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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a comercial

A marca e os logotipos Bluetooth® são marcas registradas de 
propriedade da Bluetooth SIG, Inc. e qualquer uso de tais marcas 
pela Anker Innovations Limited.  é feito sob licença.  Outras marcas 
registradas e nomes comerciais pertencem a seus respectivos 
proprietários. 

As os termos HDMI e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e o logotipo 
HDMI são marcas comerciais ou registradas do 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 nos Estados Unidos e em outros países. 

* Direitos legais adicionais para consumidores
Para consumidores protegidos por leis ou regulamentos de proteção 
ao consumidor em seu país de compra ou, se diferente, seu país 
de residência, os benefícios conferidos pela Garantia Limitada da 
Soundcore são adicionais a todos os direitos e recursos transmitidos 
por tais leis e regulamentos de proteção ao consumidor, incluindo, 
mas não se limitando a esses direitos adicionais. 
Para perguntas frequentes e mais informações, visite
https://www.soundcore.com/. 

安全にご利用いただくために
1.	 本製品をご使用になる前に、必ず本説明書内のすべての項目に目を
通してください。また本説明書は、必要に応じてお読みいただける
よう大切に保管しておいてください。

2.	 火災や感電の危険を避けるため、本製品を雨や湿気にさらさないで
ください。

3.	 本製品を火気	(ろうそくなど)	の近くで使用・保管しないでください。
4.	 本製品を水の近くで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5.	 お手入れの際は、必ず乾いた布をご利用ください。
6.	 換気口をふさがないでください。取扱説明書に従って設置してくだ
さい。

7.	 暖房器具など、熱を発する機器の近くに設置しないでください。
8.	 プラグやコードを踏んだり挟まれたりしないよう、保護してください。
9.	 取扱説明書で指定されている付属品およびアクセサリのみをご利用
ください。

10.	雷雨時や長時間使用しない場合は、本製品の電源プラグをコンセン
トから抜いてください。

11.	本製品の周囲の温度が40°Cを超える場合は、使用しないでください。
12.	手の届きやすい場所にあるコンセントをご利用ください。
13.	本製品は、海抜 5,000m未満の地域での使用に適しています。
14.	本製品を改造しないでください。安全性や法規制の遵守、パフォー
マンスが損なわれる恐れがある他、保証の対象外となる可能性があ
ります。

15.	本製品に不具合が生じた場合は、カスタマーサポートまでお問い合
わせください。

16.	同梱の ACアダプタや電源コードは本製品のみにご使用ください。

このマークは、本製品が二重絶縁を備えたクラス II
の機器であることを示します。

製品下部に、注意喚起のマークが表示されています。

このシンボルは、本製品内部で、感電を引き起こすに
値する電圧を利用していることを警告しています。

このシンボルは、本製品に付属の取扱説明書に、安
全に関わる重要な操作方法やメンテナンス方法が書
か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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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意事項

本製品のバッテリーを交換しないでください。火事や爆発、けがを引き
起こす可能性があります。

最大出力	:4.62dBm
周波数帯：2.4	G バンド	(2.402	GHz-2.480	GHz)

本製品は屋内でのみご使用ください。

本製品を廃棄する際は、お住まいの自治体のルールに従ってくだ
さい。

商標

Bluetooth® のワードマークおよびロゴは、Bluetooth	SIG,	Inc. が所有す
る登録商標です。その他の商標および商標名は、それぞれの所有者に帰
属します。

HDMI、HDMI ロゴ、および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は、
米国およびその他の国におけるHDMI	Licensing	Administrator,	Inc. の商
標または登録商標です。

중요 안전 지침
1.	 이 사용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으시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

관하십시오 .	
2.	 화재 및 / 또는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 제품을 눈 / 비 또는 습기에 노

출시키지 마십시오 .	
3.	 촛불과 같은 화염원을 제품 위 또는 가까이에 두지 마십시오 .	
4.	 습기가 많은 장소나 물이 닿을 수 있는 장소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	
5.	 제품을 닦을 때는 반드시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	
6.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	
7.	 라디에이터 ,	열 레지스터 ,	가스레인지 등의 열원 가까이에 설치하지 마십시

오 .	
8.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전원 코드 ( 특히 플러그 ,	콘센트 및 기기 연결 부위 )

를 밟거나 누르지 마십시오 .	
9.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부속 장치 / 액세서리 사용하십시오 .	
10.	번개가 칠 때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기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십시오 .	
11.	이 기기를 사용하는 동안 최대 주변 온도가	40° C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

다 .	
12.	설치 지침에는 플러그형 장비의 경우 콘센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

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13.	이 제품은 해발	5,000m	이하의 지역에서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4.	제품을 무단으로 개조하지 마십시오 .	이렇게 하면 안전상 위험이 초래되고 ,	

규정 준수를 위반하고 ,	시스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	보증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	

15.	모든 정비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코드가 손상되거나 ,	액체를 쏟았거나 물체가 해당 기기에 떨어졌거나	
기기가 습기 또는 비에 노출되었거나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거나 떨어뜨린	
경우 등 기기가 손상되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이 제품은 이중 절연이 있는 클래스	II	장치로 ,	보호 접지
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의 표시는 하단 인클로저 ( 바 스피커용 ) 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이 기호는 제품의 인클로저 내부에 감전 위험이 있는 절연되
지 않은	" 위험한 전압 " 이 흐름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 위
한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