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설명서NK-UA400S
UHF무선마이크블루투스앰프

STORY HOUSENEKO
UHF Wireless Mic Bluetooth Amplifier 



주의사항 NK-UA400S

경고!  사용전아래의주의사항을꼭숙지하시기바랍니다.

•충전시반드시표준규격의어댑터를이용하십시오.

•충격을가하거나침수, 가열, 파손, 휘어짐, 압착등이발생하지않도록보관및관리하십시오.

•연결단자에금속, 액체등이물질이접촉하지않도록관리하십시오.

•제품내부에이물질이들어갔거나낙하등의사고로파손이나변형되었을경우사용을중단하십시오.

화재나감전의위험이있습니다.

•연결케이블이흔들리지않도록바르게꽂아주시고, 케이블을구부리거나비틀어서절단하지마십시오.

•동작온도(0 ~ 45 ℃) 이내에서만보관, 사용하십시오.

•화기, 난로와같은뜨거운곳과인화성물질은피해주십시오. 변형이나고장, 화재의위험성이있습니다.

•특히내부온도가많이올라갈수있는자동차내부, 습도와온도가높은찜질방, 목욕탕등에서는보관및사용을피해주십시

오.

•분해하거나개조하지마십시오. 

•사용또는보관중이상한냄새, 발열, 변색, 변형등이제품에서발생될경우그즉시사용을중단하십시오. 누액, 발열, 발화, 

파열의원인이됩니다.

•습기가많은곳은피해주십시오. 감전,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침수발생시그즉시사용을중단하십시오. 침수후장시간방치하거나드라이어, 전자레인지등임의의방법으로조치하지마

시고, 빠른시간내에 A/S를이용하십시오.

•침수로인한고장발생시무상수리를받으실수없으며, 수리가불가할수있습니다.



블루투스 V4.2 탑재

USB/Micro-SD 카드지원MP3 재생

고감도 FM라디오기능

AUX 외부출력단자탑재

제품주요특징 NK-UA400S

NK-UA400S

UHF 간편무선고감도마이크동봉

MP3 곡이동반복재생기능

원터치녹음기능

PMPO 40W 고출력음량AUX

UHF무선마이크블루투스앰프
UHF Wireless Mic Bluetooth Amplifier 



제품상세사양 NK-UA400S

제품명 네코 UHF 무선마이크블루투스앰프

모델명 본체 : NK-UA400S,마이크 : NK-UFHWM200

스피커출력 PMPO 40W (Output Power 15W / RMS 10W)

주파수응답 50Hz ~ 12000Hz

임피던스 4Ω

마이크감도 <95dbm

입력전원 DC 5V

배터리용량 2200mAh

사용시간 본체 : 12~18시간 / 무선마이크 : 3~4시간

제품크기 90mm x 120mm x 35mm

제품무게 282g

개발/판매 주식회사스토리하우스 / 대한민국

개발/생산 S.J.C.W.E CO.,LTD / 중국

KC인증번호
본체 : R-C-sGc-NK-UA400S
무선마이크 : R-CRI-sGc-NK-UHFWM200
배터리 : XU100748-17005A

고객센터 032-214-4989



제품본체

• 실제구성품은그림과다를수있으며, 경우에따라일부품목은변경될수있습니다.

• 제품구입시본체및아래와같은구성품이포함되어있지않을경우, 제품구입처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본체충전용
USB 케이블

음향케이블

UHF 고감도

무선마이크

휴대벨트

사용설명서

제품구성품 NK-UA400S

무선마이크충전용
USB 케이블



각부의명칭 NK-UA4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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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볼륨다이얼

정보표시창

메뉴 [M]버튼

이전 [I◀◀]버튼

재생/일시정지 [▶II ] 버튼

다음 [▶▶I] 버튼

MicroSD카드단자

외부음향출력 [AUX] 단자

마이크입력 [MIC] 단자

FM라디오안테나

USB 단자

전원 [DC 5V] 단자

녹음 [●]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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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본체



각부의명칭 NK-UA400S

UHF 무선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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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변경버튼 볼륨-버튼 볼륨+ 버튼1 2 3



사용준비하기 NK-UA400S

본체배터리충전하기

처음사용할때나충전배터리 소모시(배터리표시가깜박임)충전을하고사용하십시오.

