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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shuffle의구입을축하합니다.이장을통해 iPodshuffle의
기능및조절방법등을배울수있습니다.

iPodshuffle을 사용하려면,컴퓨터에 노래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을 넣고 iPodshuffle과 동기화

하십시오.

iPodshuffle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동 중에 듣기 위해 노래 및 재생목록 동기화

•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사한 방송인 podcast를 다운로드하여 듣기

• iTunesStore나 audible.com에서 구입한 오디오북 듣기

• iPodshuffle을 외장 디스크로 사용하여 파일 및 기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백업하기

iPodshuffle의새로운기능
• 이동 중에 쉽게 iPodshuffle을 조절할 수 있는 AppleEarphoneswithRemote
• 여러 재생목록 및 오디오북 지원

• 노래 및 아티스트 이름,재생목록의 메뉴,오디오북,podcast및 배터리 상태와 기타 메시지를

알려주는 새로운 VoiceOver기능

• iTunes에서 음악 및 기타 콘텐츠 동기화로 향상된 유연성

경고:부상을 피하기 위해 iPodshuffle을 사용하기 전에 이 설명서에 있는 모든 동작

지침 및 32페이지의“안전 및 취급”의 안전 정보를 읽으십시오.

iPodshuffle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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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을통해 iPodshuffle의기능및조절방법등을배울수
있습니다.

iPodshuffle패키지에는 iPodshuffle,AppleEarphoneswithRemote및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할 USB2.0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odshuffle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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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EarphoneswithRemote를사용하려면,
n 이어폰을 iPod shuffle의 이어폰 포트에 꽂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림과 같이 이어버드를 귀에

꽂으십시오. 리모컨의 단추를 사용하여 재생을 조절하십시오. 

Apple In-Ear Earphones with Remote and Mic 및 Apple Earphones with Remote and
Mic과 같은 기타 액세서리는 www.apple.com/kr/ipodstore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기능은 iPod shuffle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iPodshuffle조절단추사용하기
다음에서 설명한 대로 iPod shuffle에 있는 간단한 3단계 스위치(끔, 순서대로 재생 ⁄ 또는 임의

재생 ¡) 및 이어폰 리모컨에 있는 단추를 사용하여 iPod shuffle에서 쉽게 노래, 오디오북 및

오디오 podcast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동작 iPodshuffle에서 해야 할 일

iPodshuffle켜거나 끄기 3단계 스위치를 미십시오.(스위치 위의 녹색 음영은 iPod shuffle이 켜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재생 순서 설정 3단계 스위치를 밀어 순서대로 재생하거나(⁄) 임의

재생하십시오(¡).

iPodshuffle재설정 컴퓨터에서 iPod shuffle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iPod shuffle을 끈 다음

(iPod shuffle이 응답하지 않거나 10초 후에 다시 켜보십시오. 그런 다음 다시 켜십시오.
상태 표시등이 빨간색인 경우)

iPodshuffle일련 번호 찾기 iPod shuffle의 클립 아래를 보십시오. 또는 iTunes에서(iPod shuffle이
컴퓨터에 연결된 상태로) iTunes의 장비 아래에 있는 iPod 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경고:사용 전에 33페이지에서 청각 손상 예방에 관한 모든 안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이어폰 코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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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이어폰 리모컨으로 해야할 일

재생 또는 일시 정지 중앙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음량 변경 음량 올리기(∂) 또는 음량 내리기(D)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다음 노래로 이동 중앙 단추를 이중 클릭하십시오.

앞으로 가기 중앙 단추를 이중 클릭한 채로 누르고 계십시오.

이전 트랙으로 이동 트랙이 시작되면 6초 내에 중앙 단추를 삼중 클릭하십시오. 현재 트랙을

다시 시작하려면 6초 후에 삼중 클릭하십시오.

뒤로 가기 중앙 단추를 삼중 클릭한 채로 누르고 계십시오. 

노래 제목,아티스트 이름 및 현재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들으려면, 중앙 단추를 클릭한 채로

재생목록 이름 듣기 누르고 계십시오. 재생목록 이름을 들으려면, 누르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면

손을 뗀 다음, 클릭하여 원하는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추가 정보를

보려면, 22페이지의“VoiceOver 기능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연결및연결해제하기
iPod 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노래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을 동기화하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iPod shuffle을 연결 해제하십시오.

중요사항:컴퓨터에 연결하려면 iPod shuffle과 함께 제공되는 USB 2.0 케이블만 사용해야

합니다.

iPodshuffle연결하기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n 함께 제공된 USB 케이블의 한 쪽 끝을 iPod shuffle의 이어폰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 끝을

컴퓨터의 USB 2.0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참고:고전력 USB 2.0 포트에 연결하면 iPod shuffle 충전 또는 동기화가 더 빨라집니다. 
대부분의 키보드에서 USB 포트는 최적의 속도로 충전되도록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더 긴 USB 케이블은 www.apple.com/kr/ipodstore 사이트에서 별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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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iPod 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iTunes가 iPod shuffle을 구성하고 iTunes 보관함과

동기화하도록 안내합니다. 컴퓨터에 연결되면 기본적으로 iTunes는 iPod shuffle의 노래를

자동으로 동기화합니다. iTunes가 완료되면 iPod shuffle을 연결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음악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iPod shuffle을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iPod shuffle이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된 경우,
iTunes는 음악을 동기화하기 전에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클릭하면 iPod shuffle의 노래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이 지워지며 iPod shuffle이 연결된 컴퓨터의 노래와 기타 오디오 파일로

대치됩니다. iPod shuffle에 음악 추가하기 및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iPod shuffle 사용하기에

관한 정보는 제 4장, 20페이지의“음악 감상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연결해제하기
오디오 파일이 동기화 중이거나 iPod shuffle이 외장 디스크로 사용 중일 때는 iPod shuffle을
컴퓨터에서 연결 해제하지 마십시오. 상태 표시등이 오렌지색으로 깜박이지 않거나 iTunes 
윈도우 상단에“연결 해제해도 됩니다”메시지가 있다면 iPod shuffle을 연결 해제해도 됩니다. 

중요사항:iTunes에“연결 해제하지 마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거나 iPod shuffle의 상태

표시등이 오렌지색으로 깜박이면 연결 해제하기 전에 iPod shuffle을 추출해야 합니다. 실패한

경우 iPod shuffle의 파일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iTunes에서 iPod shuffle을 복원해야 합니다. 
복원에 관한 정보는 31페이지의“iPod shuffl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 shuffle을 디스크 사용(26페이지 참조)으로 활성화하면 연결 해제하기 전에 반드시

iPod shuffle을 추출해야 합니다.

iPodshuffle을추출하려면,
n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 shuffle 옆의 추출(C)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Mac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데스크탑에 있는 iPod shuffle 아이콘을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iPod shuffle을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PC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Windows 작업 표시줄의 하드웨어 안전하게 제거하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iPod shuffle을 선택하여 내 컴퓨터에서 iPod shuffle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을연결해제하려면,
n USB 케이블을 iPod shuffle 및 컴퓨터에서 분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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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충전하기
iPod shuffle에는 재충전 가능하며 사용자가 대체할 수 없는 내부 배터리가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처음 iPod shuffle을 사용하는 경우 약 3시간을 충전하여 완전히 충전되도록

하십시오. 약 2시간이면 80 퍼센트가 충전되며 약 3시간이면 완전히 충전됩니다. iPod shuffle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음악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충전되기 전에 iPod shuffle을 연결

해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unes에서 iPod shuffle 이름 옆의 배터리 아이콘은 배터리 상태를 표시합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이면 아이콘은 번개 모양을 나타내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아이콘은 플러그 모양을

나타냅니다.

다음 2가지 방법으로 iPod shuffle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 iPod 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 별도로 판매하는 Apple USB Power Adapter를 사용하십시오.

