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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mk3



저희 R4 인티그레이티드 뮤직 시스템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스템에서 최상의 성능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시간을 내서 
본 사용자 안내서를 읽어보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R4는 적절하게 관리만 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오랫동안 듣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도움이 필요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

기 바랍니다. 폐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전통적인 영국 회사로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여러분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

고 있습니다.

Ruark Audio를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앨런 오’루크
설립자 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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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 내용
아래에 열거한 부품이 모두 들어있는지 확
인하십시오. 1

부품이 하나라도 없으면, 본 뮤직 시스템을 사용

하지 말고, 영국 내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직접 
당사에, 그리고 영국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한 경
우에는. Ruark Audio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1. R4 뮤직 시스템

2. 전원 코드 (2m)
3. 리모컨

4. 텔레스코픽 (접착식)안테나

5. 사용자 안내서

6. 안테나용 스패너

가능 하다면, 종이 상자 및 모든 포장재를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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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개요
15 8 14 159 13

KOR
8. 컨트롤 놉
9. 디스플레이

10.  (스탠바이,STANDBY)
11. 전면 (Front Aux) 
      오디오 입력부 
12. 헤드폰 잭
13. CD 꺼내기 버튼

14. CD 삽입 슬롯

15. 스테레오 스피커

16. 서브 우퍼

17. 라인 출력 오디오 출력부
16 12 11 10

18. 후면 (Rear Aux) 
      오디오 입력부 

17 18 23

19. 보안용 슬롯

20. USB 재생 소켓

21. 옵티컬 오디오 입력부

22. 안테나 연결부

23. 전원 스위치

24. 전원 입력 소켓

19 20 21 2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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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장치
30

24.  - 트랙을 재생/일시 정지 또는 라디오의 음을 소거할 때 누르십시오 31 29
25. 컨트롤 놉/ 선택(CONTROL KNOB / SELECT)

'현재 재생 중 (Now-playing)' 화면에서 볼륨을 조절할 때 누르십시오.
 메뉴, 트랙 또는 방송 목록을 살펴볼 때 누르십시오

 선택할 때 누르십시오

27 28

26.  - 다음 방송이나 트랙으로 건너뛸 때 누르십시오
27.  - 이전 방송이나 트랙으로 건너뛸 때 누르십시오

32 2628. 프리셋(PRESET) –눌러서 저장된 방송을 불러오거나, 
      또는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라디오 방송이 저장됩니다

29. 소스(SOURCE) - 오디오 소스를 변경할 때 누르십시오

30. 알람/슬립(ALARM/SLEEP) – 
     한번 누르면 알람 1, 두 번 누르면 알람 2가 설정되며,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슬립 타이머가 설정  
      됩니다

33 25

31. 메뉴(MENU) - 메뉴를 보거나 이전 메뉴 또는 폴더로 이동할   
      때 누르십시오 24
32. 정보(INFO) - 현재 청취중인 방송이나 트랙에 대해 표시되는 
       정보를 바꿀 때 누르십시오

33. 표시등 - R4가 작동 중일 때 켜지며,. 블루투스 페어링 대기 상태 
      또는 리모컨의 키를 누를 경우에 깜박입니다

키를 누르고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누르기 = 건들이거나 눌렀다가 즉시 놓습니다
누르고 있기 = 2초간 눌렀다가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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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

34. (스탠바이, STANDBY) - 라디오의 
      전원을 켜거나 끌 때 누르십시오

40 35 KOR

35.          /선택 (SELECT)  - 트랙을 재생/일
시 정지하거나 라디오의 음을 소거할 때, 
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할 때 누르십시오

