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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소개 

BeoConnect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BeoSound 5와 

같은 Bang & Olufsen 제품으로 음악을 전송하고, 

컬러 즐겨찾기 목록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는 iTunes®나 Windows 

Media Player®등 좋아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Bang & Olufsen 제품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입니다. 

BeoConnect는 www.bang-olufsen.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 설명서 

이 설명서에는 BeoConnect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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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방법과 원리 

트레이 아이콘 

트레이 아이콘은 상태에 따라 색이 변합니다. 

- 연결된 제품이 없으면 흰색입니다. 

- BeoConnect가 제품에 연결되어 있으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깜박입니다. 

- 연결된 제품이 있으면 검정색입니다. 

- 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깜박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 

제품 연결 여부에 따라, BeoConnect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메뉴 항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 사용하기 

오른쪽 클릭 메뉴 - 연결된 제품이 없을 때. 

오른쪽 클릭 메뉴 - 연결된 제품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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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Connect 시작 

‘도움말’ 메뉴 

이 메뉴에서 '사용 설명서'를 선택하면 이 설명서가 열립니다.  

'정보' 메뉴에는 버전 정보와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용 설명서와 업데이트는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복사와 매핑 

음악을 복사하고 매핑하기 전에, '제품 목록'에 제품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BeoConnect 

시작, 제품 연결, 음악 복사 및 매핑 방법 등이 이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음악 복사와 매핑 ... 

>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엽니다. 

> 제품이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제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제품에 연결합니다. 

> 컬러 즐겨찾기 목록을 선택한 후, 매핑할 음악을 

선택하거나 ... 

> ... '음악'을 선택한 후, '선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할 음악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복사 시작'을 선택하십시오. 

복사 진행 중에는 트레이 아이콘이 빨간색과 검정색으로 

깜박이며, 복사가 완료되면 트레이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바뀝니다. 

BeoConnect 시작 ... 

>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시작' 메뉴에서 

'BeoConnect'를 클릭하십시오.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시작 절차를 계속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연결해둔 제품이 나열되며 

Bang & Olufsen 제품이 네트워크에 나타납니다. 자동으로 

감지되는 제품도 있지만, 수동으로 추가해야 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제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연결'을 

활성화하면, 연결 절차가 시작됩니다. 

컴퓨터를 켤 때 BeoConnect를 자동으로 시작할 것인지  

'설정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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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연결하기 BeoSound 5와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제품에 수동 또는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연결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른쪽 클릭 메뉴의 '제품'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 '설정' 메뉴에서 '자동 연결'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제품에 

프로그램이 연결됩니다. '자동 연결'은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제품 자격 증명을 제출한 경우. 

제품 연결 또는 분리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목록을 표시합니다. 

> 연결하려는 제품을 클릭하거나, 제품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려는 제품을 클릭합니다. 

연결된 제품이 있으면 트레이 아이콘이 검정색입니다. 

BeoConnect에 암호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연결하려는 

제품의 암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Bang & Olufsen 제품의 

암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Bang & Olufsen 

제품의 암호를 변경했으면, 이 암호도 변경해야 합니다. 암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네트워크에서 제품을 찾을 수 없으면 '선택한 제품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품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사할 음악 파일을 이전에 선택했거나 컬러 즐겨찾기 

목록에 재생 목록을 매핑해둔 경우에는, 연결과 동시에 

복사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제품 암호'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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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사용하기 컬러 즐겨찾기 목록 매핑하기 

Windows Media Player 또는 iTunes에서 재생 목록을 

선택한 후, 연결된 제품의 컬러 즐겨찾기 목록으로 

매핑하십시오. 이제 재생 목록의 컨텐츠가 매핑되기 

시작합니다. 

컬러 즐겨찾기 목록 매핑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빨간색'과 같은 컬러 즐겨찾기 

목록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한 재생 목록을 불러옵니다. 

