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ĄĄ如何重設遙控器

各部件與控制器
將 HOLD 開關向下滑動以解除 HOLD 狀態，然後按任何一個操作按鈕
（）以開啟遙控器。
正面

遙控器/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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背面











1

ĄĄ如何拆卸背夾附著件

注意事項
關於 Bluetooth 功能的說明
ˎˎBluetooth 無線技術可以在長達約 10m 的距離進行連接。不過，有效範圍
可能會因為障礙物（人、金屬、牆壁等等）或訊號狀態而異。
ˎˎ因為 Bluetooth 與無線 LAN（IEEE802.11b/g）裝置使用相同的頻率
（2.4 GHz），可能會發生訊號干擾，如果在靠近無線 LAN 裝置的地方使用
Bluetooth 通訊，可能會造成通訊速度降低、雜訊或無法連接。遇到這種
情況時，請採取下列措施。

同時按住  按鈕與 VOL - 按鈕約 10 秒鐘。

OPR（操作）指示燈指示

HOLD開關



ĄĄ如何裝配於耳機纜線上

請在下列情況中重設遙控器。遙控器的配對資訊會在您重設遙控器時被從
Walkman 刪除，因此要重新為遙控器與 Walkman 配對。
––要用遙控器為另一個相容的 Walkman 配對時
––遙控器不能正常運作時
––當您已經重設 Walkman 或者刪除遙控器的配對資訊之後，［未新增］顯
示於［新增的遙控器］底下時

HOLD

––連接您的 Walkman 與 Bluetooth 裝置時，要在距離無線 LAN 裝置至少 10m 的地方
執行 Bluetooth 通訊。

OPR（操作）指示燈指示

遙控器的狀態

閃兩下藍燈 *。

開啟電源。

––將您的 Walkman 與 Bluetooth 裝置儘量靠近一點。
––在距離無線 LAN 裝置約 10m 的範圍內執行 Bluetooth 通訊時，請關閉無線 LAN 裝置。

ˎˎBluetooth 裝置發出的無線電波可能會影響諸如電子醫療裝置之類設備的
操作。請在下列場所關閉您的 Walkman 與其他 Bluetooth 裝置，因為不這
樣做可能會造成意外。

附註
停用按鈕以防止意外的
操作。

RMT-NWS20
©2016 Sony Corporation   Printed in Malaysia

點亮藍燈 2 秒鐘。

關閉電源。

閃四下藍燈 *。

遙控器重設完成。

解除

持續亮紅燈。

因為失去電源而無法操作。

• 您可能無法將纜線附著件用於某些耳機纜線上，要視其粗細而定。
• 請勿將纜線附著件裝配於耳機纜線的分叉部分或者靠近耳機插頭的地方。如果您將
纜線附著件裝配於這些地方，可能會使得纜線中斷連接。
• 請勿將耳機纜線纏繞在遙控器上。可能會在耳機纜線上留下痕跡。
• 夾子可能會在耳機纜線上留下痕跡。

ĄĄ如何拆卸纜線附著件

更換電池
遙控器上的指示燈點亮紅燈時，表示電池快沒電了。
務必要以新的 CR1620 鋰電池更換電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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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於遙控器的使用說明

打開電池艙蓋。

ˎˎ新舊電池都要遠離孩童。

拉起舌片（）的同時將附著件往箭頭方向（）推，以拆卸附著件。
繁體中文

交替閃藍燈與紅燈。

腕帶孔

重複閃兩下藍燈 *。

正在進行連接

ˎˎ請務必要遵守下列注意事項。否則可能會造成故障。

建立連接之後的按鈕操作。

ˎˎ請勿將遙控器放在或者留在下列場所。

––請勿讓遙控器遭受過度撞擊，也不要讓其掉落。
• 纜線附著件

（A）
（1）

• 背夾附著件（1）

（B）
（1）







VOL +
（上一個）按鈕
VOL （播放 / 暫停）按鈕 *
內建的 Bluetooth 天線






（下一個）按鈕
OPR（操作）指示燈
電池艙蓋
解鎖按鈕

* 操作遙控器時請用 （播放 / 暫停）按鈕上的觸控點作為指引。

遙控器支援 NW-A30 系列與 NW-WM1 系列中的 Walkman 型號。（截至 2016 年
10 月為止）
關於適用型號的最新資訊，請查看下列網站或目錄。
由於遙控器是透過 Bluetooth 連接到 Walkman，Walkman 的電池使用壽命可
能會降低，要視型號而定。關於 Walkman 的電池使用壽命，另請查看下列網站。

