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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트위터에서 만나서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SMSAudio, @50cent

궁극의 성능, 편리성, 스타일 및 사양을 갖춘 개인 오디오 제품을 
고객님께서는 구매하셨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새로 구입한 헤드폰의 작동과 조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본 설명서에는 주의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음원을 너무 큰 소리로 들으면 영구적인 청력 손상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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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



Carmelo Anthony



6 6MM 드라이버
프로페셔널 튜닝
스튜디오 제작 수준의 사운드

KO
프로페셔널 튜닝의
탁월한 성능의 헤드폰

나노 코팅
땀과 물에 대한 최대 내수성을
제공하는 나노테크놀로지

스테이핏 윙
이어버드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는 
디자인

MFI 코드
3 버튼 마이크, 볼륨 조정 기능

인이어

w i r e l e s s  s p o r t



경고: 매우 높은 볼륨으로 오랫동안 음악을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커지지 않도록 이어폰을 귀에 꼽기 전에 
소리를 조정하십시오.

주의: SMS Audio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개조 또는 변형하는 경우, 이 기기를 작동하는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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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본 기기는 IPX4 등급의 내수성에 
부합합니다. IPX4 등급에는 기기의 모든 
방향에서 뿌려지는 물에 노출되어도 심각한 
손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기기는 방수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물로 씻거나 물에 넣어두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사항



패키지 내용물

1) SMS Audio Sync by 50 인이어 블루투스 헤드폰

2) USB 충전 케이블

3) 패시브식 잡음제거 팁 (S,M,L)

4) 스테이핏 윙 (S,M,L)

5) SMS Audio 스티커

6) 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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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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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에서 언급되는 버튼 설명과 
다른 기능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스테이핏 윙

스테이핏 
위치

조정 가능 
이어 인서트

마이크로 USB 
포트 

보호커버

LED 
표시기

마이크로 
USB 포트

다기능 버튼 MFB

볼륨 높이기 / 다음트랙 키

볼륨 낮추기 / 이전트랙 키

살펴보기



시작하기

경고: 인이어 헤드폰을 귀 속에 너무 깊숙이 넣지 마십시오. 너무 
깊숙이 넣는 경우 고막에 영구손상을 입힐 수도 있으며, 음질이 
떨어져 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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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충전하기

마이크로 USB 포트커버를 열고 충전 케이블의 마이크로 USB 끝부분을 왼쪽 
이어컵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헤드셋을 컴퓨터의 마이크로 USB
나 벽면 콘센트 마이크로 USB 어댑터에 연결시킵니다. 헤드셋이 연결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표시기의 적색 라이트가 켜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적색 라이트가 꺼집니다.

유의: 기기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최소 8시간 이상을 충전해 주십시오.

전원 켜기/끄기

전원 켜기 > 3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으며 전원이 켜집니다. 
LED 표시기가 4초마다 깜박거리게 됩니다

전원 끄기 > 3초 동안 계속 누르고 있으며 전원이 꺼집니다. 
LED 표시기가 꺼지게 됩니다.

빠른시작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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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링 방법      
 

 “페어링”이란 2개 이상의 블루투스 사이에서 신뢰적 관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기 사이에 통신하기 전에 해당 기기 사이에 
페어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페어링 정보는 이후 사용을 위해 
저장되며, 다음 번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상호 인식하게 
됩니다.    
 
유의: 헤드셋이 오디오 기기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해당 오디오 기기는 A2DP 
호환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연결하려는 오디오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iPhone™, iPod touch® 또는 기타 
기기와 페어링 방법     
 

1. 페러링하려는 기기를 Sync by 50 인이어 블루투스에서 30 cm 
이내에 위시시킵니다.      
 

2. MFB 을 약 5초 동안 누르거나 LED가 적색과 청색으로 번갈아 
깜박거릴 때까지 누릅니다. 그러면 헤드셋은 “페어링” 모드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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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에서 블루투스 찾기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폰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4.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기 목록에서 Sync by 50 in-ear BT를 
선택하고, 화면 상의 설명에 따라 진행합니다.    
   

5. 화면 상의 설명에 따라서 페어링 코드 “0000”를 입력합니다. 
페어링이 성공하면 적색 LED 지시기의 깜박거림이 멈추게 됩니다. 
Sync by 50 인이어 블루투기 기기 ID가 스마트폰의 기기 목록에 
저장되며, 다음 번의 사용시에 페어링 코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Sync by 50 인이어 블루투스 사용 기기와 페어링 된 후에 
스마트폰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시작하면, 음악이 헤드폰에서 
재생됩니다.

페어링



오디오 재생하기KO | SYNC by 50 In-Ear

오디오 재생하기 

휴대폰에서 오디오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Sync by 50 in-ear B.T를 통해 재생을 선택합니다     
   

오디오는 헤드셋에 자동으로 스트리밍하게 됩니다.     
   

MFB를 한 번 두르면 오디오의 재생이 일시 정지하고 다시 누르면 오디오의 
재생이 계속됩니다.      
 

