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Sound 6 

설명서 



이 B등급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유발 기기  

규정(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의 모든 요건에 부합됩니다. 

주의: 이 장치는 FCC 규정 15 부를 준수합니다.  

작동은 다음 두 조건을 따릅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되는 

어떠한 간섭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이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용하며 

발산시킬 수 있으며 지침대로 설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설치 환경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가 정말로  

무선이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경우에는(기기를 끄고 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조치로 그 간섭 현상을 바로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바꿉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띄어  

놓습니다. 

– 리시버가 연결된 회로 이외의 회로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매장이나 경험 있는 무선/TV 기술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안전 정보: 물기가 없는 곳에 뮤직 플레이어를 놓고 

아무 것도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뮤직 플레이어는 

건조한 환경에서만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온도  

범위는 5~45°C(41~113°F)입니다. 

경고: 화재 또는 전기 충격의 위험을 줄이려면 

이 기기가 비에 젖거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한 물이 떨어지거나  

튀기는 곳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꽃병과 같이 

액체가 들어 있는 물체 근처에는 본 기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AC 전원에서 이 기기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벽면 소켓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분리된 장치는 항상 작동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정삼각형 안에 화살표 모양 번개가 들어있는 

기호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충분한 수준의 절연되지  

않은 "위험한 전압"이 제품 내에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정삼각형 안에 느낌표가 있는 기호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책자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 관리(수리) 지침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주의: 커버(혹은 뒷면)를 제거하면 
전기 충격 위험이 높아집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수리를  
요청하십시오. 

CAUTION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승인 및 책임 

이 설명서에 언급된 제품 이름은 다른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일 수 있습니다. 

일부는 Microsoft Windows Media 기술을  

사용합니다. Copyright © 1999-2002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Windows Media 및 Windows 로고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Bang & Olufsen 은 어떤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한 파생적, 부수적, 

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ac, Mac 로고 및 iTunes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Computer, Inc.의 상표입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 PC 

• USB 포트 1개 

 외장 허브를 통해 이 포트에 BeoSound 6 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지원하는 허브를 

사용하십시오. 

•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시스템 요구사항 – Macintosh 

• USB 포트 1개 

 외장 허브를 통해 이 포트에 BeoSound 6 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속도를 지원하는 허브를 

사용하십시오. 

• MAC OS X 호환 

• 플러그인을 통한 iTunes 7(이상) 지원. 

지원 파일 형식 

• MP3 

 샘플링 주파수: 8~48kHz 

 지속 또는 가변 비트율: 8~320Kbps 

• WMA 

 샘플링 주파수: 8~48kHz  

비트율: 8~320Kbps 

• OGG 

 Q0~Q10 

BeoSound 6 용 펌웨어 업데이트는 Bang & Olufsen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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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플레이어 소개 

BeoSound 6 는 휴대용 충전식  
뮤직 플레이어입니다. 제품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뮤직 플레이어를  
충전해야 합니다. 완전히 충전한  
다음에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BeoSound 6 로 디지털 음악을  
전송한 후 이어폰을 꽂으십시오.  
이제 뮤직 플레이어를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며, 메뉴 

옵션을 선택하고 버튼을 다시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커버 사진이  

있으면 화면 표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를 누르면 커버를  

불러올 수 있으며, 다시 한 번 누르면 

트랙 정보를 불러오고 커버 조명을 

끌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다음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랙 내에서 앞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눌러 이전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트랙 내에서 뒤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지면 버튼을  

눌러 트랙을 재생합니다. 재생 중에 

누르면 일시 정지되며, 길게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한 단계 위로 이동합니다. 길게  

누르면 계속 이동합니다. 

한 단계 아래로 이동합니다. 길게 

누르면 계속 이동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메뉴에서 한 단계  

뒤로 이동하거나 재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길게 누르면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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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표시 
볼륨 크게/작게  

참고! 뮤직 플레이어에서 앨범 또는 

재생 목록을 재생한 다음에는 대기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대기  

상태에서 24 시간이 지나면 뮤직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완전히  

꺼집니다. 