出廠時已經裝好電池。

http://service.sony.com.tw/
各個纜線附著件的背後有註
明A或B。

閃一下藍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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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池電量變低時，指示燈會亮紅燈。

––會有極高溫度的場所，例如停在陽光下和 / 或夏天裡炙熱的
汽車內

取出電池。

使用附著件
––會受到陽光直曬或者靠近加熱器附近的場所

ĄĄ如何為遙控器與 Walkman 配對（Bluetooth 連接）

• 請按照下列程序之一將附著件正確地固定在遙控器上。否則遙控器可能會掉落或遺
失。

纜線附著件

第一次使用遙控器時、或者更換電池或重設遙控器之後，必須為遙控器與
Walkman 配對。

請根據耳機纜線的粗細選擇纜線附著件 A（適用於細的纜線）或纜線附著件
B（適用於粗的纜線）。各個纜線附著件的背後有註明 A 或 B。

範例 ：設定 NW-A30 系列或 NW-WM1 系列

ĄĄ如何設定纜線附著件

1

點擊
-［
配對選單。

2
3
4

點擊 Walkman 螢幕上的遙控器設定開關將其設定為［開啟］。

––會有高度濕氣、灰塵、煙灰或蒸汽的場所
––位於不穩定表面或倾斜位置的場所

纜線附著件 ：
用來將遙控器固定於耳機纜線上
背夾附著件 ：
用來將遙控器夾在衣服等上面
附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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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 8 個月（每天使用 2 小時）*3
*1

範圍可能因通訊環境而異。

*2

購買時提供的電池使用壽命可能會比較短，因為是在廠內檢查效能時就安裝
好的。

*3

電池使用壽命可能因環境溫度或使用狀態而異。數值僅供參考。

設計與規格可能變更而不預先通知。

疑難排解
您無法以遙控器操作 Walkman。
ˎˎ將遙控器上的 HOLD 開關往下推，以解除其暫停狀態。
ˎˎ檢查遙控器的指示燈，以確認電池電量，如果有必要，更換電池。
ˎˎ重設遙控器，再度將遙控器與 Walkman 配對。
qq請參閱 " 使用遙控器 "。

ˎˎ重新啟動 Walkman。
qq請參閱 Walkman 的說明書手冊。

ˎˎ使用 2.4 GHz 頻率的裝置，例如無線 LAN 裝置、Bluetooth 音訊裝置或
微波爐，可能會干擾 Bluetooth 連接。請在遠離這些裝置的地方使用
Walkman 與連接的遙控器。

––會承受高濕度如浴室之類的場所
––靠近磁性物質如磁鐵、音箱或電視機之類的場所

ˎˎ如果您的遙控器對收音機或電視機的接收造成干擾，請關閉遙控器，並讓
其遠離收音機或電視機。

背夾附著件

ˎˎ使用遙控器時，務必要遵守下列注意事項。否則可能會讓外殼變形或者使
得遙控器故障。

您可以用背夾附著件將遙控器裝配於胸口的口袋等處。

ĄĄ如何設定背夾附著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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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除鎖定開關。

無法為遙控器與 Walkman 配對。
ˎˎ請將遙控器與 Walkman 擺在可以進行 Bluetooth 連接的距離。

––會受到震動的場所

插入新電池。

––遙控器放在後褲袋中時不要坐下。

將電池艙蓋的舌片與遙控器的凹槽水平對齊（），然後往下壓並滑動
ˎˎ請注意不要濺到水，本產品並無防水規格。
請務必要遵守下列注意事項。

蓋子直到發出喀噠聲（）。

––小心不要讓您的遙控器掉入水槽或其他裝水的容器中。

設定］-［Bluetooth］底下的［遙控器設定］，以進入

電池艙蓋會鎖定。

符合規定
警告
如果更換不正確之電池型式會有爆炸的風險
請依製造商說明書處理用過之電池
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經許可，公司、商號或使⽤者均不
得擅⾃變更頻率、加⼤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低功率射頻電機之使⽤不得影響⾶航安全及⼲擾合法通信 ；經發現有⼲擾現
象時，應⽴即停⽤，並改善⾄無⼲擾時⽅得繼續使⽤。前項合法通信，指
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業、
科學及醫療⽤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擾。
僅適用於台灣