볼륨 높이기나 낮추기 단추를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며, 볼륨 수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유의: 볼륨 조정이 최대 또는 최소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 신호음이 발생됩니다. 
       

전화 통화 중이거나 음악을 재생하는 중에는 Vol+이나 Vol-를 통해 볼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대 또는 최소 볼륨에 이르렀음을 나타내는 신호음이 
헤드폰에서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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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앞으로 또는 뒤로 선택하기    
   

볼륨 높이기를 두 번 누르면 다음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볼륨 낮추기를 두 번 누르면 이전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유의: 일부 오디오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이전 트랙을 선택하면 
현재 트랙의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의: 이 기능은 블루투스 A2DP 호환 음악 플레이어에 직접 연결된 
경우에만작동됩니다. 즉, 이 기능은 헤드폰잭으로 음악을 전송하는 
 “블루투스 트랜스미터” 어댑터와연결된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기능이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호환 기기의 목록은 www.smsaudio.com에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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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응답 
       

수신 호출 응답/종료 > MFB를 한 번 누르기     
  

마지막 통화 재다이얼 > MFB를 두 번 누르기     
  

통화 거부 > MFB 길게 누르기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음악을 재생하는 경우, 수신 호출이 있는 경우 짧은 
신호음이 듣게 됩니다. MFB를 한 번 누르면, 통화에 응답할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누르면 해당 통화가 종료됩니다. 통화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음악은 
일시 정지되며, 통화가 종료되면 음악 재상이자동적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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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블루투스:   CSR 블루투스 4.0 8645 칩셋, 2.1에서 APTX | 
A2DP 프로파일 포함 

프로파일:  HSP, HFP, A2DP, AVRCP 

주파수 응답: 20 - 20,000Hz 

S/N 비율: <2%

범위: 최대 10 미터 (30 피트) 

작동 시간: 오디오 및 통화로 최대 8 시간* 

대기 시간:  최대 250 시간 

충전 시간:  2-3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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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 Audio LLC (이하 “SMS”)는 본 제품이 공인판매자로부터 원래 포장상태의 신제품을 
구매하고, SMS의 사용설명 및 권장사항 따라 사용한 원구매자에게 본 제품의 소재와 작동이 
구입할 당시에 존재하고 않으며 포함된 제품문서 사양에 따라 작동시킬 때에 제품의 고장을 
유발하는 결함이 없음을 제품을 원래 포장상태로 공인판매자에게서 구매한 날짜의 1년의 기간 
동안 보장합니다.

이러한 결함이 발생하고 유효한 청구를 보증기간 이내에 SMS가 수신한 경우에는, SMS는 재량에 
따라 (a) 새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제품 무료 고장 수리하거나 (b) 해당 제품을 신제품이나 
새 부품 또는 중고 부품을 이용해서 제조한 제품이나 원래 해당 제품과 최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리 또는 교체를 청구/신청하려면, 본 보증의 약관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증빙서류(
영수증), 결함 설명 및 배송 선지불 서류(우편환)를 포함해서 다음으로 보내 주십시오.

SMS Audio, LLC Attn: SMS Warranty 1159 Logan Circle, NW Atlanta GA 30318.

반환배송료 및 처리료 $5을 우편환(지급대상자: SMS Audio, LLC)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배송비용과 해당 제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본 보증서의 미적용 사항: (a) 개인 비상업적 이외의 사용, 사고, 남용, 오용, 오적용에 의한 제품 
손상, (b) SMS 이외의 사람에 의해 정비 또는 서비스를 받아서 생긴 손상, (c) SMS 이외의 사람에 
의해 변조 또는 변형된 제품이나 부품, (d) SMS 일련번호 또는 제품식별번호가 제거 도는 손상된 
경우, (e) 과열, 추위, 태양, 물 또는 기타 액체, 화학물, 동물, 먼지, 모래 도는 기타 오염물에 노출된 
경우, (f) 제품을 중고상태, 포장지가 없는 상태로 구입했거나, 재판매, 리스, 대여 또는 다른 상업적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 (g) SMS의 통제권이 바깥에 위치하는 행위, 예를 들면 공공기물파괴범죄, 
화재, 폭풍, 지진, 홍수 또는 신의 영역의 경우.

어떠한 SMS 판매자, 재판매자, 대리점, 직원도 본 보증을 변경, 확장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한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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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증 하의 SMS의 책임범위는 위에서 규정된 제품의 수리 및 교체로 한정되며, 어떠한 경우에서 
당사의 책임은 지불된 구매비용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주 안에서, 본 보증과 상기에서 규정한 법적대응은 배타적이며, 기타 
모든 보증, 법적대응, 조건(구두 또는 서면, 명시적 또는 암시적 여부와는 무관)을 갈음합니다. 
SMS는 구체적으로 상품적합성 및 향유에 방해받지 않을 자유 또는 제3자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침해로부터의 자유에 등에 대한(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모든 암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SMS
가 관계 법률에 의해 암시적 보증을 부인 또는 제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최대의 범주에서 
이러한 암시적 보증의 청구권한은 본 보증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소멸됩니다.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주 안에서, SMS는 보증이나 본 제품의 상태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 특별적, 사고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떤 기타 법률이론의 하위에서도 
없습니다.

