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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Levinson® N0 5909 프리미엄 무선 ANC 헤드폰을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이 넘게 Mark Levinson 
제품의 럭셔리한 품질과 돋보이는 사운드는 안목이 있는 
고객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아왔습니다. 견고한 소재, 
호화로운 마감, 대담한 기하학 및 뛰어난 성능은 Mark 
Levinson 브랜드의 유명한 속성으로 대표됩니다.  
N0 5909 헤드폰은 세계 최고의 소재, 기술 및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지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이 매뉴얼을 읽으시고 포장 풀기 및 
설치 안내를 주의 깊게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상자 내용물

• Mark Levinson N0 5909 프리미엄 무선 ANC 헤드폰

• 여행용 보관 케이스

• 1.25m USB-C to USB-C 충전 케이블

• 1.25m USB-C to 3.5mm 전용 오디오 케이블

• 4m USB-C to 3.5mm 전용 오디오 케이블

• 3.5mm to 6.3mm 어댑터

• USB-C to USB-A 어댑터

•  에어플레인 어댑터

•  극세사 광택 천

•  빠른 시작 안내

개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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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1. 내부에 메모리 폼이 있는 프리미엄 레더 헤드밴드

2. 교체 가능한 메모리 폼 및 메모리 폼 이어 패드

3. 곳곳에 단조 및 절삭 알루미늄 부품 

4. 패시브 오디오 청취 및 충전용 USB-C 입력

5. 조절 암

6. 8개 마이크 (4개의 말하기 마이크 및 4개의 ANC 마이크)

1

2

3

5

4

6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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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가능성, 핏과 편안함

조절하여 최적의 핏을 찾으세요

목둘레에 편안하게 로테이션

조절 가능성, 핏과 편안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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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 어웨어니스 (ANC) 버튼

x1: ANC ON 
(앱에서 기본 선택 가능; HIGH, ADAPTIVE, LOW 모드)

x2: 어웨어니스 ON  
(앱에서 기본 선택 가능; 보이스 패스 또는 앰비언트 
모드)

x3: 패시브 / ANC OFF

버튼을 클릭하면 다양한 모드로 순환.

페어링 표시기

헤드폰이 페어링 모드일 때 흰색 라이트가 깜박임

흰색 라이트가 계속 켜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 어웨어니스 (ANC) 버튼

블루투스 페어링/ 전원 켜기/끄기

페어링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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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일시중단 / 통화 응답/종료

x2: 앞으로 건너뛰기

x3: 뒤로 건너뛰기

홀드: 보이스 어시스턴트

배터리 레벨 표시기

배터리 많음

배터리 중간

배터리 적음

USB-C 충전 포트

완전히 충전됨

충전 중

볼륨 +

재생/일시중단 / 통화 응답/종료

볼륨 -

USB-C 충전 포트

배터리 레벨 표시기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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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ON/OFF 버튼을 (1초 미만) 눌러 전원을 켜십시오. 장치가 
켜져 있는 동안 왼쪽 이어컵 LED가 흰색 빛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 수준은 시작 시 몇 초 동안 오른쪽 이어컵에 
표시됩니다.(녹색은 배터리 많음, 오렌지색은 배터리 중간, 
빨간색은 배터리 낮음)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지 30분이 지나면 
헤드폰 전원이 꺼집니다(기본). 기본 설정은 앱을 통해 30
분, 1시간, 3시간 또는 끄지 않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려면, USB-C 커넥터를 꽂은 다음 전원이 연결된 
USB-A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주: 충전 중일 때 헤드폰 전원이 꺼집니다. 헤드폰을 
충전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왼쪽 이어컵에 오렌지 빛이 계속 켜져 있으면 충전 중임을 
표시하며 녹색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완전히 충전됨

충전 중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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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페어링

헤드폰의 전원을 처음 켜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장치에서 블루투스 메뉴를 통해 연결한 다음 N0 5909를 선택하십시오.

페어링 모드를 수동으로 활성화하려면, 헤드폰의 전원을 끈다음, ON/OFF 버튼을 4초 이상 누르십시오.

2개 이상의 장치에 페어링

1.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다음 장치 1을 연결합니다.

2. 다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 다음 장치 1을 연결 해제합니다.

3. 장치 2에 연결한 다음 헤드폰을 끕니다.

4. 헤드폰을 켜면 헤드폰이 자동으로 장치 1과 2에 동시 연결됩니다.

5. 헤드폰 연결을 전환하려면 하나의 장치를 일시 정지하고 다른 장치에서 플레이합니다.