>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복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트레이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컬러 즐겨찾기 목록의 매핑 제거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컬러 즐겨찾기 목록을 

선택합니다. 

> 컬러 즐겨찾기 목록의 향후 변경사항을 연결된 제품으로 

전송하지 않으려면, '없음'을 클릭하여 컬러 즐겨찾기 

목록의 매핑을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설정해도 제품의 컬러 

즐겨찾기 목록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Bang & Olufsen 

제품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복사할 음악 선택하기 

연결된 제품으로 재생 목록과 미디어 컬렉션을 복사합니다. 

복사할 음악 선택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음악'을 선택합니다. 

> '선택'을 선택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복사할 재생 목록이나 

미디어 컬렉션을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재생 

목록을 복사하지 않으려면 체크 표시를 제거하십시오. 

선택한 재생 목록 및 미디어 컬렉션 복사 시작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음악'을 선택합니다. 

> '복사 시작'을 선택합니다. 복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트레이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변합니다. 

미디어 변경사항 복사하기 

미디어 플레이어의 내용을 변경하면, 변경된 재생 목록 및 

미디어 컬렉션의 복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된 

제품으로 변경사항이 복사됩니다. 복사 절차에 관한 이 장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이미 진행 중인 복사 절차가 있으면, 이 

복사가 계속되며 변경사항은 나중에 복사됩니다. 

컬러 즐겨찾기 목록의 매핑은 최근에 연결한 제품 다섯 개에 

대해서만 기억됩니다. 컬러 즐겨찾기 목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재생 목록과 음악 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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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 절차 

복사 절차는 컬러 즐겨찾기 목록 매핑, 재생 목록 또는 미디어 

컬렉션 선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변경사항은 제품에 연결할 

때 복사됩니다. 

미디어 복사하기 ...

BeoConnect는 다양한 트랙과 커버 아트 등을 복사하며, 

복사 절차가 완료되면 트레이 아이콘이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단, 커버 아트가 없으면 복사되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형식과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복사 진행 중에 트레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태 창이 

나타납니다. 

> '확인'을 클릭하여 창을 제거합니다. 

복사 진행 중에는 BeoConnect에서 복사 취소를 제외한 어떤 

작업도 할 수 없습니다. 

복사는 Windows Media Player 또는 iTunes를 실행 중이며, 

올바른 파일이 있을 때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스크가 

가득 찼거나 네트워크 연결이 끊기면 복사가 멈춥니다. 제품 

디스크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복사 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설정' 메뉴에서 '파일 덮어쓰기'를 활성화한 상태에서, 크기와 

시간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파일을 복사하면, 새 파일이 기존 

파일을 덮어쓰게 됩니다. '설정' 메뉴에서 '파일 덮어쓰기'를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크기와 시간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파일을 복사하면,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않고 새 파일이 

복사됩니다. 

복사 절차 취소하기 ... 

> '복사 취소'를 클릭하면 복사 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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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사용하기

제품에서 사진이나 저용량 비디오 클립을 사용하려면, 

컴퓨터에서 파일을 먼저 활성화한 후 수동으로 복사해야 

합니다. BeoConnect를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제품으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하기 ... 

> 사진과 비디오 클립을 컴퓨터로 옮깁니다.

> '탐색기'를 엽니다. 파일을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 BeoMaster 5로 매핑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BeoConnect의 '설정' 메뉴에서 공유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진과 비디오 클립을 'Photo' 폴더에 붙여 넣습니다.  

'Photo' 폴더 밑에 하위 폴더를 만들어 파일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이제 TV를 통해 BeoMaster 5를 활성화하면, 사진과 

비디오 클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사용하기

Internet Explorer에서 즐겨찾기를 만들어 BeoMaster 5에 

단축키로 복사한 후, 이렇게 저장한 즐겨찾기로 TV에서 웹 

사이트를 열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사용하기 ...