36 37

CR203240
36.   - 이전 방송/트랙/메뉴 옵션으로 

     건너뛸 때 누르십시오 39 38
37.   - 다음 방송/트랙/메뉴 옵션으로 

     건너뛸 때 누르십시오 34 41
38. 소스(SOURCE) - 오디오 소스를 
      변경할 때 누르십시오

39. 메뉴(MENU) - 메뉴를 보거나 이전 메뉴    
      또는 폴더로 이동할 때 누르십시오

40. 볼륨(VOL) -  + 또는 - 를 눌러서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배터리 장착41. 프리셋(PRESET) - 저장된 방송을 불
러올 때 누르거나, 또는 2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라디오 방송이 저장됩니다

42
1. 배터리 커버를 눌러 당겨서 뺀 다음, 
배터리를 제거하십시오

당기십시오
2.새 CR2032 동전형 리튬 배터리를 
스프링 접촉부 아래로 밀어 넣으십시오. 
이때 +가 표시된 평편한쪽이 위로 와야 
됩니다

주의:리모컨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주황색 플라스틱 끈 (42)
을 제거하여 배터리가 
작동되도록 하십시오. 3.배터리 커버를 제자리로 밀어 넣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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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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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R4 ,

.
 R4 ,

.

R4  Ruark Audio 
.

KOR

ruarkaudio

2. R4 , .
,  (CONTROL KNOB)

.

AC  R4  AC 
AC

3. AC
Select sourceR4  AC  (ON)'

.  R4 . <       D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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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FF)'  R4

.  '(OFF)' 
.

.  (MENU)
,  (CONTROL KNOB)

.

' (Now-playing)'
45, . Display
46 <Standby brightness>

42

45.
46.43 BBC Radio 2

44 Steve Wright in the ,
-

42. - (CONTROL KNOB)
43. /
44. , ,

- (CONTROL KNOB)

- (MENU)

-  (Now Playing)
(MENU)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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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playing)' 
(CONTROL KNOB) .

KOR

 Volume (HP) . FM

. FM' .
:

.
,

. DAB
.

,
. (SOURCE) ,

,
. (

.)

 (MENU) >  (Station list)
.,

.
 'D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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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또는      를 누르고 있으십시오.(블루투스에서는 작동 안 될 수도 있음).

또는

폴더나 앨범에 있는 다음 곡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고, 

현재 트랙의 시작 부분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십시오. 

다시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건너뜁니다.



USB  CD 
 (Save preset)  (PRESET)
,  (CONTROL KNOB)

, ,
,  (Empty)'

.

 (MENU) >  (Browse)  CD  USB 
.

.
,

.

CD
 CD . CD

.
,

. USB
 USB  USB 

. USB 
. (PRESET) ,

,
. (

.)  (INFO) /

R4 .

, R4 .
' ' .

:  (MENU) >  (System) >  (Audio) > 
 (Bass)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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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s),  (Sub)  (treble)
>  >  >  , 

 (CONTROL KNOB) ,
,

 >  >  >  (Timeout)
KOR '  (ON)' ,  20

. ,
.

 (Loudness)
 >  >  > 

' '
.  (ON)  (OFF)

.

 >  >  (Date and Time)
 DAB  FM ( )

.

.
3D

3D
.  (ON)  (OFF) 

.

 >  >  > 3D

 >  >  (Inactive standby)
R4  2 ,

.  '
(ON)' . >  >  (Display)

,  '  (On level)'
,  '  (Standby level)'

.  '  (Off)'
, .

 >  >  (Factory Reset)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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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스누즈 및 슬립

알람 설정 스누즈

알람을 활성화하면 알람 아이콘이 나타나며 알람이 울릴 때 아이콘

이 깜박입니다.
컨트롤 놉을 눌러서 알람 작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다음, 다시 
눌러서 스누즈 작동 시간 (5, 10, 15 또는 30분)을 늘리십시오.

알람 (ALARM)을 한번 눌러서 알람 1을, 그리고 두 번 눌러서 알람 2
를 설정하거나 변경한 다음, 컨트롤 놉 (CONTRL KNOB)을 눌러서 
알람 1 또는 알람 2를 선택하십시오.

소리를 내거나 스누즈 기능이 작동하도록 설정된 알람을 취소하려

면, 컨트롤 놉을 2초 동안 누르고 있거나 알람을 누르십시오.