주:  연결할 수 있는 장치의 최대 수 - 2개의 소스 장치.

패시브

N0 5909는 포함된 1.25m 또는 4m USB-C 전용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3.5mm 또는 6.3mm (1/4”) 오디오 연결이 
있는 제품에 패시브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1. 소스 컴포넌트로부터의 길이에 따라 적합한 길이(1.25m 또는 4m)의 전용 오디오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2. USB-C 연결 끝을 오른쪽 이어컵의 USB-C 입력에 꽂습니다.

3. 케이블의 다른 쪽 끝에 있는 3.5mm 스테레오 미니 잭을 소스 컴포넌트의 헤드폰 입력에 꽂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통적 
오디오 컴포넌트를 위해 6.3mm (1/4")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주: 패시브하게 연결할 때에는, 어떠한 전기적 또는 앱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5mm 전용 오디오 케이블

6.3mm 어댑터 + 3.5mm 전용 오디오 케이블표준 AV 제품

컴퓨터/스마트폰

US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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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USB 디지털 디렉트

N0 5909는 포함된 표준 USB-C to USB-C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여 USB 디지털 디렉트를 통해 연결하여 음원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1. USB-C to USB-C 케이블의 한쪽 끝을 직접 컴퓨터의 USB 연결 포트에 꽂습니다(필요 시 포함된 USB-C to USB-A 
어댑터를 사용).

2. USB-C 케이블의 다른쪽 끝을 헤드폰의 오른쪽 이어컵의 USB-C 입력에 꽂습니다.

3. 컴퓨터 장치에서, "사운드 설정"을 연 다음 스피커 라벨 아래 "N0 5909"를 찾아 선택합니다.

4. 컴퓨터의 슬라이더로 볼륨을 조절합니다. 

5. 음원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주: ANC 기능은 왼쪽 이어 컵 ANC 버튼을 통해 계속 작동하며 이 연결 방법으로 연결되어 있는 동안 헤드폰이 충전됩니다.

컴퓨터

USB-C

USB-C to USB-A 충전 어댑터 + USB-C 충전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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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앱

 Mark Levinson 헤드폰 앱으로 청취 기본 설정을 선택할 수 
있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과 어웨어니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컨투어 설정을 선택하고, 온-헤드 탐지와 
자동 타임 오프 파라미터를 설정하십시오.

앱 시작 랜딩 페이지 설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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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패드와 헤드폰을 부드럽고 약간 젖은 천으로 닦으십시오. 드라이버나 케이블 잭을 물에 담그거나 근처에 습기가 차게 
두지 마십시오. 이어패드와 케이블이 오래되어 낡으면 다음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ww.marklevinson.com 

사용 후 또는 지문을 제거할 때 광택 천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

헤드폰을 떨어뜨리거나, 그 위에 앉거나 또는 헤드폰을 물, 습기, 극한의 온도에 노출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견고한 여행 케이스에 둘 것을 권장합니다. 손상을 피하려면, 헤드폰과 함께 여행 케이스에 다른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주의: 이어컵을 잘못 회전하거나 과도하게 회전하면 헤드폰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작동 및 보관 온도 범위는 -4°F ~ 113°F (-20°C ~ 45°C)입니다. 온도가 41°F ~ 104°F (5°C ~ 40°C) 범위일 때만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유지관리 / 케어

유지관리 / 케어 / 이어패드 교체/제거

이어패드 교환/제거

이어패드를 제거하려면: 이어패드를 이어컵의 내부에서 
부드럽게 당깁니다. 스냅이 릴리스됩니다.

이어패드 다시 부착하기: 이어패드를 이어컵으로 부드럽게 
밀어서, 모든 스냅이 고정되게 합니다.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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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여행용 보관 케이스

USB-C to 3.5mm 전용 오디오 케이블 
(1.25mm 및 4mm 오디오 케이블 포함)

USB-C to USB-A 충전 어댑터

에어플레인 어댑터

USB-C to USB-C 충전 케이블

3.5mm to 6.3mm (1/4" 스탠다드) 
헤드폰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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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헤드폰과 장치가 페어링되지 않음:
1. 헤드폰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전원 스위치를 OFF와 ON으로 반복하십시오.

2. 블루투스를 끈 다음, 원래 장치에서 다시 켭니다. 

3. 헤드폰과 페어링된 다른 장치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끕니다. 