> 컴퓨터에서 '탐색기'를 열고, 단축키로 저장된 즐겨찾기가 

있는 폴더를 선택합니다. Windows XP 단축키는  

'C:\Documents and Settings\<your username>\

Favorites'에 저장됩니다. 위치를 확인하려면  

'Window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 단축키를 선택하고 복사합니다.

> '탐색기'에서 BeoMaster 5로 매핑된 드라이브를 

선택합니다. BeoConnect의 '설정' 메뉴에서 공유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서 매핑된 네트워크 드라이브의 '즐겨찾기' 폴더로 

즐겨찾기를 붙여 넣습니다. 미리 만들어둔 폴더로 

복사하거나 나만의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제 TV에서 웹 사이트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파일 및 폴더 복사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ndows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사진 및 웹 사이트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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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BeoConnect 설치하기 

> 설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언어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환영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ULA)이 나타나면 클릭하여 

승인합니다. 

> 메시지가 나타나면 BeoConnect의 설치 경로를 

선택합니다. BeoConnect 단축키가 '시작' 메뉴에 

추가되며,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된 미디어 플레이어를 

감지합니다. 

> '시작할 때 BeoConnect 시작' 설정을 활성화하여, 

컴퓨터를 시작할 때 BeoConnect가 자동으로 시작된 

후, 선택한 음악을 복사 및 매핑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BeoConnect와 Windows Media Player 함께 사용' 및 

'BeoConnect와 iTunes 함께 사용' 설정을 활성화하여, 

Windows Media Player 또는 iTunes의 재생 목록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십시오.

> 설치가 완료되며 시작 절차가 시작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치가 취소됩니다. 

– 운영 체제가 호환되지 않는 경우. '형식과 요구사항'을 

참조하십시오.

– BeoConnect 버전이 컴퓨터의 기존 버전보다 오래된 

경우. 

– EULA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 

BeoConnect가 설치되어 있으면, 현재 버전에 따라 수리 

또는 업그레이드 옵션이 대신 표시됩니다. 

– BeoConnect 버전이 기존 버전보다 새 버전이면, EULA를 

승인한 후 설치를 계속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BeoConnect 버전이 기존 버전과 같으면, 이 버전을 

수리한 후 설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를 

수리하거나 업그레이드해도 모든 설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수리나 업그레이드 후에도 복사 및 매핑할 재생 목록과 

음악 컬렉션이 그대로 복사, 매핑된다는 뜻입니다. 

설치 

BeoConnect 설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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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설정' 메뉴를 변경해서 필요에 따라 BeoConnect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 설정 변경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설정'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설정을 변경합니다. 

> '확인'을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메뉴를 종료하거나,  

'적용'을 클릭하여 메뉴를 종료하지 않고 설정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 언어' 

BeoConnect에서 사용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 선택' 

활성화할 미디어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미디어 

플레이어의 재생 목록과 음악 컬렉션만 표시됩니다. 

'자동 연결 설정'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제품에 

BeoConnect를 자동으로 연결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일 덮어쓰기 설정' 

기존 파일과 크기와 시간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은 파일이 

연결된 제품에 있으면, 자동으로 기존 파일을 덮어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작' 

컴퓨터를 켤 때 BeoConnect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설정합니다. 

'드라이브에 BeoSound 5 매핑' 

BeoSound 5/BeoMaster 5를 매핑하는 데 사용할 

드라이브를 선택하거나 변경합니다. 이 드라이브는 사진, 

비디오 클립, 웹 사이트의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사용되므로, BeoMaster 5를 통해 TV에서 이러한 컨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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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관리 연결된 제품이 있으면 BeoConnect에서 자동으로 제품을 

감지하지만, 수동으로 직접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수동으로 

추가한 제품은 다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찾아서 추가한 

제품을 '제품 목록'에 표시할 것인지 선택하고, 이 목록의 제품 

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수동으로 제품 추가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관리'를 선택합니다. 

> '추가'를 클릭하여 '제품 자격 증명' 창을 불러옵니다. 

> 'IPV4 주소', '호스트 이름', '사용자 이름', '공유 이름'을 

입력합니다. 