이동 재생 목록 만들기 

뮤직 플레이어에 저장된 음악으로 

빠른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를 눌러 메인 메뉴에서  

트랙으로 이동한 후  를 눌러  

트랙 보기를 엽니다. 

> 이동 재생 목록으로 전송하려는 

트랙을 하나씩 이동합니다. 

>  를 길게 눌러 선택한 트랙을  

이동 재생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재생 목록 사용 … 
>  를 눌러 메인 메뉴로 이동한  

후 재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를 눌러 이동 재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재생 목록에 있는 컨텐츠를  

모두 재생하려면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트랙을  

무작위로 재생하려면 임의 재생을 

선택합니다. 

> 트랙을 하나씩 이동하여 특정  

트랙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작동 - 단축키 

메인 메뉴 및 주요 메뉴에는 편리한 

작동을 위한 몇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임의 재생시 재생 중인 

트랙으로 직접 건너뛰고 특정  

아티스트 또는 장르의 모든 트랙이나 

몇몇 트랙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앨범 또는 재생 목록으로 직접  

이동하여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을 임의 재생하는 단축키 –  
트랙 보기에서 … 
>  를 눌러 메인 메뉴로 이동한  

후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  를 길게 누르면 임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 아티스트 또는 장르 보기에서 … 
> 를 눌러 메인 메뉴로 이동한  

후 아티스트 또는 장르로  

이동합니다. 

>  를 눌러 아티스트 또는 장르 

보기로 이동한 후 아티스트 또는 

장르를 선택합니다. 

>  를 길게 누르면 임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특정 아티스트 앨범, 특정 앨범 또는 
재생 목록에서 모든 트랙 재생 … 
>  를 눌러 메인 메뉴로 이동한  

후 아티스트, 앨범 또는 재생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  를 눌러 아티스트, 앨범 또는 

재생 목록 보기로 이동합니다. 

>  를 길게 눌러 선택한 아티스트, 

앨범 또는 재생 목록에서 모든  

트랙을 임의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Menu
Tracks
Artists
Albums
Genres
Playlists

Settings

I Don’t Like Mon

Bon Jovi

One Wild Night
LIVE 1985-2001
2001

I Don’t Like Mon

3:54 20/3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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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메뉴 화면 표시 – 화면 표시 

하단에는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의  

제목이 항상 표시됩니다. 커서  

색상으로 배터리 상태를 알려줍니다. 

재생 중에 현재 트랙, 트랙 길이 및 

번호가 항상 표시됩니다. 아티스트, 

앨범 또는 커버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면 표시됩니다. 

메뉴 또는 다양한 보기를 사용하여 
뮤직 플레이어의 컨텐츠를  
탐색하거나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메뉴 

트랙 … 트랙 및 임의 재생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아티스트 … 아티스트 보기를  

표시합니다. 

앨범 … 앨범 보기를 표시합니다. 

장르 … 장르 보기를 표시합니다. 

재생 목록 … BeoPlayer 또는  

이동 재생 목록으로 만든 재생  

목록을 표시합니다. 

설정 … 뮤직 플레이어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뮤직 플레이어의 다양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정 
반복 재생 …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옵션에는 켜기/끄기가 있습니다. 

자동 잠금 … 플레이어 또는 화면 

표시가 유휴 상태일 때 키패드를 

자동으로 잠급니다. 옵션에는  

켜기/끄기가 있습니다. 

오디오 … 중저음 수준을 설정합니

다. 옵션에는 없음, 중간, 높음이 

있습니다. 동적 사운드 필터도  

켜기 또는 끄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 표시 … 켜기, 끄기, 흐려짐 

중에서 화면 표시 시간을  

설정합니다. 

언어 ... 화면 표시에 표시할 언어

를 선택합니다. 

배터리 … 배터리 상태를 표시합니다. 

배터리 전원이 다 소모된 경우에는 

뮤직 플레이어가 꺼지면서 짧은 

경고음이 들립니다. 