슬립 타이머
R4가 스탠바이 상태로 자동 전환되는 시간을 설정하려면, 슬립 
(SLEEP)을 2초 동안 누르십시오. 그리고 컨트롤 놉을 누른 다
음, 놉을 돌려서 지연 시간을 분 단위 (끄기, 15, 30, 45, 60, 90)
로 선택한 후에, 마지막으로 놉을 다시 눌러서 선택한 시간을 확
정하십시오, 그러면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스탠바이 밝기’ 설정

으로 바뀝니다.또한 알람 반복 (매일, 한번, 주말 또는 주중) 여부와 소스를 선택

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알람을 즉시 켜거나 끄기
알람을 한번 눌러서 알람 1을, 그리고 두 번 눌러서 알람 2를 선택

한 다음, 컨트롤 놉을 눌러서 켜기 (On) 또는 끄기 (Off)를 선택한 
후, 마지막으로, 놉을 눌러서 설정 내용을 저장하십시오.

R4는 스탠바이 상태일 때도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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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SOURCE) , CD

(CONTROL KNOB) ,
.

 R4  CD 
.

MP3  AAC
 >  (Browse) ,

.

KOR

 <  (Track name) > .
.

.
.

 <  (Folder name) >> .
./

.
< (Root)   >>  USB  CD .

'  (Now playing)' 
, .

 (INFO)
 (MENU) >  (Info)

,  (Artist),  (Album),  (Track 
number)  (Time and date)

.

KOR-15

재생을 멈출 때까지         를 누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전체 트랙 수가 표시됩니다.

폴더나 앨범의 다음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고, 

현재 트랙의 시작 부분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십시오. 

다시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건너뜁니다.

또는        를 누르십시오.



USB
 (SOURCE) , USB

(CONTROL KNOB) ,
.  R4  CD 

.

USB
USB  >  (Browse)

,
.

USB .
 USB ( , Root) .

 <  (Track name) > .
.

.
.

/

 <  (Folder name) >> .
.

.

'  (Now playing)' 
information,

.  (INFO)
,  (MENU) > 

 (Info) ,  (Artist),  (Album), 
 (Track number)  (Time and 

date)

.

 WMA  AAC  R4
.

KOR-16

                      까지         를 누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전체 트랙 수가 표시됩니다.

        또는         를 누르십시오.

폴더나 앨범의 다음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고, 

현재 트랙의 시작 부분으로 건너뛰려면        를 누르십시오. 

다시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건너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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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충전 오디오 입력 레벨
USB 기기를 충전하려면 적절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 후
면에 있는 USB 소켓에 그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R4는 아이폰 및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과 윈도우 폰을 비롯한 거
의 모든 종류의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지만 애플 아이패드, 아이

패드 미니 또는 5W (5V 1A) 이상의 전류가 필요한 기기는 지원하

지 않습니다

보조 입력부나 옵티컬 입력부를 통하여 재생되는 오디오 레벨이 
다른 소스에 비해 너무 낮거나 높을 경우에는 메뉴 (MENU) > 
입력 레벨 (Input level)을 선택하여 입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KOR

헤드폰
R4 전면에 있는 3.5mm 스테레오 잭 소켓 (12)에 헤드폰을 연
결하십시오.
헤드폰 볼륨은 본체의 스피커 볼륨과는 별도로 조절되기 때문

에 헤드폰을 꽂았을 경우에는 볼륨이 Volume (HP)로 표시됩니

다.

전면/후면 오디오 입력부
기기 전면에 있는 보조용 소켓에 3.5mm 스테레오 잭 케이블을 연
결하거나, 또는 기기 후면에 있는 보조용 입력부에 포노 (RCA) 케이

블을 연결하여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같은 외장용 오디오 기기를 들
을 수 있습니다. 최상의 음질을 위해서는 보조용 기기의 볼륨 레벨

을 약 3/4으로 조절할 것을 권장합니다.
소스 (SOURCE)를 누른 다음, Front Aux 또는 Rear Aux가 표시될 
때까지 컨트롤 놉 (CONTROL KNOB)을 돌리거나 소스를 반복해

서 누른 후, 놉을 눌러서 선택하십시오.