1. 전원 [DC 5V] 단자에동봉된 USB 충전케이블을꽂아연결한후, 별도의 USB 충전어댑터에연결합니다.

※ USB 충전기는별매품입니다.충전기는 5V/~2A 규격충전기사용을권장하며, 고속충전기사용시제품이고장날수있습니다. 

2. 충전진행중에배터리표시가깜박거립니다

3. 충전진행시간은약 5~6시간정도소요되며완전충전시배터리표시가더이상깜박거리지않습니다.

4. 제품의전원이꺼진상태에서도충전은진행이됩니다.

전원켜기 / 끄기

1. 전원/볼륨다이얼을우측으로 “딸깍”소리가날때까지돌리면전원이켜지며정보표시창이켜집니다.

2. 전원/볼륨다이얼을좌측으로 “딸깍”소리가날때까지끝까지돌리면정보표시창이꺼지며제품의전원이꺼집니다.

무선마이크배터리충전하기

처음사용시혹은배터리소모시 (파란램프가깜박임) 충전을하고사용하십시오.

1. 무선충전시엔무선마이크의전원을끈상태에서만정상적인충전이가능합니다.

2. 무선마이크전원단자 [Micro 5Pin] 동봉된무선마이크전용 USB 충전케이블을꽂아연결한후별도의충전어댑터에연결합니

다.

3. 무선마이크충전중엔무선마이크의빨간램프가켜지며, 충전이완료되면빨간램프가꺼집니다.

※무선마이크충전시엔무선마이크의전원을끈상태(OFF)로충전하여야합니다.

※무선마이크의충전케이블연결시단자가끝까지들어가지않아도충전이됩니다. 억지로밀어넣지마세요.



사용방법 NK-UA400S

UHF 무선마이크연결및사용하기

1. 먼저제품본체의전원을켠후액정에 UHF 라는문자가들어오는지확인합니다.

2. 본체액정의 UHF문자가깜박거립니다.

3. UHF 무선마이크의전원을켜고무선마이크에파란램프가켜지는것을확인합니다.

4. 제품본체액정의 UHF 문자가깜박거림을멈추면무선연결이완료됩니다.

5. UHF 무선마이크의 +버튼과 -버튼으로마이크의음량을조절하실수있습니다.

UHF 무선마이크가연결이되지않을경우주파수초기화하기

1. 제품본체의전원이켜져있다면꺼주세요.

2. UHF 무선마이크의전원을켜고파란램프가켜지는것을확인합니다.

3. UHF 무선마이크의M버튼을 3초이상길게누르고있으면파란램프가깜박깜박거립니다.

4. UHF 무선마이크의파란램프가깜박거릴때M버튼에서손을때고제품본체의전원을켭니다.

(※무선마이크의파란불이깜박거릴때최대한빠르게본체의전원을켜야합니다.)

5. 잠시기다리면파란램프의깜박거림이멈추고, 본체액정에 UHF 글자의깜박거림이멈추면연결이완료됩니다

NK-UA400S 무선마이크혼선시주파수변경하기

※주파수를변경하기전에위의안내를보고주파수를초기화하세요. 주파수는 12개채널이로테이션으로변경됩니다.

1. UHF 무선마이크와본체의전원을켠후무선마이크와본체가연결이되어있는지확인해봅니다.

2. UHF 무선마이크의M버튼을한번짧게누르면본체액정의 UHF 글자가한번깜박거리면주파수가변경된것입니다.

3. 여러대를사용하실경우에각각서로혼선이되지않을때까지주파수를각각변경하여사용하면됩니다.



사용준비하기 NK-UA400S

블루투스스피커기능사용하기

1.최초전원을켠후액정에 “BLUE”라고표시가될때까지M버튼을눌러블루투스모드로변경을합니다.

2. 액정에 “BLUE” 글자가깜박거리고있으면블루투스연결대기상태입니다.

3. 연결을원하는기기에서블루투스검색을하여나온목록중 “NK-UA400S”을선택하면블루투스연결이되며, 연결성공시

“BLUE”  글자가더이상깜박이지않으며 “PAUS”라는글자가나오면블루투스연결이된것입니다.