 화면 표시의 커서도 배터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녹색 커서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배터리가 소모되면 

커서 색상이 적절하게 변합니다. 

저장공간 … 사용된 저장 공간과 

여유 공간을 표시합니다. 

정보 …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합니다. 

뮤직 플레이어 메뉴 사용 

Menu
Tracks
Artists
Albums
Genres
Playlists

Settings

I Don’t Like Mon

Bon Jovi

One Wild Night
LIVE 1985-2001
2001

I Don’t Like Mon

3:54 20/31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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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Player 또는 Windows Media 
Player 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음악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전송하려면 …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뮤직  

플레이어를 PC에 연결합니다. 

– 뮤직 플레이어가 대용량 저장소 

장치로 등록됩니다. 

– 음악 관리 프로그램을 엽니다. 

– BeoPlayer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열고 COPY 를  

클릭하여 트랙을 끌어다 놓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Player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eoPlayer 정보 … 
BeoPlayer 는 장르, 아티스트,  

트랙 제목, 앨범 제목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디지털 음악을 자동 정렬하는 

음악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BeoPlayer 를 사용하여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으며  

CD 에서 트랙을 녹음하여 저장,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Player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eoPlayer 는 CD-Rom 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뮤직 플레이어로 음악 전송 

N.MUSIC 

PC  CD 

PHOTO 

N.RADIO 

PC  TV 

 

GO 

PC  TV

SETUP 

GUIDE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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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뮤직 플레이어를 충전하려면 동봉된 
케이블을 뮤직 플레이어와 PC 의 
USB 연결부에 연결하십시오.  
여행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충전 정보 …  
뮤직 플레이어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2 시간 반 정도 연결해 

두십시오. 완전히 충전한 다음에는  

40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때 … 
경고음이 들리면서 화면 표시가  

흐려집니다. 배터리가 방전되기  

직전에는 경고음이 반복됩니다. 

커서 색상도 화면 표시 상태를  

보여줍니다. 녹색 커서는 뮤직  

플레이어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배터리 상태에 따라 이 

색상이 오렌지색/노란색 음영으로 

바뀝니다. 

충전하는 동안 … 
파란색 선이 디스플레이에 걸쳐  

나타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면 이 

선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USB 케이블에 연결한 상태에서는 

뮤직 플레이어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행용 충전기로 충전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햇빛이나 화기와 같이 뜨거운 열에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컴퓨터에 접지된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PC
100–240 VAC
50–60 Hz

8

플러그를 분리할 때에는 표시된  

대로 눌러 분리하십시오.  

펜이나 뾰족한 물체로 모든 설정을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악 

컨텐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재설정 구멍 



새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 

Bang & Olufsen 웹 사이트에서 

뮤직 플레이어에 새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 

안내된 지침을 따라 주십시오.  

이어폰 착용 및 사용 

최적의 음질을 즐길 수 있도록  

본 페이지에 표시된 대로 동봉된  

이어폰을 조립, 착용,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오래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경고! 안전을 위해 매듭으로 목걸이 

줄을 동여매는 등 가죽 케이스의 

목걸이줄에 조임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목걸이줄이 실수로  

어디에 걸리거나 당겨지면 조임  

장치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이어폰을 연결한 뮤직 플레이어의 

가죽 케이스. 

뮤직 플레이어에 이어폰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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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1999/5/EC 및 

2006/95/EC 지침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술 사양, 기능 및 그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장에만 해당! 
이 B등급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유발 기기 규정(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의  

모든 요건에 부합됩니다. 

미국 시장에만 해당! 
주의: 이 기기는 테스트에서 FCC 

규정 15 부에 따라 B등급 디지털  

장치의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한도는 가정 내 

설치 환경에서 유해한 간섭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용하며 발산시킬 수  

있으며 지침대로 설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설치 환경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가 정말로  

무선이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경우에는(기기를 끄고 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조치로 그 간섭 현상을 바로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바꿉니다. 

– 기기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띄어 놓습니다. 

–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 이외의  

회로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매장이나 경험 있는 무선/TV  

기술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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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ang-olufsen.com 

350958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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