컴퓨터를사용하여배터리를충전하려면,
n 포함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의 고전력 USB 포트에 iPod shuffle을 연결하십시오.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하고 잠자기 모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충전 중일 때는 iPod shuffle의 상태 표시등이 오렌지색입니다. 배터리가 완충되면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변합니다. 

iPod shuffle이 외장 디스크로 사용되고 있거나 iTunes와 동기화 중이라면 상태 표시등은 오렌지

색으로 깜박이므로 연결 해제하기 전에 iPod shuffle을 추출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터리는 충전 중이거나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 shuffle 옆의 배터리 아이콘을 보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등이 보이지 않는다면, iPod shuffle이 고전력 USB 2.0 포트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다른 USB 2.0 포트에 연결해 보십시오. 

컴퓨터에서 떨어져 있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iPod shuffle을 Apple USB Power Adapter에
연결하십시오. iPod shuffle 액세서리는, www.apple.com/kr/ipodstore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ppleUSBPowerAdapter를사용하여배터리를충전하려면,
1 AC 플러그 어댑터를 전원 어댑터에 연결하십시오(이미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2 USB 케이블의 USB 커넥터를 전원 어댑터에 연결하십시오. 

3 USB 케이블의 다른 한 쪽 끝을 iPod shuffle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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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 어댑터를 동작하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재충전 가능한 배터리는 충전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및 충전 횟수는 용도 및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batteries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배터리상태확인하기
iPod 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하는 경우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등으로 배터리 충전 정도를 대략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경우 상태 표시등

녹색 완충됨

오렌지색 충전 중

연결 해제하지 마십시오(iTunes가 동기화 중이거나 iPod shuffle을
깜박이는 오렌지색 디스크 사용으로 활성화한 경우). 충전 중이거나 완전히 충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iPod shuffle이 켜져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iPod shuffle을 빨리 끄고 다시

켜서 재생을 중단하지 않은 채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VoiceOver를 사용하여 배터리

상태 정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연결 해제된 경우 상태 표시등 VoiceOver

녹색 충전 양호 “배터리가 완충되었습니다”

“배터리 충전량 75%”

“배터리 충전량 50%”

오렌지색 충전 부족 “배터리 충전량 25%”

빨간색 충전 매우 부족 “배터리 전원이 부족합니다”

경고: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전원 어댑터가 단단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

하기 전에 33페이지에서 Apple USB Power Adapter 사용에 관한 모든 안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Apple USB Power Adapter
(어댑터 모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iPod shuffle USB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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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shuffle을설정하려면컴퓨터에서 iTunes를사용하여음악,
오디오 podcast및오디오북을가져오고,구입하고구성합니다.
그런다음 iPodshuffle을컴퓨터에연결하고 iTunes보관함에
동기화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과정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 CD모음,하드 디스크 또는 iTunesStore(iTunes의 일부로서 현재 일부 국가에서만 지원)

로부터 음악을 컴퓨터의 iTunes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

• 음악 및 기타 오디오 파일을 재생목록으로 구성하기

• iTunes보관함의 노래,오디오북 및 podcast(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한 라디오 스타일의

프로그램)를 iPodshuffle과 동기화

• 이동 중에 음악 또는 기타 오디오 듣기

iTunes에관하여
iTunes는 iPodshuffle과 음악,오디오북 및 오디오 podcast를 동기화하는데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iTunes버전 8.1이상을 다운로드하려면(iPodshuffle에 필요함),
www.apple.com/kr/ipod/start사이트로 가십시오.iTunes를 설치한 후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이 장에서는 iTunes를 사용하여 노래와 기타 오디오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재생목록이라는

개인적으로 즐겨 듣는 노래 목록을 구성하고 iPodshuffle을 동기화하고 iPodshuffle설정을

조절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iTunes는 Genius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iTunes보관함에서 멋지게 어울리는 곡으로 인스턴트

재생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iTunes에서 Genius재생목록을 생성하여 iPodshuffle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iTunes에서 Genius설정 방법에 관해 배우려면 14페이지의“iTunes에서

Genius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Tunes는 많은 다른 기능들을 제공합니다.표준 CD플레이어로 재생되는 자신만의 CD를

제작하며(컴퓨터에 기록 가능한 CD드라이브가 있는 경우)인터넷 라디오를 들을 수 있으며,
비디오와 TV프로그램을 보며 선호도에 따라 노래에 선호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이들 기능

사용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iTunes를 열고 도움말 >iTunes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iPodshuffle설정하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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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iTunes가 설치되어 있고 iTunes보관함이 설정되어 있다면,다음 섹션 15페이지의

“iPodshuffle에 음악 추가하기”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iTunes보관함으로음악가져오기
iPodshuffle에서 음악을 들으려면,먼저 컴퓨터에 있는 iTunes보관함으로 해당 음악을 가져와야

합니다.

iTunes보관함으로 음악 및 기타 오디오를 가져오는 방법에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 iTunesStore에서 음악과 오디오북을 구입하거나 podcast다운로드하기

• 오디오 CD에서 음악과 기타 오디오 가져오기

• 컴퓨터에 이미 있는 음악 및 기타 오디오 추가하기

iTunesStore를 사용하여 노래 구입 및 Podcast다운로드하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iTunesStore를 사용하여 노래,앨범 및 오디오북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라디오 스타일의 무료 오디오 podcast를 다운로드하거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비디오 podcast는 iPodshuffle과 동기화될 수 없습니다.

iTunesStore를 사용하여 음악을 온라인으로 구입하려면,iTunes에서 Apple계정을 설정하여,
원하는 노래를 찾아 구입하면 됩니다.이미 Apple계정이나,AOL(AmericaOnline)계정(일부

국가에서만 지원)이 있다면,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iTunesStore에 로그인하여 노래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Podcast를 다운로드하거나 등록하기 위해 iTunesStore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iTunesStore에로그인하려면,
n iTunes를 실행한 다음,

• 이미 iTunes계정이 있다면,Store>로그인을 선택한 다음 로그인하십시오.
• 아직 iTunes계정이 없다면,Store>계정 생성을 선택하고 화면 상의 지침에 따라 Apple

계정을 설정하거나 기존 Apple또는 AOL계정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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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esStore를 검색하여 원하는 앨범,노래 또는 아티스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iTunes를 열고

왼쪽의 목록에서 iTunesStore를 클릭하십시오.
• iTunesStore를 탐색하려면,iTunes홈 페이지의 왼쪽에서 카테고리(예를 들어 음악)를

선택하십시오.장르를 선택하고 새로운 릴리즈를 보고 추천 노래 중 하나를 클릭하고

TopSongs등을 보거나 메인 iTunesStore윈도우의 QuickLinks아래에서 Browse를
클릭합니다.

• Podcast를 탐색하려면,iTunesStore홈 페이지의 왼쪽에서 Podcasts링크를 클릭하십시오.
• iTunesStore를 검색하려면,검색란에 앨범,노래,아티스트 또는 작곡가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나타나는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거나 Return을 누르십시오.
• 검색 결과를 축소하려면,왼쪽 상단의 팝업 메뉴에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기본은 모든 결과).

예를 들어 노래와 앨범으로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팝업 메뉴에서 Music을 선택하십시오.
• 조합된 항목을 검색하려면,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PowerSearch를 클릭하십시오.
• iTunesStore의 홈 페이지로 돌아가려면,페이지 상단의 상태 줄에서 홈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노래,앨범또는오디오북을구입하려면,
1 iTunesStore를 선택한 다음 구입할 항목을 찾으십시오.

노래나 기타 항목을 이중 클릭하여 해당 항목의 일부를 들어보고 찾는 노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십시오.(네트워크 연결이 128kbps보다 느리다면 iTunes환경설정을 선택하고 Store패널에서

“재생하기 전에 전체 미리듣기 로드”를 선택하십시오.)

2 노래 구입,앨범 구입 또는 ByBook(책 구입)을 클릭하십시오.

해당 항목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되며 Apple또는 AOL계정에 등록된 신용 카드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Podcast를다운로드하거나등록하려면,
1 iTunesStore를 선택하십시오.

2 iTunesStore에서 홈 페이지의 왼쪽 편에 있는 Podcasts링크를 클릭하십시오.

3 다운로드하려는 podcast를 검색하십시오.

