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Pod touch 정보
iPod touch 사용 설명서  www.apple.com/kr/support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iPod touch에서 Safari를 열고 를 살짝 누르십시오. iBookstore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취급 정보  iPod touch 사용 설명서에서 “안전, 취급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  iPod touch에서 설정> 일반 > 정보 > 저작권 > RF 노출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  iPod touch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Apple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교체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해서 재활용 또는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 
재활용 및 교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pple.com/kr/batteries로 이동하십시오.

청각 손상 예방하기  청각 손상을 예방하려면 장시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운드 및 청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pple.com/sound 및 iPod touch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Apple 1년 기한 보증 요약  Apple은 자재 및 기술 상의 결함에 대해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포함된 하드웨어 제품 및 액세서리를 보증합니다. Apple은 일반적인 마모 또는 
우발적이거나 남용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Apple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Apple 직영 소매점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AASP)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서비스 옵션은 서비스를 요청한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Pod touch 서비스는 구입한 국가에서만 받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 요금 및 국제 배송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 약관 및 세부 정보는 www.apple.com/
kr/legal/warranty 및 www.apple.com/kr/support를 참조하십시오. 활성화 과정에서 보증 
사본을 읽거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 혜택은 지역 소비자법이 제공하는 권리와 
더불어 적용됩니다.

For Canadian Consumers: Residents of Quebec are governed by that province’s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Les résidents du Québec sont régis par la législation 
sur la protection du consommateur de cette province.

규제  iPod touch에 대한 규제 정보, 보증 및 준수 표기는 iPod touc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일반 > 정보 > 저작권 > 규제로 이동하십시오. 추가 규제 정보는 iPod touch 사용 
설명서의 “안전, 취급 및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FCC 준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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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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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Â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Â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Â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Â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중요사항:  Apple이 승인하지 않은 제품 변경 또는 개조에 대해서는 EMC(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및 무선 준수가 적용되지 않으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효화됩니다.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와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조건 하에 
이 제품에 대한 EMC 준수가 검증되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기타 전자 제품과 발생할 
수 있는 간섭을 줄이기 위해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 및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준수 성명  This Class B digital apparatus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유럽 연합 준수 성명  Apple Inc.는 본 무선 장비가 R&TTE 및 EMF Directive의 필수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문은 www.apple.com/euro/complianc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장비는 5150~5350MHz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 시 실내 사용으로만 제한됩니다. 

  
일본 준수 성명—VCCI Class B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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