: 48, 44.1, 32kHz
지원되는 장치 등급: 오디오 장치 등급 버전 1.0, HID 등급 버전 1.11

■일반

작동 온도 범위: 5℃ ~ 40℃
전원: DC 3.7V(내장형 리튬 폴리머 충전식 배터리)
무게: 283 g

* 사양 및 디자인은 품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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