라인 출력
R4는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이 가능하므로 기기 후면에 있는 포노 
(RCA) 소켓을 통해 R4를 다른 오디오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라인 레벨 출력이라고 하며, 볼륨은 외장 기기에서 조절

됩니다.

옵티컬 오디오 입력부
R4 후면에 있는 옵티컬 입력부에 옵티컬 케이블을 연결하십

시오. 소스를 누른 다음, Optical이 표시될 때까지 컨트롤 놉
을 돌리거나 소스를 반복해서 누른 후, 놉을 눌러서 선택하십

시오.

주의: 오디오 입력 레벨이 너무 높아서 소리가 찌그러지며, 너무 낮
으면 다른 소스에 비해 재생 볼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
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 오디오 기기의 볼륨이나 R4의 입력 레벨
을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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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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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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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이전 트랙 재생 페어링된 기기 연결
버튼          를 누르면 폴더나 앨범에 있는 다음 곡으로 건너뛰며, 이전에 페어링했던 기기를 연결하려면, 메뉴 > 페어링 기기 

(Paired device)의 페어링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
최대 10개의 기기를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번에 한 기기에서만 오
디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버튼          를 누르면 현재 트랙의 시작 부분으로 건너뛰고, 다시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건너뜁니다.

KOR

볼륨 조절
재생 볼륨을 다른 소스와 같도록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블
루투스 기기의 볼륨을 조절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R4
의 볼륨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재생 볼륨을 조절하십시

오.

페어링 기기 목록 삭제
블루투스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모든 페어링 정보의 
삭제를 권장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메뉴 > 기기 잊기 (Forget 
devices)를 선택하십시오.
또한 R4에 어떤 블루투스 기기를 다시 페어링하려면, 그 전에 
사용자의 블루투스 기기에 있는 페어링 목록에서 Ruark R4를 
삭제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사용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www.delfin.co.kr  또는 
www.ruarkaudio.com 를 방문하십시오.

'현재 재생 중 (Now-playing)'정보
사용자의 블루투스 기기와 앱이 블루투스 메타데이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 정보 아래에 트랙 명이 표시됩니다. 표시 내용을 바
꾸려면 정보 (INFO)를 눌러서 추가 옵션의 반복되는 항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메뉴 (MENU) > 정보 (Info)를 선택한 다음, ‘아티스트 
(Artist), 앨범 (Album), 트랙 번호 (Track number) 또는 시간 및 날
짜 (Time and date)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작동 범위
일반적으로 R4으로부터 최대 10m이지만, 벽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 연결
현재 연결된 기기를 해제하고 새로운 기기를 연결하려면 메뉴 > 
기기 연결 (Connect device)를 선택하십시오. 주의: R4에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블루투

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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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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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불량 또는 송출 중단 방송 제거
미약한 (알아듣기 어려운), 또는 송출이 중단된 방송은 방송 이름 
앞에 ‘?’가 붙습니다. 메뉴 (MENU) > 잘라내기 (Prune)을 선택하

여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KOR

방송 목록 순서
DAB 방송 목록은 알파벳-숫자 순, 앙상블 (Ensemble, 동일 종
류 모음) 순 또는 유효 (Valid) 순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알파

벳-숫자 순은 방송을 알파벳 순으로, 앙상블 순 그룹의 방송은 함
께 송출되는 방송끼리, 유효 순은 수신 가능한 방송이 먼저 나열

되며, 수신 불가능한 방송 (‘?’로 표시)은 나중에 나열됩니다.