5. 이전버튼(◀) 을누르면이전곡, 다음버튼(▶)을누르면다음곡으로이동할수있으며, 재생/일시정지버튼으로곡재생, 

일시정지기능을사용할수있습니다.

※ UHF 마이크가연결된상태에서블루투스기능을이용하면음악과마이크동시출력이가능합니다.

유선마이크기능사용하기 (※유선마이크는별매품입니다)

1. 전원이켜져있는상태에서유선핸즈프리마이크단자를마이크입력 [MIC] 단자에꽂아연결하면유선마이크로마이크증

폭기능을이용할수있습니다.

2. 무선 UHF 마이크와연결후유선마이크를꼽으면유선마이크와무선마이크의동시사용이가능합니다.



사용방법 NK-UA400S

음량조절하기

1. 본체의전원/볼륨다이얼을우측으로돌리면음량이커지고, 좌측으로돌리면음량이작아집니다.

2. 무선마이크사용중에무선마이크의 +버튼과 –버튼으로마이크음량을조절할수있습니다.

라디오방송듣기

1. 전원을켠상태에서메뉴[M] 버튼을누르면정보표시창에 FM주파수가표시되며이전에청취하던방송채널이출력됩니다. 

2. 라디오모드에서 재생/일시정지 [▶II ] 버튼을 2초이상길게누르면수신이가능한채널을자동탐색하여채널을저장합니다.

3. 이전 [I◀◀] 버튼/다음 [▶▶I] 버튼으로저장된채널을이동하여원하는채널의감상이가능합니다.

MP3 음악재생하기

1. MP3 음악파일이담긴 USB저장장치나microSD 카드를각삽입구에삽입하면자동으로저장된음악이재생됩니다.

2. MP3 음악파일이담긴 USB저장장치나microSD 카드는반드시 FAT32 파일형식으로포맷된저장장치만인식이가능합니다.

3. 다른모드에서MP3 음악재생모드로변경하려면메뉴[M] 버튼을누르면MP3 음악재생모드로변경됩니다.

4. 재생/일시정지 [▶II ] 버튼으로음악을재생하고일시정지할수있습니다.

5. 이전 [I◀◀] 버튼/다음 [▶▶I] 버튼으로이전곡또는다음곡을재생할수있씁니다.

6. 음악재생중에메뉴[M] 버튼을 2초이상길게누를때마다한곡반복재생과전체곡반복재생을선택할수있습니다.

-정보표시창에 ONE 표시가나오면한곡반복, ALL 표시가나오면전체곡반복재생상태입니다.



사용방법 NK-UA400S

음성녹음하기

본제품은내장마이크가탑재되어별도의마이크를연결하지않고음성녹음이가능합니다.

1. 녹음내용을저장할 USB저장장치나microSD카드를먼저삽입합니다.

2. 대기모드(화면표시NO)나MP3 모드(재생중이라도상관없음)에서녹음 [●] 버튼을누르면바로녹음모드로바뀌며자동으로

녹음이시작됩니다.

3. 녹음을끝낼때는녹음 [●] 버튼을한번더누르면녹음이종료되며자동으로방금녹음된음원이재생됩니다.

AUX 외부출력기능사용하기

1. 제품상단의외부음향출력단자에이어폰을연결하면MP3, 라디오등을이어폰으로감상이가능합니다.

2. AUX케이블등을이용해다른스피커에연결하여무선마이크등모든기능의외부출력이가능합니다.



제품보증서 NK-UA400S

제품명 UHF 무선마이크블루투스앰프 모델명 NK-UA400S

구입처 연락처

주소

1. 주식회사스토리하우스는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고지제2000-21호)에따라제품에대한보증을

실시합니다.

2. 서비스요청시본사또는지정된협력사에서서비스를진행합니다.

3. 보상여부및내용통보는요구일로부터 7일이내에, 피해보상은통보일로부터 14일이내에해결하여드립니다.

4. 사용자과실, 떨어뜨림, 제품파손, 천재지변, 임의분해에의한고장발생시엔무상서비스가불가능하며유상서비스

로진행됩니다.

품질보증기간무상 1년

고객센터 032-214-4989

주소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석바위로 56, 503호 (주안동, 주안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