• 하나의 podcast에피소드를 다운로드하려면,해당 에피소드 옆에 있는 에피소드 얻기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 Podcast에 등록하려면,해당 podcast그래픽 옆에 있는 SUBSCRIBE(등록)단추를

클릭하십시오.iTunes에서 가장 최신 에피소드를 다운로드합니다.새로운 에피소드가

업데이트되면,iTunes에 자동으로 다운로드됩니다(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이미 컴퓨터에 있는 노래를 iTunes보관함에 추가하기
컴퓨터의 노래가 iTunes에서 지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인코드되어 있다면 노래를 iTunes로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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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있는노래를 iTunes보관함에추가하려면,
n 오디오 파일이 포함된 폴더나 디스크를 iTunes보관함으로 드래그하십시오(또는 파일 >보관함에

추가를 선택한 후,폴더나 디스크를 선택).iTunes에서 해당 노래의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면,해당

노래가 iTunes보관함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개별 노래 파일을 iTunes로 드래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Windows용 iTunes를 사용하여,비보호된 WMA파일을 AAC또는 MP3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WMA포맷으로 인코딩된 음악 보관함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iTunes를 열고 도움말 >iTunes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CD에서 iTunes로 음악 가져오기
다음 지침에 따라 CD의 음악을 iTunes로 가져오십시오.

오디오 CD에서 iTunes로음악을가져오려면,
1 CD를 컴퓨터에 넣고 iTunes를 실행하십시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면, iTunes에서 인터넷으로부터(사용 가능한 경우)CD에 있는 노래들의

이름을 가져와서 윈도우에 나열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CD를 나중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iTunes에서 노래를 선택한 다음 고급 >CD트랙 이름 얻기를 선택하십시오.그러면 iTunes는
가져온 CD에 대한 트랙 이름을 가져옵니다.

CD트랙 이름을 온라인으로 입수할 수 없다면,노래 이름을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다음

섹션“노래 및 기타 세부사항 입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입력된 노래 정보로,iTunes에 있는 노래를 제목,아티스트,앨범 및 세부사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가져오지 않으려는 노래 옆의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제거하십시오.

3 가져오기 단추를 클릭하십시오.iTunes윈도우 상단에 있는 보기 영역에 각 노래를 가져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iTunes에서는 노래를 가져오면서 해당 노래를 재생합니다.많은 노래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성능 향상을 위해 노래의 재생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CD를 추출하려면,추출(C)단추를 클릭하십시오.

가져오기가 완료될 때까지 CD를 추출할 수 없습니다.

5 다른 CD에서 노래를 가져올 경우에도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노래 및 기타 세부사항 입력하기
iTunes보관함에 있는 노래 및 기타 항목에 대하여 주석을 포함하여 곡목 및 기타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CD노래이름과기타정보를수동으로입력하려면,
1 CD에서 첫번째 노래를 선택한 후,파일 >정보 입수를 선택하십시오.

2 정보를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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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래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4 다음 트랙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려면,다음을 클릭하십시오.

5 완료되면 승인을 클릭하십시오.

음악구성하기
iTunes를 사용하여,노래 및 기타 항목들을 재생목록이라고 하는 목록에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운동할 때 듣기 위한 노래의 재생목록이나 특별한 분위기를 위한 노래의

재생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사용자가 정의한 규칙대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스마트 재생목록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 맞는 노래를 iTunes에 추가하면 스마트 재생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노래를

선택하고 Genius기능을 사용하여 재생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 참조).
iTunes에서 연결 해제된 경우 iPodshuffle에 재생목록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iTunes보관함에 있는 노래를 사용하여 얼마든지 재생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노래 추가나

제거와 같은 iTunes의 재생목록에 대한 변경사항은 iTunes보관함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iPodshuffle에서 재생목록을 들으면 iTunes에서 생성된 모든 재생목록이 동일하게

동작합니다.iPodshuffle에서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iTunes에서재생목록을생성하려면,
1 추가(+)단추를 클릭하거나 파일 >새로운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재생목록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3 보관함 목록에서 음악을 클릭한 다음,노래나 다른 항목을 재생목록으로 드래그하십시오.

여러 노래를 선택하려면,Mac에서는 Command(x)키나 Shift키를 누른 상태에서,Windows
PC에서는 Shift키나 Control키를 누른 상태에서 각 노래를 클릭하십시오.

스마트재생목록을생성하려면,
n 파일 >새로운 스마트 재생목록을 선택한 다음,해당 재생목록에 대한 규칙을 지정하십시오.

iTunes에서 생성된 스마트 재생목록은 다른 iTunes재생목록과 같이 iPodshuffle과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iTunes에서 Genius사용하기
Genius는 멋지게 어울리는 곡을 포함한 재생목록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iPodshuffle에서

Genius재생목록을 재생하려면,먼저 iTunes에서 Genius를 설정해야 합니다.Genius는 무료

서비스이지만 iTunesStore계정이 필요합니다.(계정이 없는 경우 Genius를 켤 때 설정할 수

있습니다.)

Genius를설정하려면,
1 iTunes에서 Store>Genius켜기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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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3 iPodshuffle을 연결하고 동기화하십시오.

이제 Genius를 사용하여 iPodshuffle과 동기화할 수 있는 Genius재생목록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iTunes에서 Genius재생목록을생성하려면,
1 보관함 목록에서 음악을 클릭하거나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노래를 선택하십시오.

3 iTunes윈도우 하단에서 Genius단추를 클릭하십시오.

4 재생목록에 포함된 최대 노래 수를 변경하려면 팝업 메뉴에서 숫자를 선택하십시오.

5 재생목록을 저장하려면 재생목록 저장을 클릭하십시오.항목을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저장된

재생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노래를 기반으로 새로운 재생목록을 생성하려면 새로

고침을 클릭하십시오.

iTunes에서 생성된 Genius재생목록은 다른 iTunes재생목록과 같이 iPodshuffle과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에음악추가하기
일단 iTunes로 음악을 가져오고 구성한 다음에는 쉽게 iPodshuffle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iTunes에서 iPodshuffle로 음악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정하려면,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iTunes환경설정을 사용하여 iPodshuffle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다음 3가지방법으로음악을 iPodshuffle에추가하도록 iTunes를설정할수있습니다.
• 노래와 재생목록 동기화:iPodshuffle을 연결한 경우,iTunes보관함의 노래 및 기타 항목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모든 노래와 재생목록 또는 선택된 재생목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iPodshuffle의 기타 다른 노래가 삭제됩니다.자세한 정보는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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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수동으로 iPodshuffle에 추가:iPodshuffle이 연결된 경우 노래와 재생목록을

개별적으로 드래그하여 iPodshuffle로 드래그하고 노래와 재생목록을 개별적으로 드래그하여

iPodshuffle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이 옵션을 사용하여,iPodshuffle에서 노래를 지우지

않고 한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노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음악을 사용자가 관리하는 경우 연결

해제하기 전에 항상 iTunes에서 iPodshuffle을 추출해야 합니다.17페이지의“수동으로

iPodshuffle관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iPodshuffle자동 채우기:iPodshuffle에서 콘텐츠를 수동으로 관리하도록 선택한 경우,지정된

노래와 기타 콘텐츠를 선택하여 iTunes가 iPodshuffle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18페이지의“iPodshuffle자동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자동으로 음악 동기화하기
기본적으로 iPodshuffle이 컴퓨터에 연결되면 모든 노래와 재생목록을 동기화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음악을 iPodshuffle에 추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컴퓨터에 iPodshuffle을
연결하기만 하면 노래,오디오북 및 오디오 podcast가 자동으로 추가된 다음 연결 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iPodshuffle을 연결한 이후 iTunes에 노래를 추가했다면 iPodshuffle과
동기화됩니다.iTunes에서 노래를 삭제하면 iPodshuffle에서 제거됩니다.

iPodshuffle과음악을동기화하려면,
n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됩니다.iPodshuffle이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하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중요사항:처음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면 노래를 자동으로 동기화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승인한 경우,iPodshuffle에서 모든 노래,오디오북 및 podcast가 제거되며

컴퓨터의 노래와 다른 항목으로 대치됩니다.승인하지 않은 경우,iPodshuffle에 이미 있는 노래를

지우지 않고 수동으로 iPodshuffle에 노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컴퓨터에서 iPodshuffle로 동기화되는 동안,iTunes상태 윈도우는 진행 중임을 나타내며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옆에 동기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업데이트가 완료되면 iTunes에
“iPod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Podshuffle을 설정하는 동안 음악을 iPodshuffle과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모든 노래 및 재생목록 또는 선택한 재생목록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iTunes가자동으로음악을 iPodshuffle과동기화하도록설정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음악 탭을 클릭하십시오.