방송 목록 순서를 변경하려면 메뉴 > 방송 목록 순서 (Station 
order)를 선택한 다음, 알파벳-숫자 (Alphanumeric – 기본 설
정), 앙상블 (Ensemble) 또는 유효 (Valid) 중에서 선택하십시

오. 유효에서는 수신 가능한 방송이 먼저 나타나며 수신 불가한 
방송 (‘?’가 표시된)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수신 최적화를 위해 외장 안테나를 사용하십시오.
함께 제공된 텔리스코픽 안테나를 사용 중이면 안테나를 끝까지 
뽑은 다음, 위치를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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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규격

• 2 x 3.5 인치 특주된 하이파이 드라이버 전원 

• 4.0 인치 서브우퍼 • 입력 전원 100-240VAC, 50-60Hz 최대 1.5A KOR

• 저역 반향을 위해 튜닝된 캐비닛 외형수치 
• 60w의 정격 출력 • 크기: 440x250x115mm (17.3x9.8x4.5 인치)
• 개선된 3D 사운드 프로세서 • 무게: 8.5kg (18.7 lbs)
• DAB*, DAB+* 및 RDS기능과  FM 튜너 

• F형 연결부가 장착된 착탈식 DAB/FM 안테나

• 보안용 슬롯

• OLED 디스플레이

• 완벽한 기능의 리모컨

• MP3, WMA, AAC - 지원 포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delfin.co.kr  또는 www.ruarkaudio.com 방문

입출력부

• A2DP, aptX 블루투스 

• 전면 (Front Aux) 오디오 입력부 - 3.5mm 스테레오 잭

• 후면 (Rear Aux) 오디오 입력부 - 스테레오 RCA/포노

• 라인 출력 오디오 출력부 – 라인 레벨 스테레오 RCA/포노 문제 해결 
• 3.5mm 헤드폰 출력부

본 제품에 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 웹사이트
의 고객 지원 페이지에 설명된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USB 2.0 재생, 5W (5V 1A) 출력

*미국 버전에는 불포함 www.delfin.co.kr 
www.ruarkaudio.com

KOR-23



안전 및 규제 관련 정보 

● 본 사용자 가이드를 읽어본 다음에 모든 지시를 그대로 따르면, 본 제품의
   적절한 설정 및 작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기기용으로 지정된 장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본 시스템이나 액세서
리를 개조하지 마십시오. 승인 받지 않은 개조는 안전, 규제 준수 및 시스템 성능
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모든 경고 사항에 유의하고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사용자 가이드를 보관 

   하십시오..

● 손상된 기기는 위험한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시용을 시도하지 마

   십시오.

● 제공된 안테나 또는 승인된 대체품만 사용하십시오.

● 화재 또는 전기 감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기기를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본 기기를 액체가 떨어지거나 튀기는 곳에서 노출시키지 
말고, 꽃병같이 액체가 담긴 물건을 올려놓거나 기기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모든 전자 제품과 마찬가지로, 본 시스템의 어떤 부분에도 액체를 쏟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액체는 고장과/또는 화재 위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본 기기를 열거나 패널을 제거하여 내부에 있는 전자 부품을 노출시키지 마

   십시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 모든 서비스는 유자격 서비스 인원에 의뢰하십시오. 전원 공급장치 코드나 플러
그가 손상되었다든지, 액체를 쏟거나 외부 물체가 기기 안에 떨어졌다든지, 기기
가 빗물이나 습기에 노출되었다든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떨어뜨린 
경우와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기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번개가 치거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기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
해 플러그를 빼어놓으십시오.

● 본 기기는 후면 패널에 나열된 AC 전압 또는 제공된 전원 공급장치로만 작동할 
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시된 규격 외의 다른 전압으로 작동하면, 수리 불가능
한 기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제품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 화재 또는 전기 감전을 배제하기 위해, 전원 콘센트, 연장용 코드, 일체형 
전원 콘센트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 음악을 큰 소리로 오랫동안 들으면 청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헤드폰을 
사용하여, 특히 장시간 동안 들을 때에는 극히 높은 볼륨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최
선의 대책입니다.