––請勿在潮濕場所或雨雪之類潮濕天氣中使用遙控器。
––請勿在您會流汗的場所使用遙控器。如果您用濕手觸碰遙控器或者將遙控器放入
潮濕衣物的口袋中，可能會弄濕遙控器。

點擊［新增遙控器］。

ˎˎ如果有異物或液體進入遙控器內部，請立即取出電池，並就近向 Sony 經
銷商或 Sony 服務中心洽詢。

搜尋對話方塊顯示於 Walkman 上時按任何一個操作按鈕（/VOL +/
VOL -//）。
遙控器會開啟電源，配對會在遙控器與 Walkman 之間進行。配對完成時，
［RMT-NWS20］會顯示在 Walkman 上。
點擊
以回到上一個顯示畫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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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認電池艙蓋已經鎖住。

保養
ˎˎ請勿使用酒精、稀釋劑或揮發油之類的溶劑。

鎖定背夾附著件

ĄĄ如何使用遙控器
按與您要在 Walkman 上執行的操作相對應的按鈕。

附註

ĄĄ如何關閉遙控器

• 務必鎖住開關。否則遙控器可能會分離而遺失。
• 如果您將背夾裝配於易於分離或者可能承受外力的點上，背夾可能會分離，而您可
能會遺失遙控器。

遙控器上沒有電源按鈕。遙控器會在下列情況下自動關閉 ：
––Walkman 關機時，Walkman 上的遙控器設定開關會被設定為［關閉］，或
者遙控器的配對資訊會被從 Walkman 刪除
––大約 2 個小時沒有在遙控器上執行任何操作時
––配對或連接沒有在 5 分鐘內完成時

電池使用壽命

ˎˎWalkman 與遙控器之間的 Bluetooth 連接可能會被金屬、牆壁或人之類的
障礙物阻礙。請移開障礙物，或者更換場所以便進行適當的通訊。

您可以用附著件將遙控器固定於耳機線上或者將其夾在您的衣服上。請按
您的方便使用附著件。

使用遙控器

• 說明書手冊（1）（本手冊）

ˎˎ如果電池艙關不牢，請停止使用產品，並讓其遠離孩童。

正在進行登錄。（配對中）

ˎˎ如果您認為電池可能已經被吞食或者放進身體任何部分裡面，請立即就醫。

內容
• 遙控器（1）

––在醫院中、火車上的博愛座附近、飛機上、在加油站之類有易燃氣體的地方、自
動門或火警警報器附近

尺寸（遙控器）
尺寸（寬 / 高 / 深，不包括突出部分）
約 20.8mm×74.8mm×6.6mm
尺寸（寬 / 高 / 深）
約 20.8mm×74.8mm×7.9mm
質量 Ą
約 11 g

廢電池請回收

商標
WALKMAN和WALKMAN標誌是Sony Corporation的註冊商標。
Bluetooth/藍牙文字標誌與標誌均屬於Bluetooth SIG, Inc.所有之註冊商
標，Sony Corporation使用任何此類標誌均具有授權。其他商標與商業名
稱則專屬於各自所有人。

規格
附註
• 取出電池時，遙控器的配對資訊會被從 Walkman 刪除。請再度為遙控器與 Walkman
配對。

遙控器
Bluetooth 規格
ˎˎ通訊系統 ：Bluetooth 規格 4.0 版
ˎˎ輸出 ：Bluetooth 規格 Power Class 2
*1
ˎˎ最大通訊範圍 ：直線距離約 10m
ˎˎ頻帶 ：2.4 GHz 頻帶（2.4000 GHz - 2.4835 GHz）
電源
CR1620 鈕釦型鋰電池 *2
操作溫度
5 ℃至 35 ℃

所有其他商標與註冊商標是其相關所有者的商標或註冊商標。在本手冊中，
未標明TM與®標誌。

한국어

내용물
• 리모컨 (1)