3 “음악 동기화”를 선택하십시오.

4 “모든 노래 및 재생목록”을 선택하거나“선택한 재생목록”을 선택한 다음 동기화할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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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동기화할 때 오디오북을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오디오북은 선택한 재생목록의 목록에

표시됩니다.iTunes보관함에서 오디오북을 모두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요약 패널에서“선택한 노래만 동기화”를 선택하면 iTunes는 음악 및 기타 보관함에서 선택된

항목만을 동기화합니다.

Podcast자동으로 동기화하기
Podcast를 iPodshuffle에 추가하는 설정은 노래 추가 설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Podcast
설정은 노래 설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모든 podcast또는

선택된 podcast만 자동으로 동기화하거나,또는 podcast를 iPodshuffle에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iTune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비디오 podcast를 iPodshuffle에 동기화할 수 없습니다.

iPodshuffle에서 podcast를자동으로업데이트하도록 iTunes를설정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Podcast탭을 클릭하십시오.

3 “다음을 동기화:...에피소드”를 선택하고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에피소드 수를 선택하십시오.

4 “모든 podcast”또는“선택한 podcast”를 선택하십시오.“선택한 podcast”를 클릭하면

동기화할 podcast를 선택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Podcast를 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iTunes를 설정하면 iPodshuffle은 컴퓨터에 연결될 때마다

업데이트됩니다.

수동으로 iPodshuffle관리하기
iPodshuffle을 수동으로 관리하도록 iTuens를 설정하면 iPodshuffle에서 음악과 기타 콘텐츠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유연한 방법을 제공합니다.개별 노래,재생목록,podcast및 오디오북을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iPodshuffle에 이미 있는 항목을 지우지 않고 여러 컴퓨터에서

iPodshuffle로 음악과 기타 오디오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에서수동으로오디오콘텐츠를관리하도록 iTunes를설정하려면,
1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2 옵션 섹션에서“음악 수동으로 관리”를 선택하십시오.

3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iPodshuffle을 수동으로 관리하면 연결 해제하기 전에 iTunes에서 iPodshuffle을 추출해야

합니다.

노래나기타항목을 iPodshuffle에추가하려면,
1 iTunes에서 음악이나 기타 보관함 항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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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래나 기타 항목을 iPodshuffle로 드래그하십시오.

또한,전체 재생목록을 드래그하여 iPodshuffle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여러 항목을 선택하고

모두 한꺼번에 iPodshuffle로 드래그할 수 있습니다.

노래나기타항목을 iPodshuffle에서제거하려면,
1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2 iPodshuffle에서 음악,오디오북 또는 Podcast를 선택하십시오.

3 노래나 기타 항목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Delete또는 Backspace키를 누르십시오.

iTunes를사용하여 iPodshuffle에새로운재생목록을생성하려면,
1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한 다음 추가(∂)단추를 클릭하거나 파일 >새로운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2 재생목록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3 음악과 같은 항목을 보관함 목록에서 클릭한 다음 노래나 기타 항목을 재생목록으로

드래그하십시오.

노래를추가하거나노래를 iPodshuffle의재생목록에서제거하려면,
n 노래를 iPodshuffle의 재생목록으로 드래그하여 노래를 추가합니다.재생목록에서 노래를 선택한

다음 키보드에서 Delete키를 눌러 노래를 삭제합니다.

iPodshuffle에서 콘텐츠를 수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다음을 기억합니다.

• 재생목록을 변경한 경우 iTuens에 연결되어 있다면 변경된 재생목록을 iPodshuffle로
드래그하십시오.

• iPodshuffle에서 노래나 기타 항목을 제거해도 iTunes보관함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 음악을 수동으로 관리하도록 iTunes를 설정한 경우,자동으로 동기화하도록 나중에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정보는 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자동 채우기
음악을 수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자동 채우기 단추를 클릭하면 iTunes는 자동으로 선택한 노래를

iPodshuffle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전체 보관함이나 특정 재생목록에서 노래를 가져오거나

기타 자동 채우기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것

보다 iPodshuffle에 추가된 콘텐츠에 대해 더 많은 제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수동으로

관리하면 iPodshuffle을 빨리“완료”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iPodshuffle에자동으로채우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장비 목록의 iPodshuffle에서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3 “자동 채우기”팝업 메뉴에서 자동으로 채울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전체 보관함으로부터 음악을 자동으로 채우려면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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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옵션에서 선택하려면 설정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자동으로 채울 때 모든 항목 대치:iTunes는 iPodshuffle에 있는 노래를 선택한 새로운 노래로

대치합니다.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iPodshuffle과 이미 동기화된 노래가 남으며 iTunes
는 보다 많은 노래를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공간을 채웁니다.

임의로 항목 선택:iTunes는 iPodshuffle과 동기화된 순서대로 노래를 임의 재생합니다.
이 옵션이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iTunes에서 보관함 또는 선택한 재생목록에 나타나는 순서로

노래를 다운로드합니다.

높은 선호도의 항목 더 자주 선택:iTunes는 iPodshuffle을 자동으로 채우며 좋아하는 노래에

높은 수의 별이 표시된 등급을 지정합니다.

5 디스크 사용으로 공간을 예약하려면 슬라이더를 조절하여 iTunes콘텐츠에 대해 예약될 공간 및

데이터 양을 설정합니다.

iPodshuffle을 하드 디스크로 사용하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26페이지의“iPodshuffle을 외장

디스크로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6 자동 채우기 설정 대화상자에서 승인을 클릭한 다음 iTunes윈도우에서 자동 채우기를

클릭하십시오.

음악이 iTunes에서 iPodshuffle로 동기화되는 동안,iTunes상태 윈도우에서 진행 상태를

표시합니다.자동 채우기가 완료되면,iTunes에“iPod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iPodshuffle에 추가 노래 담기
iTunesPlus,AppleLossless또는 WAV와 같이 높은 비트율 포맷으로 노래를 iTunes로
가져오면,노래를 iPodshuffle과 동기화한 것처럼 128kbpsAAC파일로 자동으로 변환하도록

iTunes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iTunes에 있는 노래의 크기나 품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iPodshuffle에서 지원되지 않는 포맷의 노래를 iPodshuffle과 동기화하려면 변환해야

합니다.iPodshuffle에서 지원되는 포맷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29페이지의“iPodshuffle에
노래나 기타 항목을 동기화할 수 없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높은비트율의노래를 AAC파일로변환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3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높은 비트율 곡을 128KbpsAAC로 변환”을 선택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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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shuffle을설정한후에노래,오디오북및 podcast를들을수
있습니다.이동중에 iPodshuffle로음악을듣는방법에관해
배우려면이장을읽으십시오.

컴퓨터에서 iPodshuffle을 연결 해제하면 이어폰 리모콘으로 재생을 제어하면서 iPodshuffle에
서 음악,오디오북 및 podcast를 들을 수 있습니다.VoiceOver로 재생되고 있는 노래 이름을

듣거나 재생 목록의 음성 메뉴에서 선택하거나 배터리 상태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음악재생하기
음악과 기타 오디오 콘텐츠를 iPodshuffle와 동기화한 다음 들을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에있는노래및기타항목을들으려면,
1 이어폰을 iPodshuffle에 연결한 다음 귀에 이어버드를 넣으십시오.

2 iPodshuffle의 3단계 스위치를 끔에서 순서대로 재생(⁄)또는 임의 재생(¡)으로 미십시오.

