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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 사용 설명서  iPhone을 사용하기 전에  
help.apple.com/iphone에서 사용 설명서를 살펴보십시오. 
Apple Books를 사용하여 설명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사용 가능한 지역의 경우), Safari 책갈피를 사용하여 
iPhone에서 사용 설명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참조하기 위해 설명서를 보관해 두십시오.
안전 및 취급 정보  iPhone 사용 설명서에서 ‘안전, 취급 
및 지원’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주파수(RF) 에너지 노출  iPhone에서 설정 > 
일반 > 정보 > 법적 정보 > RF 노출로 이동하십시오. 
또는 www.apple.com/kr/legal/rfexposure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배터리  iPhone 배터리를 직접 교체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과열, 화재 및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iPhone의 리튬 이온 배터리는 
Apple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재활용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하거나 
재활용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의 환경법 및 지침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Apple 리튬 이온 배터리,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를 보려면 www.apple.com/
kr/batteries/service-and-recycling 사이트로 이동하십시오.
보청기 호환성(HAC)  support.apple.com/ko-kr/
HT202186 사이트로 이동하거나 iPhone 사용 설명서의  
‘보청기’를 참조하십시오.
청각 손상 예방하기  청각 손상을 예방하려면 장시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운드 및 청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pple.com/sound 온라인 사이트와 
iPhone 사용 설명서의 ‘중요한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의료 기기 간섭  iPhone에는 의료 기기를 간섭할 수 있는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hone 사용 설명서에서  
‘중요한 안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Apple 1년 제한 보증 요약  Apple은 포함된 하드웨어 
제품 및 액세서리에 발생하는 자재 및 기술상의 결함에 
대해 최초 구입일로부터 1년 간 보증합니다. Apple은 
통상적인 마모 또는 사고나 오용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Apple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Apple Store 또는 Apple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를 
방문하십시오. 가능한 서비스 옵션은 서비스를 요청한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구입한 국가에서만 
받도록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전화 요금 및  
국제 배송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당 보증 
기간 내에 유효한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 www.apple.com/ 
kr/legal/warranty 및 support.apple.com/k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든 약관 및 자세한 
정보에 따라 Apple은 Apple의 판단 하에 사용자의 iPhone을 
수리, 교체 또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보증 혜택은 지역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해진 권리 외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보증 기간 
안에 보증 서비스를 받으려면 구입을 증명하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고객의 경우:  Apple 제품은 오스트레일리아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보증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중대한 
결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 및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기타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품질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나 
심각한 결함이 아니어도 해당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pple Pty Ltd, PO Box A2629, 
Sydney South, NSW 1235. 전화번호: 133-622.

브라질 고객의 경우:  보증 혜택은 지역 소비자 보호법으로 
정해진 권리 외에 추가로 제공되나, 브라질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에 의해 제공되는 법적 보증의 문구를 이미 포함하고 
있는 1년 보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규제  iPhone에 대한 규제 정보, 보증 및 준수 표기는 
iPho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 일반 > 규제로 
이동하십시오. 추가 규제 정보는 iPhone 사용 설명서의  
‘안전, 취급 및 지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ISED 및 FCC 준수 성명  이 기기는 캐나다 ISED 
라이선스 면제 RSS 표준을 준수합니다. 이 기기는 FCC 규정 
제 15조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기기는 유해한 전파방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2) 이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키는 전파방해를 
포함한 어떠한 전파방해도 수용합니다.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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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방해를 줄이기 위해 
준수 사항을 따르는 주변 기기 및 시스템 컴포넌트 사이에 
차폐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ED 캐나다  CAN ICES-3 (B)/NMB-3(B)
EU 준수 성명  이로써 Apple Inc.는 이 무선 기기가 
Directive 2014/53/EU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기기의 주파수 밴드 및 최대 무선 주파수 에너지가 포함된 
EU 적합성 선언문은 www.apple.com/euro/complianc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pple의 유럽 연합  
본부는 아일랜드 코크시 홀리힐 산업 단지에 있는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입니다. 

   
사용 제한  이 기기는 5150~5350MHz 주파수 범위에서 
동작 시 실내 사용으로만 제한됩니다. 이 제한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AT, BE, BG, CH, CY, CZ, DE, DK, EE, EL, ES,  
FI, FR, HR, HU, IE, IS, IT, LI, LT, LU, LV, MT, NL, NO, PL,  
PT, RO, SE, SI, SK, TR, UK.
유럽 연합—폐기 정보

이 기호는 지역 법률 및 지침에 따라 이 제품 또는  
이 제품의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폐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지역 관청에서 
지정한 수거 장소에 가져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배터리를 개별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 
절약에 도움이 되며 보건 및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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