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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 무선 장치

해당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 혼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명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공항 검색대를 거치는 화물에 무선 장치를 넣기 전에 제품의 전원을 꺼주
십시오.

• 헤드셋 장치

오랫동안 헤드셋의 볼륨을 높여서 오디오를 들을 경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청력을 상실
할 수 있습니다.
헤드셋이 손상되지 않도록 헤드셋, 헤드셋 케이블 또는 케이블 커넥터를 밟거나 그 위에 앉지
마십시오.

• 배터리 전원 사용 장치

배터리를 잘못 사용하면 배터리 액이 누수되거나 과열 또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열기구 가까이에 두거나 안에 넣지 마십시오. 폭발 및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과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 단자에 금속물질이 닿지 않게 하십시오.

• 사용전의 준비사항

사용방법 및 설명서를 숙지하십시오.

귓속에 상처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품에 이물질이 묻어있을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고 사용하십시오.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경고

1. 화재 또는 감전 위험을 예방하려면 제품을 비나 습기 또는 수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2. 제품을 직접 수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치를 분리, 분해, 수리 또는 변경할 경우 감전 등으로 다칠
위험이 있고 제품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 이 제품은 온도, 습도가 높은 곳 또는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고, 의료 기관 등에서 방
사선 촬영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착용하지 마십시오.

4. 제품에 물이나 땀이 들어가면 내부 부품이 손상되어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이 들어갔을 때
에는 마른 천으로 재빨리 닦은 후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5. 제품에 임의로 장식을 부착하거나 채색을 할 경우, 제품 외관 및 표면이 변질되고 체질에 따라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제품 착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
하십시오.

6. 귀 양쪽에 리시버를 착용 하신 후 증폭모드 ON/OFF 사용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않은 하울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과도하게 볼륨을 높여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8. 제품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이어폰과 이어팁은 가능한 한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10.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품을 꺼두십시오.

11. 배터리가 잘못 교체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시사항에 따라 사용된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12. 음질에 변화가 있을 시 이어팁을 빼고 이어폰 노즐을 체크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시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경고

13.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제조업체에서 허가 받은 사람이 직접 교체를 해야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배터리를 교체할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4. 주변 다른 기기에 혼선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제조업체가 권장하는 환경에서 제품을 작동하십시오.
15.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리를 조절할 경우 어플리케이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하십시오.
16. 높은데서 제품이 떨어지면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을 조심스럽게 다루십시오.

구성품
제품 본체
①

②

⑤

⑦

⑧
① 이어폰

⑤ 증폭 마이크

여분 이어팁

⑥

④

② 전원

⑥ 증폭 마이크 + 통화 마이크

충전 케이블

③

③ 충전포트

⑦ PLAY 버튼

④ 조그스위치
⑧ CALL 버튼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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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착용 방법
① 제품의 막힌 부분이 목 뒤로 가게 하여 양 어깨 위에 제품을 가볍게 올립니다.

② 제품의 이어폰을 귀에 부드럽게 삽입하세요.

* 무리하게 눌러 넣을 시 제품의 고장이나 귀의 상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원
전원 스위치를 조작하여 제품을 켜거나(ON) 끌(OFF) 수 있습니다.

증폭모드
조그 스위치를 길게 (1초 이상) 눌러 증폭 모드를 켜면 증폭된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그 스위치를 다시 길게 (1초 이상) 눌러 증폭 모드를 끄면 블루
투스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볼륨
조그 스위치를 이용하여 볼륨을 크게(+) 혹은 작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블루투스 연결

• 처음으로 제품의 전원을 켜면 블루투스 연결을 위해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합니다.

• 파란색 LED 표시등이 켜저 있으면, 연결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를 켜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세요.
• 스마트폰에서 검색된 블루투스 기기 목록 중 [EM-C110]을 선택하여 연결하세요.

• 블루투스 연결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제품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CALL버튼과 PLAY버튼을 동시에 2초간
누른 후 위 과정을 진행하십시오.

• 페어링 모드는 진입 후 3분간 유지되며 3분 후에는 위의 항목에 따라 다시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연결 방법은 제조 회사나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충전

충
 전기의 위아래 모양이 다르므로 모양을 잘 확인하고 맞추어서 연결
하세요.

• 충전 포트의 커버를 열고 제공되는 충전 케이블과 연결하여 제품을 충전
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가 부족하면 음성 안내와 함께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입니다.
이 경우 제품을 충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 충전 시 표시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터리 부족
빨간색

배터리 보통
보라색

* 충전 중에는 제품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충전 완료
파란색

• 대기상태에서 조그스위치를 위/아래로 길게 조작하면 배터리 잔량을 음성
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어댑터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LPS 인증 받은 어댑터를 구매하여 사용하세요.

사용방법
전화 통화

*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이용.

전화 받기

전화가 걸려왔을 때 CALL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거절

전화가 걸려왔을 때 CALL 버튼을 2초간 누르면 전화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화 끊기

통화 중 CALL 버튼을 짧게 한 번 누르면 전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 다이얼
재다이얼

통화중이 아니거나 전화가 걸려오고 있지 않을 때 CALL 버튼을 짧게 누르고
원하는 통화 상대를 이야기하면 휴대폰의 음성 인식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합니다. (ex: 홍길동에게 전화 걸어줘)
통화중이 아니거나 전화가 걸려오고 있지 않을 때 CALL 버튼을 2초간 누르면
마지막 통화한 번호로 전화를 발신합니다.