재생이 시작됩니다.iPodshuffle이 켜져 있다면 이어폰을 연결해도 자동으로 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리모컨의 중앙 단추를 클릭하거나 3단계 스위치를 끔으로 밀고 다시 켜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iPodshuffle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려면 3단계 스위치를 끔으로

미십시오.

이어폰을 연결한 경우 리모컨에서 단추를 클릭하기 전에 녹색 상태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이어폰 리모컨으로 재생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경고:사용 전에 33페이지에서 청각 손상 예방에 관한 모든 안전 지침을 읽으십시오.

음악감상하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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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리모컨에서 단추를 클릭하면 iPodshuffle의 상태 표시등이 반응하여 깜박입니다.

동작 해야 할 일 상태 표시등 반응

재생 중앙 단추를 한 번 클릭하십시오. 녹색이 한 번 깜박임

일시 정지 중앙 단추를 한 번 클릭하십시오. 녹색이 30초 동안

깜박임

음량 변경 음량 올리기(∂)또는 음량 내리기(D)단추를 음량이 증가될 때마다

클릭하여 음량을 올리거나 내립니다.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iPodshuffle이 일시 정지된 동안 음량을 최대 또는 최소

변경하면 소리가 들립니다. 음량 제한에 도달하면 오렌지색이

세 번 깜박입니다.

다음 트랙(또는 중앙 단추를 이중 클릭하십시오. 녹색이 한 번 깜박임

오디오북 장)으로 이동

이전 트랙(또는 오디오북 트랙이 시작되면 6초 내에 중앙 단추를 녹색이 한 번 깜박임

장)으로 이동 삼중 클릭하십시오.현재 트랙을 다시

시작하려면 6초 후에 삼중 클릭하십시오.

앞으로 가기 중앙 단추를 이중 클릭한 채로 누르고 녹색이 한 번 깜박임

계십시오.

뒤로 가기 중앙 단추를 삼중 클릭한 채로 누르고 녹색이 한 번 깜박임

계십시오.

노래 제목 및 중앙 단추를 클릭한 채로 누르고 계십시오. 녹색이 한 번 깜박임

아티스트 이름 듣기

재생목록 메뉴 듣기 재생목록 메뉴를 들으려면 소리가 들릴 녹색이 한 번 깜박임

때까지 중앙 단추를 클릭한 다음 놓으십시오.
원하는 재생목록 이름을 들으면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또는 D를 클릭하여 재생목록

메뉴를 빨리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생목록 메뉴 종료 중앙 단추를 클릭한 채로 누르고 계십시오. 녹색이 한 번 깜박임

노래를 임의 순서로 재생하거나 순서대로 재생하도록 iPodshuffle설정하기
iTunes에서 구성된 순서대로 노래를 재생하거나 임의 재생되도록 iPodshuffl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3단계 스위치를 밀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를순서대로재생하도록 iPodshuffle을설정하려면,
n 순서대로 재생(⁄)하려면 3단계 스위치를 미십시오.

마지막 노래가 재생된 후 iPodshuffle은 처음 노래를 다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중요사항:오디오북이나 podcast를 듣는 경우 3단계 스위치를 순서대로 재생되도록 밀어 장이나

에피소드가 녹음된 순서대로 재생될 수 있습니다.

임의의순서로재생하도록 iPodshuffle을설정하려면,
n 임의 재생(¡)하려면 3단계 스위치를 미십시오.

노래를 다시 임의 재생하려면,임의 재생(¡)에서 순서대로 재생(⁄)으로 3단계 스위치를 밀고

다시 임의 재생으로 돌아가십시오.

제 4 장 음악 감상하기 21



VoiceOver기능사용하기
iPodshuffle은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말하거나 선택할 재생목록 메뉴를 말하여 재생

옵션에 대한 추가 제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VoiceOver는 배터리 상태 및 기타 메시지를 알려

줍니다.VoiceOver는 선택된 언어로 제공됩니다.

이 설명을 들으려면 VoiceOverKit를 설치하고 iTunes에서 VoiceOver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iPodshuffle을 처음 설정할 때 VoiceOver를 활성화하거나 나중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iTunes의 요약 탭에서 VoiceOver옵션을 설정합니다.다음 섹션에서는 이 기능을 켜고

사용자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iPodshuffle을설정할때 VoiceOver를활성화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에서 화면 상의 지침을 따르십시오.기본적으로 VoiceOver활성화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3 계속을 클릭한 다음 화면 상의 지침을 따라 VoiceOverKi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4 요약 탭의 음성 피드백에서,언어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대부분의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뿐만 아니라 음성 시스템 메시지 및 재생목록 이름의 언어를

설정합니다.

참고:특정 노래에 대해 다른 언어를 선택하려면 iTunes에서 선택하고 파일 >정보 입수를

선택하고 옵션 탭의 팝업 메뉴에서 VoiceOver언어를 선택한 다음 승인을 클릭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설정이 완료되면 VoiceOver가 iPodshuffle에서 활성화됩니다.

나중에 VoiceOver를활성화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3 음성 피드백에서 VoiceOver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4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5 화면 상의 지침을 따라 VoiceOverKit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6 음성 피드백 아래의 팝업 메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7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동기화가 완료되면 VoiceOver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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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Over를비활성화하려면,
1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2 음성 피드백에서 VoiceOver활성화를 선택 해제하도록 클릭하십시오.

3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동기화가 완료되면 VoiceOver가 비활성화됩니다.배터리 상태,오류 메시지 및 번호가 매겨진

일반적인 재생목록 메뉴와 같은 일부 시스템 설명은 iPodshuffle에서 여전히 영어로 들립니다.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들을 수 없습니다.

노래 설명 듣기
VoiceOver기능은 iPodshuffle을 들으면서 현재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듣지 않으려면 iTunes에서 VoiceOver를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22페이지의“VoiceOver기능 사용하기”참조).

현재노래설명을들으려면,
n 리모컨의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누르십시오.

현재 노래 제목과 아티스트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오디오북을 듣고 있다면 책 제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래 설명을 듣고 있을 때 VoiceOver를 사용하여 다른 노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노래설명을사용하여탐색하려면,
• iPodshuffle이 재생되고 있는 경우,현재 노래 설명을 들으려면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누르고,

다음 노래가 재생되는 동안 다음 설명을 들으려면 이중 클릭하십시오.이전 노래를 재생하면서

이전 설명을 들으려면 삼중 클릭하십시오.
• iPodshuffle이 일시 정지된 경우, 현재 노래 설명을 들으려면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누르고,

다음 설명을 들으려면 이중 클릭하십시오.이전 설명을 들으려면 삼중 클릭하십시오.설명이

표시된 노래를 재생하려면 중앙 단추를 누르십시오.

재생목록 메뉴 사용
VoiceOver가 활성화되면 iTunes에서 iPodshuffle로 동기화한 재생목록을 들을 수 있도록

음성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오디오북과 오디오 podcast가 iPodshuffle과 동기화되면,
제목은 재생목록 메뉴의 일부로 읽혀집니다.VoiceOver가 iTunes에서 비활성화되면 이름이 아닌

번호가 매겨진 순서대로(예를 들어,“재생목록 1,재생목록 2”등)재생목록 메뉴를 줄여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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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목록 메뉴는 다음 순서대로 항목을 나타냅니다.

• 현재 재생목록(적용 가능한 경우)
•“모든 노래”(iPodshuffle에서 모든 노래의 기본 재생목록)
• 남은 재생목록을 순서대로

•“Podcast”(이 항목을 선택하면 목록의 처음 podcast로 갑니다.거기에서 다른 podcast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북(각 오디오북 제목은 별도 재생목록 설명입니다.)

재생목록메뉴에서항목을선택하려면,
1 리모컨의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누르십시오.

2 현재 노래 설명을 들은 후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계속 누릅니다.

3 소리를 들은 후 중앙 단추를 놓습니다.재생목록 이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재생목록 메뉴를 들으면 음량 올리기(∂)또는 음량 내리기(D)단추를 클릭하여 재생목록 메뉴

앞이나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원하는 재생목록 이름을 들으면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소리를 들은 후 재생목록의

첫 항목이 재생됩니다.