> '확인'을 클릭하여 제품을 추가하거나 '취소'를 클릭하여 

작업을 취소합니다.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은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
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이름과 공유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수동으로 추가한 제품 삭제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관리'를 선택합니다.  

> '수동으로 추가한 제품'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제품을 

클릭합니다.  

> '삭제'를 클릭하여 제품을 삭제합니다. 

‘제품 목록’에 제품 추가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관리'를 선택합니다. 

> '감지한 제품' 또는 '수동으로 추가한 제품'에서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창 가운데 있는 해당 화살표 탭을 클릭하여 제품을 

추가합니다. 

수동으로 추가한 제품은 '제품 목록'에 *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 자격 증명' 대화 상자. 

'제품 관리'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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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목록'에서 제품 제거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관리'를 선택합니다. 

> '제품 목록'에서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여 선택한 후, '제거'를 

클릭하여 제거합니다. 

> '모두 제거'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모든 제품을 제거합니다. 

'제품 목록'에서 제품 한도 변경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관리'를 선택합니다. 

> '제품 목록 한도' 항목에서, '제품 목록'에 추가할 수 있는 

제품 수를 선택합니다. 최대 한도는 다섯 개입니다. 

BeoSound 5/BeoMaster 5를 등록하려면 온라인 등록 

페이지를 열고, 제품에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제품 등록하기 ... 

> 제품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제품 등록'을 선택하여 제품 등록 페이지를 엽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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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과 업데이트 버전 정보 

'정보' 대화 상자에는 버전 정보와 함께 업데이트 확인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버전 정보 확인하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BeoConnect'를 선택하여, 

현재 버전 정보와 업데이트 확인 버튼이 담긴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 '확인'을 클릭하여 상자를 제거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확인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BeoConnect'를 선택합니다. 

> '업데이트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업데이트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클릭하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확인'을 클릭하여 상자를 

제거하십시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으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업데이트 확인' 대화 상자. 

'정보' 대화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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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edia Player 11 또는 iTunes 8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필수 버전보다 버전이 낮으면 알림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Windows Media Player 11 또는 iTunes 8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하십시오. 두 가지 미디어 플레이어를 

모두 설치했으며, 둘 중 하나만 버전이 낮으면, 이 미디어 

플레이어를 업그레이드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전이 5.04보다 낮은 BeoPlayer를 사용하면 호환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호환이 가능한 BeoPlayer

를 사용하면, BeoConnect로 미디어를 제품에 복사 및 

매핑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BeoPlayer 버전이 

BeoConnect와 호환되지만 BeoPlayer의 N.Music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N.Music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무선 시스템을 통해 컴퓨터에 연결한 제품은 자동으로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수동으로 추가하려면 '제품 관리'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제품을 선택하면, BeoConnect에서 현재 제품의 연결을 

끊고 새 제품으로 연결합니다. 프로그램이 닫히면 제품 연결도 

끊깁니다. 다른 이유로 제품 연결이 끊기면, 홈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BeoSound 5를 켜고 레버를 '모드'로 옮깁니다. 

> 휠을 돌려 '설정'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두 번 누르고, GO를 눌러 고객 

서비스 설정을 활성화합니다. 

> '네트워크 정보'로 레버를 옮깁니다. BeoSound 5의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BeoMaster 5를 켜고 TV에 메뉴를 불러옵니다. 

> 리모컨의 Menu 버튼과 9를 눌러 'Configuration' 메뉴를 

엽니다. 

> 빨간색 버튼과 GO를 눌러 'Network Info'와 'Product 

Info' 고객 서비스 설정을 엽니다.

> 화살표 버튼을 눌러 'Network Info'로 이동한 후 가운데 

버튼(GO)을 누릅니다. BeoMaster 5의 호스트 이름과 IP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 

BeoConnect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찾지 못하거나 

호환되지 않는 버전을 

감지하는 경우 ... 

