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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사항
사용하기 전에 UR22C 시작 가이드의 안전
주의사항과 다음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본 설명서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위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취급상 주의
•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헤드폰으로 듣지

마십시오. 철도 건널목과 건설 현장 등 청력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변
소리를 잘 들을 수 없으면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경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손실
• 제품에 헤드폰을 연결하거나 전원을 켜고 끄기 전에는

음량을 최소로 낮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력 손실, 
감전 또는 제품 손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 또는
본 제품이나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급상 주의
• 연결된 제품에서 플러그를 분리할 때는 케이블이 아닌

플러그를 당기십시오. 케이블을 강제로 구부리거나
당기면 케이블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헤드폰이 피부를 자극하는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하십시오. 피부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십시오.

보관
• 어린이가 작은 부품을 삼키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제품을 보관하십시오. 어린이가
부품을 삼킨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Yamaha/Steinberg는 부적절하게 제품을 사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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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제품의 오작동/손상, 데이터 손상 또는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취급 및 유지보수
• 연결할 기기의 사용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 오작동하는 헤드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 콘덴서 마이크의 경우, 패키지에 동봉된 습기

제거제와 함께 보관하고 습도가 높은 곳은
피하십시오.

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 본 설명서는 Yamaha Corporation이 독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 관련 정보
• 본 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은 설명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본 설명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본 제품에는 재활용 가능한 구성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현지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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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개봉 후 가장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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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구성(개봉후가장먼저확인)

컴퓨터와함께사용하기전준비
기기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려면 다음 두 가지 설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아래의 Steinberg 웹사이트에서 TOOLS for UR-C 다운로드 후, 사용자 컴퓨터에 설치

https://www.steinberg.net/en/support/downloads/
• 사용자 컴퓨터에 Cubase AI 다운로드

주
• 자세한 내용은 UR22C 시작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 필요한 경우, WaveLab LE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십시오.

UR22C 사용설명서
Steinberg 웹사이트(https://steinberg.help)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끝까지 읽어 제품의 기능 사용법을 숙지하십시오.

Cubase AI/WaveLab LE 사용설명서
소프트웨어 메뉴나 Steinberg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의 기능 사용법을 숙지하십시오.

UR22C 본체 ST-M01 
콘덴서 마이크

ST-H01 헤드폰 마이크 마운트

XLR 케이블 USB 3.0 케이블
(3.1 Gen1, C형-A형, 

1.0m)

UR22C Recording Pack 
패키지 안내서 (본 책자)

UR22C 
시작 가이드

CUBASE AI 
DOWNLOAD 

INFORMATION

WAVELAB LE 
DOWNLOAD 

INFORMATION

ESSENTIAL 
PRODUCT LICENSE 

INFORMATION

STEINBERG PLUS 
DOWNLOAD 

INFORMATION

https://www.steinberg.net/en/support/downloads/
https://steinberg.help


연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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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의예시

주
UR22C를 iOS 기기에 연결할 때 Apple 액세서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R22C 시작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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