통화 종료 및 전환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을 때 CALL 버튼을 누르면 통화중인 전화는 끊기고
걸려온 전화를 수신합니다.

통화 대기 및 전환

통화 중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을 때 CALL 버튼을 2초간 누르면 통화중인 전화는
끊기지 않고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걸려온 전화를 수신합니다.

송화음차단

통화 중 PLAY 버튼을 길게 누르면 송화음이 차단됩니다.

* 보이스 다이얼 및 통화 전환 기능은 휴대폰에 해당 기능이 적용되어 있을 시에만 작동합니다.

사용방법
음악 감상

*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이용.

시작

Play 버튼을 짧게 누르면 휴대폰의 음악을 재생합니다.

정지

음악 재생 중 Play 버튼을 짧게 누르면 음악을 정지합니다.

노래 변경

음악 재생 중 조그 스위치를 위/아래로 길게 조작하면 다음노래/이전노래로
이동합니다.

사용 후

•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꺼서 보관하시고, 이어폰에서 이어팁을 분리하여 깨끗한 마른 천으로 이어폰과
이어팁을 청소한 뒤 보관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십시오.

처분 방법

• 제품이 손상 되어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 제품을 폐기해야하는 경우 해당 지역 법률에 따라 장비를 폐기

하십시오. 또한, 전기 장비 / 배터리 처리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 쓰레기로 처리하면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 쓰레기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사용방법
BeethoSOL 전용 송신기와 연결하여 다양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송
 신기를 이용해 무선 TV 시청이 가능하며 TV 소리를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송
 신기를 이용해 멀리 있는 소리를 BeethoSOL로 연결하여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송
 신기를 다양한 음향기기와 연결하여 그 소리를 BeethoSOL로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 송신기는 별매품입니다. 송신기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사용하세요.

TV 시청

회의 할때

강의 들을때

A/S
A/S 교환규정

•A
 /S 비용은 ㈜비에스엘 규정에 따릅니다.

•유
 /무상 처리기간 상관없이 이어팁, 기타 모든 A/S된 제품 등의 우편 발송은 개인 부담으로 합니다.
•반
 품, 환불은 제품에 한하여 실시하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
 품 판매 후 1개월 내에 제품 하자에 의한 수리 의뢰 또는 문제 제기 시 똑같은 제품으로 교환 제공합니다.

•구
 매 영수증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제품의 무상 보증기간은 제조일로부터 산정됩니다. 보증 기한 내에 정
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무상으로 수리해드립니다. 무상보증기간 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수
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
 매 영수증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 제품의 보증 기간은 제조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중에 발생한 문제를 무료로 교체해드립니다.

•제
 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 대상물의 제공 여부를 확인하여 교환 서비스를 1:1로 제공합니다.
•보
 증 기간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용자의 취급 부주의 혹은 잘못된 사용방법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사
 용자 임의의 제품 수리, 개조, 분해, 청소 등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화
 재, 지진, 홍수, 낙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낙
 하, 충격, 가압, 먼지, 진흙, 모래, 침수 등 보관상의 잘못으로 인한 고장 및 손상
•보
 관상의 부주의(고온 다습한 장소, 혹한)에 의한 고장 및 손상
•정
 규품 이외의 소모품 혹은 제품에 의해 발생한 고장 및 손상

•정
 품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제품 시리얼 번호가 훼손되었을 경우 등)

A/S 문의

* A/S 문의 전에 제품 모델명, 고장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82-33-243-8384

방문문의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4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 2공장 103, 104호

규격 및 특성
제품명

제조사/제조국가

BeethoSOL

EM-Tech Vietnam Co., Ltd./Vietnam

제조사 주소

Yenphong District, Bacninh Province, Vietnam

보관 환경

10~40℃ / 30~85%R.H / 70~106kPa

동작 환경

사용시간

충전시간
블루투스
증폭

음향

10~40℃ / 30~75%R.H / 70~106kPa

연속 대기 시간

최대 약 100시간

연속 통화 시간

최대 약 8시간

연속 증폭 시간
연속 재생 시간

채널 / 밴드

드라이버 유닛

주파수 응답 특성

3시간

Ver. 5.0

최대 약 8시간

5채널 / 32밴드
Single BA

250Hz ~ 6500Hz

감도

115dB SPL@1kHz

정격전압(충전)

DC 5 V, 300mA

임피던스

전원

최대 약 18시간

30.5 Ohm

배터리

DC 3.7V, 210mAh

전지종류

Li-ion

소비전류

10 mA

BSL Co., Ltd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4 강원테크노파크 춘천벤처 2공장 103,104호
Tel. +82-33-243-8384 Fax. +82-33-243-8385
* FCC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
 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aution: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e equipment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 CE Statement

This product is CE marked according to the provision of the R.E.D Directive (2014/53/EU). Here
by BSL Co., Ltd. Declares that this product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2014/53/EU.
* This device can be operated in at least one Member State without infringing applicable
requirements on the use of radio spectrum
• RF exposure
T
 he available antenna power of this EUT is 1.92 mW(2.83 dBm, BDR/EDR) and 3.16 mW (4.99
dBm/BLE), the power is Below the low-power Exclusion level defined in 4.2(Pmax: 20 mW).

DOC is available at BSL homepage.

R 022-180091

CMIIT ID 2018DJ3131

FCC ID : Q32-EMC110

MODEL : EM-C110
Manufactured by EM-Tech
DC 3.7V 210mAh

R-CRM-BSL-EM-C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