 
BeoConnect에서 

BeoPlayer 버전을 

감지하는 경우 ... 

제품을 자동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  

제품 연결이 끊기는 

경우 ... 

BeoSound 5의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찾고 싶은 경우 ... 

BeoMaster 5 단독 

모드에서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찾고 

싶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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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에서 '자동 연결'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BeoPlayer 버전이 BeoConnect와 호환되지만 BeoPlayer의 

N.Music을 닫지 않은 경우에는 N.Music을 닫으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04 이상 호환 가능한 BeoPlayer 

버전을 사용하면, BeoConnect를 설치할 때 일부 기능이 

손실됩니다. BeoPlayer가 N.Music용 단독 모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미디어 처리 작업과 컬러 즐겨찾기 

목록 및 재생 목록 복사가 비활성화되며, BeoPlayer에 

저장된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BeoMaster 5에 저장된 

음악 파일만 있는 경우에는 BeoPlayer의 N.Music 폴더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BeoConnect를 

시작할 때 제품을 

시작하고 싶지 않은 

경우 ... 

BeoConnect를 설치할 

때 BeoPlayer가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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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Connect 닫기 또는 

제거하기 

BeoConnect 닫기 

전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니면,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닫을 

수 있습니다. 

BeoConnect 닫기 ... 
> 오른쪽 클릭 메뉴를 열고 '끝내기'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BeoConnect 제거하기 

BeoConnect를 컴퓨터에서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BeoConnect 설치 전 상태로 BeoPlayer를 재설정하려면, 

BeoPlayer를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BeoPlayer에서 N.Music 단독 모드를 만들기 위해 지정한 

설정은 삭제됩니다. 

제거 방법 ... 

> BeoConnect를 제거하려면 '시작' 메뉴를 선택하고 

BeoConnect를 선택한 후, 'BeoConnect 제거'를 

선택하십시오. 

Windows의 '프로그램 추가/제거'를 통해서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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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과 요구사항 파일 형식 

지원되지 않는 형식, DRM 보호 음악, 사진 등은 복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통해 사진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트랙에 첨부된 jpeg 형식 커버 아트 파일은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음악 파일 형식을 확인하려면, 사용 

중인 Bang & Olufsen 제품의 제품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요구사항 

BeoConnect를 작동하려면 몇 가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음악 파일은 로컬 하드 드라이브나 USB 메모리 스틱 

등에 로컬로 저장해야 합니다.

최소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 Windows XP SP3, Windows Vista SP1 또는 

Windows 7(32비트 및 64비트) 이상 운영 체제. 

– Windows Media Player 11 또는 iTunes 8. 

승인 및 책임

이 설명서에 언급된 제품 이름은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Window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iTune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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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of this Bang & Olufsen software requires that you accep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End User License Agreement. 
Continuing to download the software constitutes an implicit 
acceptance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software is provided “as is” without warranty of any 
kind, neither expressed nor impli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Bang & Olufsen explicitly disclaims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rect 
damage, direct loss, loss of profits, consequential loss, personal 
injury and injury to personal property which may result from 
downloading the software, using the software, inability to use 
the software or defects in the software. Additionally Bang & 
Olufsen shall in no way be obligated to update the software, 
hereunder to correct defects in the software, should this be 
necessary. 

Neither installation nor use of the software nor acceptance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permit you to use any name, logo 
or trademark used or registered by Bang & Olufsen. Reverse 
engineering, decompilation, dissembling of the software or any 
of its content is prohibited. Rental, leasing, networking, resale, 
or redistribution of the software is also prohibited. 

Bang & Olufsen strongly advise you not to download illegal 
music. Bang & Olufsen is under no circumstances liable for 
any content stored using the software, and Bang & Olufsen 
does not provide you with any license or permission to use any 
name or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cluding any rights, 
patents or trademarks. 

Copyright Bang & Olufsen A/S. Bonjour function used by 
BeoConnect Product i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End User Licen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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