• 케이블 부착물

(A) (1)

• 클립 부착물 (1)

(B) (1)

리모컨 사용하기

부착물의 사용

리모컨은 NW-A30 시리즈와 NW-WM1 시리즈의 Walkman 모델을
지원합니다. (2016년 10월 기준)
해당하는 모델에 관한 최신 정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또는 카탈로그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이 Bluetooth를 통해 Walkman에 연결되므로 Walkman의 배터리 작동
시간은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alkman의 배터리 작동 시간에 관해서는
다음의 웹사이트도 참조하여 주십시오.

부착물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헤드폰 케이블에 고정하거나 옷에 꽂을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scs.sony.co.kr/scs/handler/ProductSupport

• 다음의 절차 중 하나를 따라 리모컨에 부착물을 바르게 고정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을 떨어뜨리거나 분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ĄĄ 리모컨과 Walkman을 페어링 하려면 (Bluetooth 연결)
처음으로 리모컨을 사용하거나 리모컨의 배터리를 교환한 후 또는 리모컨을 리셋한
후에는 리모컨과 Walkman을 페어링 해야 합니다.
예: NW-A30 시리즈 또는 NW-WM1 시리즈 설정하기
1
-[
설정] - [Bluetooth]에서 [리모컨 설정]을 눌러서 페어링 메뉴로
들어가 주십시오.

공장 출하 시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 케이블 부착물의 뒷면에 A
또는 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2
3
4

• 사용설명서 (1) (본 설명서)

각 부 및 조작 버튼
HOLD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서 HOLD 상태를 해제한 다음에 임의의 조작 버튼
()을 눌러서 리모컨을 켜 주십시오.
전면





후면




HOLD 스위치

클립 부착물을 사용해서 리모컨을 흉부 포켓 등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ĄĄ 클립 부착물 부착 방법
잠금 스위치를
해제합니다.

5

원하지 않는 조작을
방지하도록 버튼이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해제

헤드폰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 케이블 부착물 A (얇은 케이블용) 또는 B (굵은
케이블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각 케이블 부착물의 뒷면에 A 또는 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리모컨 추가]를 눌러 주십시오.

클립 부착물을
고정시킵니다.

주의
• 항상 스위치를 잠금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이 분리되어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쉽게 떨어지거나 외력을 받는 부분에 클립을 부착하면 클립이 분리되어 리모컨을 분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ĄĄ 클립 부착물 제거 방법

ĄĄ 리모컨을 끄려면












VOL +
 (이전) 버튼
VOL  (재생/일시정지) 버튼*
내장 Bluetooth 안테나

*

리모컨 조작 시에는  (재생/일시정지) 버튼의 촉지성 돌기를 가이드로
사용합니다.

 (다음) 버튼
OPR (동작) 램프
배터리 수납부 덮개
잠금 해제 버튼

Bluetooth 기능에 관한 주의
ˎˎBluetooth 무선 기술은 약 10 m 거리까지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장애물
(사람, 금속, 벽 등) 또는 신호 상태에 따라서는 유효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ˎˎBluetooth와 무선 LAN (IEEE802.11b/g) 장치는 동일한 주파수 (2.4 GHz)
를 사용하므로 무선 LAN 장치 근처에서 Bluetooth 통신을 사용하면 간섭이
발생하여 통신 속도의 저하, 노이즈, 또는 연결 불능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십시오.

배터리 교환하기
리모컨의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하면 배터리가 거의 소모된 것입니다.
배터리는 항상 새 CR1620 리튬 배터리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배터리 수납부 덮개를 열어 주십시오.

주의

• 헤드폰 케이블의 굵기에 따라서는 케이블 부착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헤드폰 케이블의 분기 부분 또는 헤드폰 플러그에 가까운 부분에는 케이블 부착물을 부착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부분에 케이블 부착물을 부착하면 케이블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헤드폰 케이블을 리모컨에 감지 마십시오. 헤드폰 케이블에 자국이 남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헤드폰 케이블에 그립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OPR (동작) 램프의 의미
청색*으로 두 번 점멸.

리모컨의 상태
전원 켬.

청색으로 2 초 동안 점등.

