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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Features

Operating Instructions

• 13.5 mm dynamic type driver units reproduce vocal and instrumental sound with vivid clarity.
• Reproduction of precision monitor quality by adapting the new structural arrangement of
13.5 mm driver units while keeping the excellent wearing comfort.
• Aluminum housing to prevent unnecessary vibration for smooth bass response and clear
mid-high range sound.
• Soft, silicone rubber earbuds are used for stable and comfortable fit in the ears.
• Genuine leather carrying case supplied.

使用說明書
使用说明书
사용설명서

Wearing the headphones (see fig. A)
1 Determine right and left headphone and hold them as in the illustration.
2 Insert the left headphone from behind your left ear, as in the illustration. Be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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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just the earbud to fit snugly in your ear. Follow the same procedure for the right side.
How to carry the headphones (see fig. B)
1 Place the headphones in the inner case.
2 Wind the cord around the side of the inner case and then put the inner c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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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ear it completely inside the ear ca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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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rying case.

How to install the earbuds correctly (see fig. C)
If the earbuds do not fit your ears correctly, low-bass sound may not be heard. To enjoy better
sound quality, change the earbuds to another size, or adjust the earbuds position to sit on your
ears comfortably and fit your ears snugly. The M size earbuds are attached to the headphones
before shipment. If you feel the M size earbuds do not suit your ears, replace them with the
supplied S or L size earbuds. When you change the earbuds, install them firmly on the
headphones to prevent the earbud from detaching and remaining in your ear.

Cleaning the earbuds
Remove the earbuds from the headphones, and wash them with a mild detergent solution.

Precautions
• Listening with headphones at high volume may affect your hearing. For traffic safety, do not
use while driving or cycling.
• Do not put weight or pressure on the headphones as it may cause the headphones to deform
during long storage.
• The earbuds may deteriorate due to long-term storage o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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佩戴耳機（請參閱圖A）
1 先判斷左耳與右耳的耳機，並如圖示拿著耳機。
2 如圖示從左耳耳後塞入左耳耳機。請確認是否完全將耳機塞入耳道。
3 調整耳塞，使其能舒適地貼合您的耳朵。請依照相同程序佩戴右耳耳機。
如何攜帶耳機（請參閱圖B）
1 請將耳機放置於內盒。
2 將耳機線繞於內盒邊，然後將內盒放入攜帶盒中。
如何正確安裝耳塞（請參閱圖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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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mm動態激勵單元可生動清晰再現歌唱聲和樂器聲。
採用新型結構的13.5mm激勵單元可再現精確的監聽品質，並同時維持絕佳的佩戴舒適度。
鋁製外殼可防止不必要的振動，從而獲得平滑的低頻響應和清晰的中高頻聲音。
軟質矽膠耳塞可穩固舒適地貼合耳朵。
隨附真皮攜帶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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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耳塞不適合您的耳型，您便可能無法聽到重低音。為了享受更佳音質，請更換耳塞
尺寸，或調整耳塞的位置以舒適貼合您的耳朵。在裝運前，耳機上安裝 M 尺寸耳塞。
如果 M 尺寸耳塞不符合您的耳型，請嘗試使用隨附的 S 或 L 尺寸耳塞。當您更換耳
塞時，請將其牢固地安裝在耳機上以防止耳塞脫落在您耳朵內。

C

清潔耳塞
將耳塞從耳機拆下，並以溫和的清潔劑清洗。
L

L

注意事項
• 戴著耳機用很高的音量收聽可能會影響您的聽力。為了交通安全，切勿在駕車或騎車
時使用耳機。
• 請勿在耳機上放置重物或施加壓力，否則可能會導致耳機在長期存放過程中發生變形。
• 耳塞可能會因為長期存放或使用而磨損。

简体中文
特点
• 13.5 mm动态型驱动单元可生动清晰再现歌唱声和乐器声器。
• 采用全新13.5 mm驱动单元结构设置，在确保精确监听级还原音质的同时兼顾了极佳的
佩戴舒适感。
• 铝制外壳可防止不必要的振动，从而获得平滑的低频响应和清晰的中高频声音。
• 柔软的硅胶耳机头能更稳定贴合耳朵。
• 随机提供真皮携带盒。

佩戴耳机（见图A）
1 确定左右耳机并如图所示握住耳机。
2 如图所示，从左耳后面塞入左耳塞。务必将其完全塞入耳道中。
3 调节耳塞头，使之贴合您的耳朵。右侧也使用相同的操作步骤。
如何携带耳机（见图B）
1 将耳机放入内盒。
2 将导线绕在内盒的侧面，然后将内盒放入携带盒。
如何正确安装耳机头（见图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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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耳塞不适合您的耳型，您便可能无法听到重低音。为了享受更佳音质，请更换耳塞尺
寸，或调整耳塞的位置以舒适贴合您的耳朵。在装运前，耳机上已装有 M 尺寸的耳塞。
如果您觉得 M 尺寸的耳塞不符合您的耳型，请试着换用附送的 S 或 L 尺寸的耳塞。当您
更换耳塞时，请将其牢固地安装在耳机上以防止耳塞脱落在您耳朵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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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洁耳机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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将耳机头从耳机上拆下，然后用中性清洁液对其进行清洁。

注意事项
• 以高音量用耳机听音乐可能会影响您的听力。为了交通安全，请勿在驾车和骑车时使用耳机。
• 请勿对耳机施加重量和压力，否则在长期存放时耳机可能会变形。
• 经长期存放或使用后，耳机头可能会老化。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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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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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mm 다이내믹 유형 드라이버 장치로 음성과 악기 음을 생생하고 청명한 사운드로 재현.
• 13.5 mm 드라이버 장치를 채용한 새로운 구조로 뛰어난 착용감과 정밀한 모니터 음질을 동
시에 실현.
• 부드러운 저음 반응과 중고음역을 깨끗하게 살리는 알루미늄 하우징으로 불필요한 진동 방지.
• 귀에 편하고 안정감을 주는 실리콘 고무 재질의 부드러운 이어버드.
• 가죽 재질의 휴대용 케이스 제공.

헤드폰 착용(그림 A 참조)
1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및 왼쪽 헤드폰을 구별해서 잡습니다.
2 그림과 같이 왼쪽 귀 뒤쪽에서 왼쪽 헤드폰을 끼웁니다. 귀에 쏙 들어가도록 끼
우십시오.

3 귀에 닿는 부분이 편안하도록 이어버드를 조절합니다. 오른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헤드폰 휴대 방법(그림 B 참조)
1 내부 케이스에 헤드폰을 넣습니다.
2 코드를 내부 케이스의 측면에 감은 다음, 휴대용 케이스에 내부 케이스를 넣습니다.
이어버드의 올바른 설치 방법(그림 C 참조)
이어버드가 귀에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저음 부분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음질을 즐기려면 귀에 안정감 있게 놓이고 편안하게 맞도록 다른 크기의 이어버드로 교체
하거나 이어버드의 위치를 조절하십시오. M 사이즈의 이어버드가 헤드폰에 부착된 상태로
선적됩니다. M 사이즈의 이어버드가 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제공된 S 또는 L 사이즈의
이어버드로 교환하십시오. 이어버드를 교체할 경우에는 이어버드가 분리되어 귀 안에 남게
되지 않도록 헤드폰에 단단히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어버드 청소하기
이어버드를 헤드폰에서 빼서 묽은 중성세제로 세척해 주십시오.

주의사항
• 헤드폰 볼륨을 크게 하면 청각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운전 중
이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기간 보관할 때에는 헤드폰이 훼손되지 않도록 헤드폰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거
나 누르지 마십시오.
• 이어버드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