재생목록을 다시 시작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원하는 재생목록을 선택하십시오.

재생목록메뉴를종료하려면,
n 리모컨에서 중앙 단추를 클릭하여 누르십시오.

노래가 동일한 음량으로 재생되도록 설정하기
노래 및 기타 오디오의 소리 크기는 오디오의 녹음 또는 인코딩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Tunes는 노래 음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동일한 상대 음량으로 재생되도록 할 수 있으며 동일한

iTunes음량 설정을 사용하도록 iPodshuffle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음량으로노래를재생하도록 iTunes를설정하려면,
1 Mac을 사용하는 경우 iTunes에서 iTunes>환경설정을 선택하거나,WindowsPC를 사용하는

경우 편집 >기본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2 재생을 클릭하고 음량 자동 조절을 선택하십시오.

iTunes의음량설정을사용하도록 iPodshuffle을설정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3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음량 자동 조절 활성화를 선택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iTunes의 음량 자동 조절이 켜져 있지 않다면 iPodshuffle에서 설정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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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량 설정 제한
iPodshuffle에서 음량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iTunes에서 암호를 설정하여 다른

사람이 이 설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상에서 음량 제한을 설정하면 음량을 제한 이상으로 높이려고 할 경우 상태 표시등이

오렌지 색으로 3번 깜박입니다.

iPodshuffle의음량제한을설정하려면,
1 iPodshuffle을 원하는 최대 음량으로 설정하십시오.

2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3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최대 음량 제한”을 선택하십시오.

5 슬라이더를 원하는 최대 음량으로 드래그하십시오.

최초 슬라이더 설정에“최대 음량 제한”체크상자를 선택했을 때 iPodshuffle이 설정된 음량이

나타납니다.

6 이 설정을 변경할 때 암호를 요구하려면 자물쇠를 클릭한 다음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하십시오.

암호가 설정되어 있다면,음량 제한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해당 조합을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다른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할 경우에는 음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음량제한을제거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3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최대 음량 제한”을 선택 해제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압호를 잊어버렸다면 iPodshuffle을 복원하십시오.31페이지의“iPodshuffle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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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shuffle을사용하여음악및데이터를이동할수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iPodshuffle을 외장 디스크로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iPodshuffle을외장디스크로사용하기
iPodshuffle을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외장 디스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음악 및 기타 오디오와 iPodshuffle을 동기화하려면,iTunes를 사용해야 합니다.
MacintoshFinder또는 Windows탐색기를 사용하여 iPodshuffle에 복사한 오디오 파일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iPodshuffle을외장디스크로사용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3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옵션 부분에 있는“디스크 사용 활성화”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크 설정을 보려면 아래로 스크롤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iTunes에서 iPodshuffle을 자동 채우기로 설정하면,디스크 사용을 위해 공간을 남겨둘 수

있습니다.18페이지의“iPodshuffle자동 채우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을 외장 디스크로 사용하면,iPodshuffle디스크 아이콘이 Mac의 데스크탑에

나타나거나,WindowsPC의 Windows탐색기에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 드라이브로 나타납니다.

iPodshuffle이 하드 디스크로 활성화되어 컴퓨터에 연결되면,상태 표시등이 계속 오렌지색으로

깜박입니다.컴퓨터에서 연결을 해제하기 전에 iTunes에서 iPodshuffle을 추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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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간에 파일 전송하기
iPodshuffle상에서 디스크 사용을 활성화하면,한 대의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iPodshuffle은 FAT-32볼륨으로 포맷되며,이것은 Mac과 PC에서 모두

지원됩니다.따라서,iPodshuffle을 사용하여 각기 다른 운영 체제를 가진 컴퓨터간에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간에파일을전송하려면,
1 iPodshuffle상에서 디스크 사용을 활성화한 후,파일을 가져오려는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중요사항:iPodshuffle이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된 경우,iPodshuffle을 다른 컴퓨터 또는

다른 사용자 계정에 연결하면 iPodshuffle을 지우고 새로운 iTunes보관함과 동기화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iPodshuffle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으려면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2 컴퓨터의 파일 시스템(Mac에서는 Finder,PC에서는 Windows탐색기)을 사용하여 파일을

iPodshuffle로 드래그하십시오.

3 iPodshuffle을 연결 해제한 다음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iPodshuffle에 있는 내용을 지우지 않으려면 다시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4 iPodshuffle에 있는 파일을 다른 컴퓨터의 위치로 드래그하십시오.

iTunes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게 하기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iTunes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iTunes가자동으로실행되지않게하려면,
1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십시오.

3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4 옵션 부분에서“이 iPod이 연결되면 iTunes열기”를 선택 해제하십시오.

5 적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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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의다음내용을따르면 iPodshuffle의대부분의문제를
신속하게해결할수있습니다

상태표시등이계속빨간색이거나“iTunes를사용하여복원하십시오”라는오류메시지를

듣는다면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iTunes에서 복원하십시오.31페이지의“iPodshuffl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이켜지지않거나반응하지않는경우

•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있는 고전력 USB2.0포트에 연결하십시오.iPodshuffle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iPodshuffle을 끈 다음 10초 후에 다시 켜보십시오.
• iPodshuffle소프트웨어를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31페이지의“iPodshuffle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비결및문제해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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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문제해결 5단계재설정,재시도,재시동,재설치,복원
iPodshuffle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다음의 5가지 기본 권장사항을 기억하십시오.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음 단계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십시오.다음 중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읽으십시오.
• 재설정 iPodshuffle을 끄고 10초 후에 다시 켭니다.
• iTunes에서 iPodshuffle이 보이지 않을 경우,다른 USB2.0포트로 재시도해보십시오.
• 컴퓨터를 재시동하고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웹에 있는 최신 버전으로 iTunes소프트웨어를 재설치하십시오.
• iPodshuffle을 복원하십시오.31페이지의“iPodshuffle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에서음악이재생되지않는경우

• iPodshuffle에 음악이 없을 수 있습니다.“iTunes를 사용하여 음악을 동기화하십시오”라는

메시지가 들린다면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음악을 동기화하십시오.
• 3단계 스위치를 끔으로 민 다음 다시 켜십시오.
• 이어폰 또는 헤드폰의 연결 부분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음량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음량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25페이지의“음량 설정 제한”를 참조하십시오.
• iPodshuffle이 일시 정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이어폰 리모컨에서 중앙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iPodshuffle을컴퓨터에연결했는데아무반응이없는경우

•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있는 고전력 USB2.0포트에 연결하십시오.iPodshuffle배터리를

충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www.apple.com/kr/ipod/start사이트로부터 최신 iTunes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USB케이블을 컴퓨터의 다른 USB2.0포트에 연결해 보십시오.USB케이블이 iPodshuffle

및 컴퓨터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USB커넥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한 방향으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iPodshuffle을 재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iPodshuffle을 끈 다음 10초 후에 다시

켜보십시오.
• iPodshuffle이 iTunes나 Finder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iPodshuffle을 몇 분 동안 충전한 후 표시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컴퓨터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30페이지의

“시스템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 컴퓨터를 재시동해보십시오.
• iPod소프트웨어를 복원해야 할 수 있습니다.31페이지의“iPodshuffle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복원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iPodshuffle을 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iPodshuffle서비스 및 지원 웹 사이트인

www.apple.com/kr/support/ipodshuffle/service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에노래나기타항목을동기화할수없는경우

해당 노래가 iPodshuffle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맷으로 인코딩된 것일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은 다음의 오디오 파일 포맷을 지원합니다.다음과 같은 오디오북 및 podcast용
포맷을 포함합니다.
• AAC(M4A,M4B,M4P)(최대 320kbps)
• AppleLossless(고품질로 압축된 포맷)
• MP3(최대 320kbps)
• MP3VBR(가변 비트율)
• WAV
• AA(audible.com음성 오디오,포맷 2,3및 4)
• A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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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Lossless포맷을 사용하여 인코딩된 노래는 거의 완전한 CD품질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지만,크기는 AIFF나 WAV포맷을 사용하여 인코딩된 노래의 절반 정도됩니다.하지만,AAC
또는 MP3포맷으로 인코딩된 동일한 노래는 적은 공간을 차지합니다.iTunes를 사용하여 CD에서