전원 끔.

청색*으로 네 번 점멸.

리모컨 리셋 완료.

ĄĄ 케이블 부착물 제거 방법

적색으로 계속 점등

전원 부족으로 작동 불가.

탭 ()을 동시에 잡아당기고 화살표 () 방향으로 부착물을 눌러서 제거하여
주십시오.

청색과 적색으로 교대로 점멸.

등록 중. (페어링)

청색*으로 두 번 반복해서 점멸.

연결 중

청색*으로 한 번 점멸.

연결 완료 후 버튼 조작.

–– 땀을 흘리는 상태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젖은 손으로 리모컨을 만지거나 땀에
젖은 옷에 리모컨을 두면 리모컨이 젖을 우려가 있습니다.

유지 보수
ˎˎ알코올, 시너, 벤젠 등의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약 8 개월 (매일 2 시간 사용 기준)*3
*1

범위는 통신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구입 시에 제공되는 배터리는 성능 확인을 위해 공장에서 설치되므로 수명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3

배터리 수명은 주위 온도 또는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치는
참고용입니다.

리모컨의 취급에 관한 주의

문제 해결

ˎˎ배터리 수납부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고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으로 Walkman을 조작할 수 없다.

ˎˎ배터리를 삼키거나 배터리가 신체 내에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하여 주십시오.

ˎˎ리모컨의 HOLD 스위치를 아래로 밀어서 홀드 상태를 해제하여 주십시오.

ˎˎ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ˎˎ리모컨을 리셋 해서 리모컨과 Walkman을 다시 페어링 하여 주십시오.

–– 직사일광 하에 및/또는 여름에 주차된 차의 뜨거운 실내와 같이
대단히 고온인 곳

배터리를 꺼내 주십시오.

–– 직사일광이 비추는 곳 또는 히터 근처
–– 습기, 먼지, 그을음, 또는 증기가 많은 곳
–– 불안정한 바닥 또는 경사진 곳
–– 진동이 심한 곳

새 배터리를 넣어 주십시오.

디자인과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ˎˎ새 배터리 및 사용한 배터리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ˎˎ다음과 같은 곳에 리모컨을 두거나 방치하지 마십시오.

3

배터리 수명

–– 무선 LAN 장치로부터 10 m 이내의 거리에서 Bluetooth 통신을 수행할 때는 무선 LAN
장치를 꺼 주십시오.

–– 리모컨에 과도한 충격을 가하거나 리모컨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2

Bluetooth 사양
• 통신 체계: Bluetooth 사양 버전 4.0
• 출력: Bluetooth 사양 전력 클래스 2
• 최대 통신 거리: 직선 가시 거리 약 10 m*1
• 주파수 대역: 2.4 GHz 대 (2.4000 GHz - 2.4835 GHz)
전원
CR1620 리튬 코인 셀 베터리*2
작동 온도
5 °C에서 35 °C
규격 (리모컨)
폭/높이/깊이, 돌출부 제외
약 20.8 mm × 74.8 mm × 6.6 mm
폭/높이/깊이
약 20.8 mm × 74.8 mm × 7.9 mm
무게 (리모컨)
약 11 g

–– Walkman과 Bluetooth 장치를 가능한 가깝게 두어 주십시오.

–– 병원, 열차의 노약자 우대석, 기내, 주유소와 같이 인화성 가스가 있는 곳, 자동문 또는
화재경보기 근처

1

* 배터리 잔량이 적으면 램프가 적색으로 점등합니다.

사전 주의 사항

ˎˎBluetooth 장치로부터 방출되는 전파는 전자 의료 기기와 같은 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Walkman과 Bluetooth 장치를 꺼 주십시오.

 버튼과 VOL - 버튼을 동시에 약 10 초 동안 누른 채로 지속하여 주십시오.

OPR (동작) 램프의 의미

끈 구멍

• 배터리를 제거하면 Walkman에서 리모컨에 대한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리모컨과
Walkman을 다시 페어링 하여 주십시오.

–– Walkman과 Bluetooth 장치를 연결할 때 무선 LAN 장치로부터 최소한 10 m 이상
떨어져서 Bluetooth 통신을 수행하여 주십시오.