4. 전원 버튼을 4초 정도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5. 블루투스®  장치 목록에서 “N0 5909"가 선택되도록 하십시오

연결된 블루투스® 장치에 오디오가 들리지 않거나 오디오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장치를 헤드폰에 가까이 가져가십시오. 헤드폰과 소스 사이의 물체가 신호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음악 앱이나 다른 트랙을 시도해 보십시오. 

다른 오디오 장치를 시도해 보십시오. 

공장 재설정

1. 헤드폰의 전원을 끕니다. 

2. 전원 버튼을 4초 정도 눌러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3. LED 라이트가 빨간색/흰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볼륨 +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헤드폰과 장치 페어링 문제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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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의 건강

당사의 청력 기능은 놀랍습니다. Mark Levinson 팀은 고객 스스로 귀를 소중한 도구로 취급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경우 
평생 놀라운 소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너무 큰 소리 또는 너무 오래” 듣지 마십시오. 귀하의 귀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울리는 소리나 불편함 또는 
고주파 및 높은 소리에 대한 민감함은 귀의 한계에 도달하여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귀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선호하는 듣기 레벨을 파악한 다음 볼륨을 그보다 10% 이상 더 낮추십시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귀가 약간 낮은 볼륨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들리는 것 같아도 오랜 기간 듣기에는 완벽할 수 있습니다.

귀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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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사양

일반

유형:

드라이버 크기:

주파수 반응(패시브):

주파스 반응(액티브):

민감도:

최대 SPL:

최대 입력 전원 (패시브):

마이크 민감도:

임피던스:

블루투스 전송 전력:

블루투스 전송 변조:

블루투스 주파수:

블루투스 프로필 버전:

블루투스 버전:

배터리 유형:

전원 공급:

충전 시간:

음악 플레이 시간 (BT가 켜져있을 때):

음악 플레이 시간 (BT & ANC가 켜져 있을 때):

음악 플레이 시간 (Aux-In & ANC가 켜져 있을 
때):

규격 (H x W x D):

무게:

보증:

프리미엄 고해상도 오버더이어 무선 어댑티브 ANC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40mm 베릴륨 드라이버

10Hz - 40kHz

20Hz - 20kHz

97dB SPL @1kHz/1mW

98dB

100mW

-32dBV @ 1kHz/Pa

32 ohm

<8dbm

GFSK, π/4 DQPSK / 8DPSK

2.402Ghz - 2.480Ghz

A2DP 1.3.1, AVRCP 1.6, HFP 1.7.1

v5.1

리튬 이온 배터리 (750 mAh/3.7V)

5V / 1.0A

100분

34시간

30시간

30시간

202.6mm (7.9") x 205.4mm (8.1") x 65.4mm (2.6")

340g (12 oz)

2년 부품 및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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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Harman”)는 귀하의 Mark Levinson 제품이 Mark Levinson Limited Warranty
에 명시된 해당 기간 동안 기술 및 소재에 결함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다음의 결과인 결함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사고, 재난, 오용, 남용 또는 기타 비합리적인 사용이나 부주의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유지관리 미흡 포함)에 의한 손상, (2) 운송 중 발생한 손상(클레임은 운송업체에 제기해야 함), (3) 
부적합한 설치나 조정에 의한 손상, (4) 액세서리 또는 장식 표면에 대한 손상이나 변질, (5)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된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된 손상, (6) 인가된 Mark Levinson 서비스 센터 이외의 다른 사람이 수리한 결과 발생한 손상.

또한, 이 제한적 보증은 제품 자체에 발생한 실제 결함만을 보증하며, 설치나 고정 설치의 제거 비용, 셋업 또는 조정, 판매자의 
사실 와전에 따른 클레임, 프로그램 소스 품질, AC 전원 또는 제품 수정과 같은 설치 관련 상황으로 기인한 성능 변화, 일련 
번호가 없어지거나, 수정되거나 제거된 제품, “있는 그대로” 또는 최종 판매 기준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 제한적 보증은 인가된 Mark Levinson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Mark Levinson의 완전한 보증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arklevinson.com/about/purchase-policy.html

보증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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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8500 Balboa Boulevard 
Northridge, CA 91329 USA

© 2020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 All rights reserved.

Mark Levinson은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의 등록 상표입니다.

다른 회사와 제품명은 그와 연계된 각 회사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MQA"는 MQA Limited © 2018의 상표입니다.

이 문서는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의 일부에 대한 약정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품에 포함된 정보, 기능, 사양 및 제품의 외관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orporated는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고객 서비스 및 제품 배송 정보에 관해서는 당사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MarkLevinson.com Part No. 070-00004 rev B.0                                                                              
www.MarkLevins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