노래를 가져오면,기본으로 AAC포맷으로 변환됩니다.

iPodshuffle과 동기화할 때 iPodshuffle이 높은 비트율로 인코딩된 파일을 자동으로 128kbps
AAC파일로 변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19페이지의“iPodshuffle에 추가 노래 담기”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용 iTunes를 사용하여,보호되지 않은 WMA파일을 AAC또는 MP3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WMA포맷으로 인코딩된 음악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iPodshuffle은 WMA,MPEGLayer1,MPEGLayer2오디오 파일 또는 audible.com포맷 1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iPodshuffle에서 지원되지 않는 노래가 iTunes에 있다면,iPodshuffle에서 지원되는 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iTunes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Podcast나오디오북이제대로재생되지않는경우

• iPodshuffle의 3단계 스위치가 순서대로 재생(⁄)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생목록에 혼합 트랙(예를 들어,노래,podcast및 오디오북)이 포함된 경우,iPodshuffle이
임의 재생(¡)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오디오북 및 podcast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 오디오북의 장이 순서 없이 iPodshuffle에 추가된 경우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고

iTunes를 사용하여 트랙을 다시 정렬하십시오.

시스템요구사항을다시한번확인하고싶은경우

iPodshuffle을 사용하려면,다음이 필요합니다.
• 다음 중 한 가지로 컴퓨터를 구성하십시오.
• USB2.0포트가 있는 Macintosh
• USB2.0포트 및 USB2.0카드가 설치된 WindowsPC

• 다음 중 하나의 운영 체제:MacOSXv10.4.11이상,WindowsVista또는 WindowsXP
Home이나 Professional(ServicePack3이상 포함)

• 인터넷 연결(광대역 연결 권장)
• iTunes8.1이상(iTunes는 www.apple.com/kr/ipod/start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WindowsPC에 고전력 USB2.0포트가 없다면 USB2.0카드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전력 USB 2.0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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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shuffle을Mac및WindowsPC와사용하고싶은경우

iPodshuffle이 음악을 수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경우,컴퓨터의 운영 체제와 상관 없이 한 개

이상의 iTunes보관함에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iPodshuffle이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된 경우,iPodshuffle을 다른 컴퓨터나 사용자 계정에 연결하면 iPodshuffle을 지우고

새로운 iTunes보관함과 동기화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그대로 iPodshuffle의
콘텐츠를 유지하려면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iPodshuffle을 Macintosh컴퓨터와 PC에서 외장 디스크로 사용하여,한 운영 체제에서 다른

운영 체제로 파일을 전송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제 5장 26페이지의“iPodshuffle에서 파일

보관하기”를 참조하십시오.

iPodshuffle소프트웨어업데이트및복원하기
iTunes를 사용하여 iPodshuffle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iPodshuffle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소프트웨어를

복원하여 iPodshuffle을 초기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 업데이트를 선택한 경우,소프트웨어는 업데이트되지만 설정,노래 및 기타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복원을 선택하면 노래 및 모든 기타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iPodshuffle에서

지워집니다.모든 iPodshuffle설정이 초기의 설정으로 복원됩니다.

iPodshuffle을업데이트하거나복원하려면,
1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www.apple.com/kr/ipod/start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iTunes를 설치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iPodshuffle을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3 iTunes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버전 부분에서 iPodshuffle이 최신인지,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업데이트를 클릭하십시오.
• iPodshuffle을 초기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복원을 클릭하십시오.이렇게 하면,iPodshuffle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집니다.화면 지침에 따라 복원 프로세스를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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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에는 iPodshuffle의중요한안전및취급정보가포함되어
있습니다.

iPodshuffle에 대한 이 사용 설명서를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안전정보

iPodshuffle취급하기 iPodshuffle을 떨어뜨리거나 분해하거나 열거나 밟거나 굽히거나

변형하거나 구멍을 뚫거나 망가뜨리거나 마이크로파에 노출시키거나 소각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내부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물기가 있거나 젖은 곳 피하기 iPodshuffle을 빗속 또는 세면대 가까이나 기타 젖은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iPodshuffle에 음식물이나 액체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iPodshuffle이 젖은 경우에는 청소하기 전에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고 iPodshuffle을
끈 다음(3단계 스위치를 끔으로 밀기),다시 켜기 전에 완전히 건조시키십시오.iPodshuffle을
전자 레인지나 헤어 드라이기 같은 외부 열기로 건조하지 마십시오.

iPodshuffle수리하기 절대로 직접 iPodshuffle을 수리하거나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iPodshuffle에는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iPodshuffle을 물에 빠뜨렸거나

구멍이 나게 했거나 심하게 떨어뜨렸다면 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가져갈 때까지 사용하지

마십시오.서비스 정보를 보려면,iTunes에서 도움말 메뉴에서 iPod도움말을 선택하거나

www.apple.com/kr/support/ipod/service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iPodshuffle의 충전식

배터리는 반드시 Apple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교체해야 합니다.배터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www.apple.com/kr/batteries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경고:이들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감전 또는 기타 부상이나 상해의 위험이 있습니다.

iPodshuffle을 사용하기 전에 아래의 모든 안전 정보 및 작동 지침을 읽어 부상을

예방하십시오.

안전및취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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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USBPowerAdapter(별도 판매)사용하기 AppleUSBPowerAdapter
(www.apple.com/kr/ipodstore사이트에서 별도 판매)를 사용하여 iPodshuffle을 충전한다면,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기 전에 전원 어댑터가 단단하게 조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그런 다음,
AppleUSBPowerAdapter를 전원 콘센트에 확실히 꽂으십시오.젖은 손으로는 AppleUSB
PowerAdapter를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하지 마십시오.AppleUSBPowerAdapter이외의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iPodshuffle을 충전하지 마십시오.

AppleUSBPowerAdapter가 일반적인 사용 중에 따뜻해 질 수 있습니다.항상 AppleUSB
PowerAdapter주변의 통풍에 신경쓰고 주의해서 취급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AppleUSBPowerAdapter를 연결 해제하십시오.
•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닳았거나 손상되었습니다.
• 어댑터가 빗물,액체 또는 과도한 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 어댑터의 케이스가 손상되었습니다.
• 어댑터에 서비스나 수리가 필요합니다.
• 어댑터를 청소하고자 합니다.

청각 손상 예방하기 이어버드나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할 경우,청각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음량을 안전한 수준으로 설정하십시오.음량을 높게하여 오랜 시간을 청취하였

을 경우,정상적으로 들릴 수는 있지만,청각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귀에서 이명이 들리거나

소리가 명료하게 들리지 않는다면 청취를 중단하고 청각 검사를 받으십시오.음량이 높을수록 더

빨리 청각에 영향을 받습니다.청각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청각 보호 방법을 권장합니다.

• 이어버드나 헤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십시오.
• 시끄러운 주변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음량을 높이지 마십시오.
•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면 음량을 낮추십시오.

iPodshuffle에서 음량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려면,25페이지의“음량 설정 제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운전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을 운전하면서 iPodshuffle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이어폰(한
쪽 귀만 사용한다고 해도)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거나 불법입니다.항상 주의 깊게

운전에 집중해야 합니다.차량을 운전하거나 주의 집중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 주의가 산만해진다

면 iPodshuffle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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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취급정보

iPodshuffle운반하기 iPodshuffle에는 민감한 구성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odshuffle을 굽히거나,떨어 뜨리거나,밟지 마십시오.