ĄĄ 헤드폰 케이블에 부착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리모컨을 리셋 합니다. 리모컨을 리셋 하면 Walkman에서
리모컨에 대한 페어링 정보가 삭제되므로 리모컨과 Walkman을 다시 페어링 하여
주십시오.
–– 다른 호환되는 Walkman에 리모컨을 사용하고자 할 때
–– 리모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 Walkman을 리셋 하거나 리모컨에 대한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후에 [연결된
리모컨]에 [추가되지 않음]가 표시되어 있을 때

–– 다습한 곳 또는 비나 눈이 오는 습한 기후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리모컨
주의

Walkman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조작에 해당하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물이 차 있는 싱크대 또는 용기에 리모컨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사양

ĄĄ 케이블 부착물 부착 방법

ĄĄ 리모컨 사용 방법

1

배터리 수납부 덮개가 잠겼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케이블 부착물

Walkman에 탐색 대화 창이 표시되어 있을 때 임의의 조작 버튼 (/VOL+/
VOL-//)을 눌러 주십시오.
리모컨이 켜지고 리모컨과 Walkman 사이에 페어링이 이루어집니다. 페어링이
완료되면 Walkman에 [RMT-NWS20]이 표시됩니다.
를 눌러서 이전 표시로 되돌아가 주십시오.

ˎˎ본 제품은 방수가 되지 않으므로 물이 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상표
WALKMAN과 WALKMAN 로고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블루투스 상표와 로고는 Bluetooth SIG, Inc.의 등록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은 이러한 상표를 정식으로 허가 받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상표 및 상품명은 해당 소유주의 상표 및 상품명입니다.

ˎˎ이물 또는 액체가 리모컨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배터리를 제거하고 가까운
Sony 대리점 또는 Sony 서비스센터에 가져가 주십시오.

ĄĄ 리모컨을 리셋 하려면

HOLD

탭과 리모컨의 오목부가 수평으로 정렬되도록 배터리 수납부 덮개를 맞춘 다음에
() 찰칵하고 들어맞도록 덮개를 눌러서 밀어 주십시오 ().
배터리 수납부 덮개가
고정됩니다.

Walkman 화면에서 리모컨 설정 스위치를 눌러서 [켬]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리모컨에는 전원 버튼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리모컨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Walkman을 끄거나, Walkman의 리모컨 설정을 [끔]으로 하거나,
Walkman에서 리모컨에 대한 페어링 정보를 삭제했을 때
–– 약 2 시간 동안 리모컨으로 아무런 조작도 수행하지 않았을 때
–– 5 분 이내에 페어링 또는 연결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케이블 부착물:
리모컨을 헤드폰 케이블에 부착하는데 사용합니다
클립 부착물:
리모컨을 옷 등에 꽂는데 사용합니다
주의

4

클립 부착물

ˎˎ리모컨의 램프로 배터리 레벨을 확인해서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qq"리모컨 사용하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ˎˎWalkman을 다시 시작하여 주십시오.
qqWalkman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ˎˎ무선 LAN 장치, Bluetooth 오디오 장치, 또는 전자렌지와 같이 2.4 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치는 Bluetooth 연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Walkman과
연결된 리모컨을 이와 같은 장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ˎˎWalkman과 리모컨 사이의 Bluetooth 연결은, 예를 들어, 금속, 벽, 또는 사람에
의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도록 하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적절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리모컨과 Walkman을 페어링 할 수 없다.
ˎˎ리모컨과 Walkman을 Bluetooth 연결이 가능한 거리에 두어 주십시오.

–– 욕실과 같이 다습한 곳
–– 자석, 스피커, 또는 TV와 같은 자성체에 가까운 곳

ˎˎ리모컨이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리모컨을 끄고 라디오
또는 TV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ˎˎ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의 케이스가 휘거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뒷주머니에 리모컨을 넣고 앉지 마십시오.

규정 준수
식별부호： MSIP-CRI-SOK- RMT-NWS20
상호명：소니코리아㈜
제품명칭：특정소출력 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무선기기）
모델명：RMT-NWS20
제조연월 : 제품에 표시
제조자/제조국가：Sony Corporation/Malaysia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상표와 등록상표는 해당 소유주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이
설명서에서, TM 및 ® 표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