● 본 기기와 함께 제공된 전원 공급장치나 승인된 대체품만 사용하십시오.

●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된 리모컨에는 동전 모양의 리튬 셀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삼키지 마십시오. 새 배터리와 사용한 배터리에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
도록 하십시오. 누설 또는 손상된 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기기를 막힌 공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환기가 되도록 기기 주위에 최소한 
10cm의 공간을 두고, 커튼이나 다른 물체가 절대로 본 기기의 환기구를 가리지 않
도록 하십시오.

● 전원 어댑터, 전원 플러그 또는 기기 연결용 전원 커넥터는 필요할 경우, 공급 전
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반드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시스템을 전원과 완전히 분리하려면 전원 어댑터, 전원 플러그 또는 
전원 커넥터를 소켓에서 빼놓으십시오

동전형 리튬 배터리에 관한 안전 경고: 본 기기의 리모컨에는 삼
키면 화학 열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동전형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습니다. 새 배터리나 사용한 배터리는 어린이들이 손대지 않
도록 하십시오. 만약 배터리를 삼킨 것으로 생각되면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십시오. 배터리액이 새거나 손상된 배터리는 만지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규격
에 명시된 배터리나 동등픔을 사용하기바랍니다.

● 본 기기 근처에 불이 켜진 양초같은 노출 화염원을 두지 마십시오. 라디에이
터, 난로 또는 열을 방출하는 기기 (앰프 포함)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과도한 열기나 냉기를 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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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는 폐기된 전기 및 전자 장비에 관한 European 
Directive 2002/96/EC에 따른 레이블이 붙어있습니다. 이 심볼
은 본 제품 또는 관련 배터리를 일반 가정 쓰레기로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모든 전기 기구와 마찬가지
로, 본 제품을 해당 지역 규정에 따라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비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방해 전파를 유발하는 경
우에는, 사용자가 다음과 같은 대책 한 두 가지를 실행하여 방해 전파를 
처리하도록 권장합니다.

KOR●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본 장비와 수신 장치 사이의 거리를 더 띄우십시오.

● 수신 장치가 연결된 배선 회로와 다른 배선에 연결된 전원 콘센트에 본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CE 규정 준수 정보 

본 제품은 법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EU Directive 규정을 준수합니다. 지
역 대리점, 판매점 또는 Ruark Audio에 문의하면, Declaration of 
Conformity 책자를 무료로 구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Ruark Audio는 본 R4 mk3가 Directive (법적 명령) 1999/5/EC의 
중요 규정 및 관련 항목을 준수하고 있음을 언명합니다.

● 대리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FCC Part 15 Class B 디지털 기기 검증 규정에 의한 승인됨.

무선 주파수 노출에 관한 경고 (2.4GHz)

본 장비는 반드시 제공된 설명에 준하여 설치 및 작동해야 하며, 본 송출 
장치용 안테나는 반드시 사람으로부터 20cm 이상 이격된 거리에 설치
하되, 어떤 종류의 다른 안테나나 송출 장치와도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
거나 함께 작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사용자와 설치자는 무선 주파
수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안테나 설치 지침과 송출 장치 작동 조건을 양
지해야 합니다. 

FCC 관련 규정 준수 정보 (미국 버전에 한함)

본 제품은 Part 15 of FCC Rules를 준수합니다. 본 제품의 작동은 다음
과 두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방해 전파를 유발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2) 본 기기는 원하지 않은 작동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방해 전파를 포함하여, 
수신되는 모든 방해 전파를 처리해야 합니다.

주의
Ruark Audio의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종류의 개조는 본 장비 작동에 관해 
FCC가 사용자에 부여한 권한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 장비는 Part 15 of FCC Rules에 의한 Class B 디지털 기기 허용치 준수 
여부 시험과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허용치는 주거 환경에 설치했을 때, 
유해한 방해 전파로부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책정되었습니다, 본 장비
는 무선 전파 에너지를 발생, 사용하며, 방사할 수도 있으며, 지시에 따라 설
치 및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선 통신에 유해한 방해 전파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설치한다고 해서 방해 전파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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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클래스 I 형구조
본 기기는 반드시 접지해야 합니다.