커넥터 및 포트 사용하기 커넥터를 무리해서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포트에 방해물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커넥터와 포트가 정상적으로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면,서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커넥터와 포트가 맞는지 올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적절한 온도에서 iPodshuffle보관하기 iPodshuffle을 온도가 0° ~35°C인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iPodshuffle은 저온에서 재생 시간이 일시적으로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iPodshuffle을 항상 온도가 -20°~45°C인 장소에서 보관하십시오.iPodshuffle을 차 안에

놓아두지 마십시오.주차된 차 안의 온도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iPodshuffle을 사용하거나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iPodshuffle이 따뜻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iPodshuffle의 외면은 기계 내부에서 공기 냉각기 외부로 열을 전달하는 냉각 기능을 합니다.

iPodshuffle의 외면을 깨끗이 유지하기 iPodshuffle을 청소하려면 모든 케이블을 연결

해제하고 끄십시오(3단계 스위치를 끔으로 밀기).그런 다음 부드럽고 보푸라기 없는 천에 약간의

물을 묻혀 사용하십시오.틈 사이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창 클리너,가정용 클리너,
에어레졸 스프레이,솔벤트,알코올,암모니아 또는 연마재를 사용하여 iPodshuffle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iPodshuffle올바르게 폐기하기 중요한 규제 준수 정보를 포함한 iPodshuffle의 올바른

폐기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36페이지의“RegulatoryComplianceInformation”를
참조하십시오.

주의:다음 취급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iPodshuffle이나 기타 자산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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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도움말과웹에서 iPodshuffle의사용에관한더많은정보를
찾을수있습니다.

다음 표는 iPod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정보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더 배우려면 해야 할 일

서비스 및 지원,토론,튜토리얼 및 www.apple.com/kr/support/ipodshuffle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Apple소프트웨어 다운로드

iTunes사용하기 iTunes를 실행하고 도움말 >iTunes도움말을 선택하십시오.
온라인 iTunes튜토리얼(일부 지역에서만 제공)을 방문하려면,
www.apple.com/kr/itunes/tutorials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iPodshuffle에 관한 최신 정보 www.apple.com/kr/ipodshuffle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iPodshuffle등록하기 iPodshuffle을 등록하려면 iTunes를 컴퓨터에 설치하고 iPodshuffle을
연결하십시오.

iPodshuffle일련 번호 찾기 iPodshuffle의 클립 아래를 보십시오.또는 iTunes(iPodshuffle이
컴퓨터에 연결된 상태로)의 장비 목록에서 iPodshuffle을 선택하고

요약 탭을 클릭하십시오.

보증 서비스 받기 먼저 이 설명서,화면 도움말 및 온라인 자료에 있는 지침을 따르고,
www.apple.com/kr/support/ipodshuffle/service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더자세한정보,
서비스및지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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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ComplianceInformation
FCCComplianceStatement
Thisdevicecomplieswithpart15oftheFCCrules.
Operationissubjecttothefollowingtwoconditions:
(1)Thisdevicemaynotcauseharmfulinterference,
and(2)thisdevicemustacceptanyinterference
received,includinginterferencethatmaycause
undesiredoperation.Seeinstructionsifinterference
toradioortelevisionreceptionissuspected.

RadioandTelevisionInterference
Thiscomputerequipmentgenerates,uses,andcan
radiateradio-frequencyenergy.Ifitisnotinstalled
andusedproperly—thatis,instrictaccordancewith
Apple'sinstructions—itmaycauseinterferencewith
radioandtelevisionreception.

Thisequipmenthasbeentestedandfoundto
complywiththelimitsforaClassBdigitaldevicein
accordancewiththespecificationsinPart15ofFCC
rules.Thesespecificationsaredesignedtoprovide
reasonableprotectionagainstsuchinterferenceina
residentialinstallation.However,thereisno
guaranteethatinterferencewillnotoccurina
particularinstallation.

Youcandeterminewhetheryourcomputersystemis
causinginterferencebyturningitoff.Ifthe
interferencestops,itwasprobablycausedbythe
computeroroneoftheperipheraldevices.

Ifyourcomputersystemdoescauseinterferenceto
radioortelevisionreception,trytocorrectthe
interferencebyusingoneormoreofthefollowing
measures:
• Turnthetelevisionorradioantennauntilthe

interferencestops.
• Movethecomputertoonesideortheotherofthe

televisionorradio.
• Movethecomputerfartherawayfromthe

televisionorradio.
• Plugthecomputerintoanoutletthatisona

differentcircuitfromthetelevisionorradio.(That
is,makecertainthecomputerandthetelevisionor
radioareoncircuitscontrolledbydifferentcircuit
breakersorfuses.)

Ifnecessary,consultanApple-authorizedservice
providerorApple.Seetheserviceandsupport
informationthatcamewithyourAppleproduct.Or,
consultanexperiencedradio/televisiontechnician
foradditionalsuggestions.

Important: Changesormodificationstothisproduct
notauthorizedbyAppleInc.couldvoidtheEMC
complianceandnegateyourauthoritytooperate
theproduct.

ThisproductwastestedforEMCcomplianceunder
conditionsthatincludedtheuseofAppleperipheral
devicesandAppleshieldedcablesandconnectors
betweensystemcomponents.

ItisimportantthatyouuseAppleperipheraldevices
andshieldedcablesandconnectorsbetweensystem
componentstoreducethepossibilityofcausing
interferencetoradios,televisionsets,andother
electronicdevices.YoucanobtainAppleperipheral
devicesandthepropershieldedcablesand
connectorsthroughanAppleAuthorizedReseller.
Fornon-Appleperipheraldevices,contactthe
manufacturerordealerforassistance.

Responsibleparty(contactforFCCmattersonly):
AppleInc.CorporateCompliance
1InfiniteLoop,MS26-A
Cupertino,CA95014-2084

IndustryCanadaStatement
ThisClassBdevicemeetsallrequirementsofthe
Canadianinterference-causingequipment
regulations.

CetappareilnumériquedelaclasseBrespecte
touteslesexigencesduRèglementsurlematériel
brouilleurduCanada.

VCCIClassBStatement

KoreaClassBStatement



Russia

EuropeanCommunity
ComplieswithEuropeanDirectives2006/95/EECand
89/336/EEC.

폐기및재활용정보

이 기호는 지역 환경법 및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Apple또는 지역 관청에 연락하여 재활용 옵션에 대해

문의하십시오.

Apple의 재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보려면

다음을 방문하십시오.
www.apple.com/kr/environment/recycling

배터리 교체

iPodshuffle의 충전식 배터리는 반드시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교체 받아야 합니다.배터리 교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batteries/replacements.html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 폐기 정보

이 iPodshuffle은 배터리를 포함합니다.iPodshuffle을
지역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Deutschland: DiesesGerätenthältBatterien.Bitte
nichtindenHausmullwerfen.EntsorgenSiedieses
GerätesamEndeseinesLebenszyklusentsprechend
dermaßgeblichengesetzlichenRegelungen.

China:

Nederlands: Gebruiktebatterijenkunnenworden
ingeleverdbijdechemokarofineenspeciale
batterijcontainervoorkleinchemischafval(kca)
wordengedeponeerd.

Taiwan:

EuropeanUnion─DisposalInformation:

Thissymbolmeansthataccordingtolocallawsand
regulationsyourproductshouldbedisposedof
separatelyfromhouseholdwaste.Whenthisproduct
reachesitsendoflife,takeittoacollectionpoint
designatedbylocalauthorities.Somecollection
pointsacceptproductsforfree.Theseparate
collectionandrecyclingofyourproductatthetime
ofdisposalwillhelpconservenaturalresourcesand
ensurethatitisrecycledinamannerthatprotects
humanhealthandtheenvironment.

Apple과환경
Apple은 작동 및 제품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kr/environment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2009AppleInc.모든 권리 보유.Apple,Apple로고,iPod,iTunes,Mac,
Macintosh및 MacOS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등록된 AppleInc.의
상표입니다.Finder및 Shuffle은 AppleInc.의 상표입니다.AppleStore및
iTunesStore는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등록된 AppleInc.의 서비스

상표입니다.여기에 언급된 다른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기타 업체의 제품에 대한 언급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 뿐이며 제품을 보증

하거나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Apple은 그런 제품들의 성능이나 사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모든 이해,동의 또는 보증은 제공업체와 구매력이

있는 사용자 간에 직접 발생됩니다.이 설명서의 정보가 정확하도록 Apple은 모

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Apple은 인쇄 오류 또는 오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KH019-1531/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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