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REMOTE HALO 

쉽게  시작하십시오  

B a n g  &  O l u f s e n  앱  다운로드   

 

 

제품을 설정하려면 먼저 Google Play Store 또는 Apple App Store에서 Bang & Olufsen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앱에서 Beoremote Halo를 설정하고 제품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Bang & Olufsen 앱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사용자 계정을 생성해야 합니다. 

Beoremote Halo를 설정하려면 클릭하여 새 제품을 추가하십시오. 이미 계정이 있다면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이 안내하는 단계에 따라 Beoremote Halo에서 WiFi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Beoremote Halo로 제어하려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Bang & Olufsen 앱에 이전에 계정과 연결한 적이 

있고 현재 네트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Beoremote Halo가 설정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제품  사용하기  

 

터치스크린을 사용해 연결된 기기의 음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재생/일시 정지하려면 재생 

버튼을 탭하고, 트랙이나 라디오 방송을 변경하려면 화살표를 탭하고, 볼륨을 조절하려면 알루미늄 

링을 회전합니다.  

Beoremote Halo에는 항상 가장 최근에 사용한 스피커가 표시됩니다. 스피커를 변경하려면 화면 상단의 

스피커 이름을 탭합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모든 옵션이 표시되고, 스크롤을 아래위로 움직여 연결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어 중인 제품을 다른 스피커에서 재생 중인 플레이리스트에 연결하려면 왼쪽 하단 모서리의 

연결 아이콘을 탭합니다. 

아래로 스와이프해 연결된 Bang & Olufsen 제품에 내장된 출력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eoremote Halo를 사용해 다른 제품에서 재생 중인 플레이리스트와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어 중인 제품을 다른 스피커에서 재생 중인 플레이리스트에 연결하려면 왼쪽 하단 모서리의 

연결 아이콘을 탭합니다.  

이미 제품이 재생 중인 경우 화면 상단으로 스와이프해 연결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  추가  

 

Beoremote Halo로 제품을 제어하려면 먼저 해당 제품이 Bang & Olufsen 앱에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ang & Olufsen 앱에서 Beoremote Halo를 선택하면 계정에 연결된 모든 제품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목록에서 앱에 추가할 제품을 선택합니다. 

 

즐겨찾기  

Beoremote Halo에는 즐겨 듣는 플레이리스트나 방송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는 즐겨찾기 아이콘 

4개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즐겨찾기 아이콘을 찾습니다.  

저장된 즐겨찾기를 재생하려면 해당 아이콘을 누릅니다. 

즐겨찾기를 저장하려면 아이콘 중 하나를 길게 눌러 현재 청취 중인 플레이리스트를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 

제공되는 즐겨찾기 기능은 제어하는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음성 지원이 활성화된 스피커의 경우 즐겨찾기를 스피커에 로컬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소스  

Beoremote Halo 디스플레이를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Deezer, TuneIn, 입력 단자에 연결된 장치 등 

스피커에 내장된 음악 출력 옵션을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출력 옵션은 제품과 제품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유용한  정보  

 

설정  화면에  액세스  

디스플레이 화면 상단 표시줄의 제품 메뉴에서 Beoremote Halo를 선택해 설정 화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화면 밝기 조절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초기화  

전면 덮개 아래에 있는 작은 재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 Beoremote Halo를 초기 설정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바로 아래의 오른쪽 모서리를 눌러 덮개를 엽니다. 그러면 덮개가 튀어 

올라 덮개를 간편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재설정 버튼을 꾹 누릅니다. 약 1분 30초가 지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메시지가 사라지면 Beoremote Halo의 초기 설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  정보  

Beoremote Halo 일련번호와 규정 정보는 전자 라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 라벨은 디스플레이 

화면 상단 표시줄의 제품 메뉴에서 제품 설정을 선택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및  배터리  

Beoplay 충전 패드 등 Qi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충전 패드에 올려놓거나, USB-C 케이블을 사용해 

Beoremote Halo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된 Beoremote Halo는 사용 빈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약 24시간 동안 

충전 상태가 지속됩니다.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화면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