본 한정된 보증과 본 한정된 보증에서 유발 또는 관련되거나, 제품, 문서, 포장이 상태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법외사법의 적용원칙과 상관없이 미국 뉴욕주의 법률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미국 뉴욕주, 뉴욕 카운티에 
위치한 주법원 및 연방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며, 모든 분쟁에 대한 배타적인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한정된 보증은 고객에게 특정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본 한정된 보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별 또는 재판관할권별에 따라 다른 권한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이전 또는 배당될 
수는 없습니다.

본 한정된 보증의 일부 조항이 법적 타당성이 없거나, 무효 또는 비실현성을 가진 경우, 해당 
조항만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조항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본 
한정된 보증의 영어본 보증과 다른 언어본에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 보증이 우월한 
지위를 갖습니다.

보증과 관련된 정보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warranty@SMSaudio.com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교환 및 환불

원구매일 15일 이내에 제품(교환/환불 청구)은 다른 SMS 제품으로 교환되거나, 환불을 위해 
반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다음의 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교환 또는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교환상품번호(Return Merchandise Number: 이하 
"RMA")가 있어야 하고 SMS은 원래 포장 슬립/UPC 라벨의 제품과 더불어 교환/환불 기간을 
증빙하는 구입서류(영수증 등)를 함께 수령해야 합니다. RMA는 10일 동안 유효합니다. RMA 
번호는 고객서비스팀, warranty@SMSaudio.com로 연락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포장 슬립의 제품, 구입일을 증빙하는 서류, RMA 번호와 더불어 교환 (그리고 교환되어 
주문하려는 다른 SMS 제품명) 또는 환불인지를 명시한 메모를 함께 다음으로 보내 주십시오.
SMS Audio, LLC Attn: SMS Warranty 1159 Logan Circle, NW Atlanta GA 30318.
신상품의 교환 또는 환불로 인해 발생하는 배송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SMS 발수신의 배송에 
대한 배송비용과 해당 제품의 분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환/환불 기간 동안의 유효한 교환/환불 청구를 수신하는 즉시, 교환의 경우 SMS는 교환된 
제품의 구입가격(세금, 배송료/처리료/보험료/관세 제외)을 재고가 있는 SMS 제품에 대한 온라인 
주문의 가격에서 빼 드립니다. 환불의 경우에는, SMS는 제품의 구입가격(세금, 배송료/처리료/
보험료/관세 제외)을 환불 청구를 받은 날에서 30일 이내에 환불하게 됩니다.
SMS Audio는 신품과 유사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환 또는 교환을 거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품과 유사한 제품이란 원래 겉포장지에 모든 장비, 포장, 보증, 사용자 
설명서 및/도는 액세서리의 전체 제품으로 손상(마모 또는 마멸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재고가 있는 제품의 온라인 주문에는 일반적으로 주문을 받은 후 2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주문을 취소하려면 24시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구입주문번호를 
warranty@SMSaudio.com로 보내주면, 환불처리가 시작됩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모든 
주문에는 SMS Audio가 부담하지 않는 관세 및 배송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정된 소비자 보증 KO | SYNC by 50 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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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melo Anthony



SMSaudio.com에서 등록하세요

©2014 SMS Audio, LLC, Delray Beach, FL 33445. 무단 전재 및 복제 금지. «SMS Audio»와 «SYNC by 50» 
및 각 관련 로고는 SMS Audio, LLC 또는 그 사용권소유자의 상표입니다. 

 표식은 SMS Audio, LLC 또는 그 사용권소유자의 상표입니다. iPod, iPhone, iPad는 미국 및 그 외의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Apple은 본 기기 사용이나 안전 및 규제사안 준수에 책임이 

없습니다.

제조일자: 2014-06-25
SMS-EBBT-SPRT 시리즈

기종등급

B급 기기
(가정용 정보통신기기)

1. 본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본 무선장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안내문

본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EAR WIRELESS SPORT
SMS-EBBT-SPRT
제조국: 중국
SMS AUDIO, LLC
2885 SOUTH CONGRESS AVE, SUITE D,
DELRAY BEACH, FL 33445, USA

수입업체:
Benda Magnetic Limited
Paul Galland
1 Computer Street PO Box 8542
Netanya, Israel 42504
전화 +972732660603
팩스 +972732660610
이메일: PolG@benda.co.il
제조연도: 2014

배터리 사양
5.0*2.0* 35mm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
작동 전원
50/100 mW
주파수 응답
20~20K Hz



SMSAUDIO.COM에서 등록하세요
외국어 번역본 제공: 

www.smsaudio.com/manu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