경고: 감전 위험이 있음. 개봉하지 말 것. 본 장비 내부의 전압은 인체에 유
해합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자격 서
비스 인원에 의뢰하기 바랍니다.

본 장비는 눈에 해를 끼치는 레이저 다이
오드가 장착되어있습니다. 케이스를 열거
나 장치의 어떤 부품이라도 원래 의도한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시
도하지 마십시오.

CLASS 1
LASER PRODUCT본 기기는 전원 소켓 가까이에 두도록 하며 전원 스위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본 기기는 전원 소켓 가까이에 두도록 하며 전원 스위치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정삼각형 안에 있는 감탄사 모양의 심볼은 본 기기에 관한 서비스 
책자에 중요한 작동 및 관리 지침이 있다는 것을 사용자에게 경고
하는 의미입니다.

경고: 본 제품은 기기 후면 패널에 열거된 AC 전압 또는 본 제품과 함께 제공
된 전원 공급장치로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시된 규격 외의 다른 

전압으로 작동하면, 수리 불가능한 기기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며, 제품 보
증이 무효화됩니다. AC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하면 본 제품 작동용으로 설계
되지 전압이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댑터 제품에 분리형 

전원 코드가 장착되어있는 경우에는 본 기기와 함께 공급된 제품이나 해당 

지역 대리점/판매점이 제공한 종류만 사용하십시오. 공급 전압을 확실히 모
를 경우에는 지력 대리점과/또는 판매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KOR-26



DA

DE 

FR

IT

ES

NL

NO

보증 관련 정보 제품 관리
당사는, 사용자가 적절한 관리와 주의를 한다면, 구입 일자로부터 2년
간은 제품 결함이 없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우연한 파손 (어떤 이유든
지 간에), 과도한 마손 및 절개, 유기된 제품 또는 승인 받지 않은 개조
에 따른 결함은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 부드럽고 보푸라기가 생기지 않는 걸레나 약간 축축한 천으로 닦으십
시오. 왁스 스프레이나 다른 물질을 사용하면 표면의 마감 부분을 손상
시키거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KOR
● 본 기기를 직사광, 고습, 먼지, 과도한 진동 또는 극히 높은 온도에 노
출시키지 마십시오. 마감 처리, 성능 및 기기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권장 작동 온도 범위는 5°C ~ 40°C입니다.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웹사이트 www.ruarkaudio.com를 통하여, 
또는 01702 601410으로 직접 연락해 주시면 처리 방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제품 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원래 포장상태 그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품을 직접 
반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탁송업체를 통하여 운송료 선
불로 보내 주십시오. 원래 포장재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에서 대체용 포
장재를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산 원목으로 마감한 캐비닛은 시간이 지나거나, 특히 햇볕에 노출
되면, 변질되거나 색깔이 짙어집니다.

저작권 및 등록 상표
© 2015 Ruark Audio. All rights reserved. Ruark Audio, Ruark Audio 
로고, 그리고 기타 Ruark Audio 상표는 Ruark Audio 소유이며 등록되
어있을 수도 있음. 모든 여타 등록상표는 해당 소유업체의 재산임. 
Ruark Audio는 본 사용자 안내서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오류에 대해
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또한 본 사용자 안내서에 포함된 정보는 사
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및 관련 로고는 Bluetooth SIG Inc. 소유의 등록상표입니
다.
aptX ® 및 관련 로고는 CSR pic 소유의 등록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해외에서 판매된 제품에 대한 보증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입한 제품은 구입한 나라의 수입회사가 보
증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Ruark 수입회사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법에 명시된 구입자의 권리를 본 보증 조건에 의해 
변경하거나 또는 묵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오기 및 누락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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