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VISION ECLIPSE  
2 세대  

설치  및  설정   

소개

이 설명서에는 제품과연결된기기의일상적인사용에관한 추가정보가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의특징과기능이 보다자세히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설정에관한정보

리모컨으로 제품을 작동하는법 네트워크 연결설정 방법등을자세히알아볼수있습니다

제품의배송과설치 설정은 제품을구입한매장에서 지원받으실수있습니다

서비스나지원이필요할때는 가장먼저제품을구입한 매장에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매장은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세대는 과 가협력해개발한제품입니다 이 설명서에

와 리모컨에관한설명이포함되어있습니다

스크린과관련된설명과설정 방법은 웹사이트 로

이동해확인하시기바랍니다

 국가 선택

 홈 지원 다운로드 설명서선택

 모델 번호입력

 스크린에관한설명서 확인

일부 시장에서는기능을사용하지못할수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연결 사운드설정 소프트웨어업데이트와 같은기타 기능에관한

정보도나와있습니다

컴퓨터나스마트장치를통해 최신사용설명서를불러올수있습니다

http://www.bang-olufsen.com/
https://www.lg.com/common/index.jsp


 

 

리모컨과 안내서에설명된리모컨에는 많은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차이점을

숙지해두시기바랍니다 자세한내용은 리모컨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중요 정보 은다운로드한앱을비롯한인터넷서비스의가용성과성능에대해

책임을지지않습니다 은 인터넷 서비스수신을위한기술적기반을제공합니다

공급업체측에서앱 삭제등서비스에 관한콘텐츠와 조건을변경할 수있으므로

은서비스에 대한 그어떤보증도할 수없습니다 사용할수있는인터넷서비스와앱은

시장에따라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리모컨

을 사용해 세대를 작동하는법을알아보겠습니다

리모컨 페어링

세대를 작동하려면먼저 과 제품을 페어링해야합니다

오른쪽스피커박스 뒷면에 있는페어링버튼을길게 누르거나 홈메뉴에서

앱을 선택하면표시되는서비스메뉴를통해 제품을 페어링한후사운드및 를

선택합니다 제품을 페어링하기전에반드시 리모컨을 페어링모드로 설정하도록합니다

 전원에 를 연결합니다

 리모컨에새배터리를넣고 제품앞에 자리를잡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시작화면이 사라지면 버튼과가운데버튼을사용해선호하는언어를

설정합니다



 

 

 제품의페어링옵션이켜져 있으면페어링이 시작됩니다

메뉴를통해페어링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하고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사운드 및 를 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서비스를선택한 후 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리모컨페어링을 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화면에표시되는지침에따라 리모컨을페어링합니다

세대와 리모컨모두페어링모드로설정되어있어야두제품을페어링할수

있습니다

을 세대와 함께받았다면초기설정 시리모컨을페어링

모드로설정합니다 어떤이유에서든 과 세대가 페어링되어

있지 않아다시페어링해야 하는경우이거나 을 찾을수없어 다른

을 페어링해야하는경우 세대와리모컨을모두페어링모드로설정한후

페어링을진행해야합니다

페어링을 활성화하는방법에관한 자세한내용은 이페이지에서 리모컨에관한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페어링에관한자세한내용은 페어링 및네트워크 챕터를참조하십시오

리모컨 사용

리모컨사용법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 세대에관한설명 중일부는

안내서의설명된내용과같습니다 특정한 버튼 대신에사용할수있는 버튼에

관한 설명도찾아볼 수있습니다

https://www.bang-olufsen.com/product-support/accessories/beoremote-one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가켜지면입력원 또는기능목록이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할수있는 입력원이표시됩니다 목록을이동할때는 또는 을 사용합니다

디스플레이할수있는음악 입력원이표시됩니다 목록을이동할때는 또는 을 사용합니다

짧게 누르면 이 활성화되고 길게누르면 사운드설정 스탠드위치 등의현재설정이

저장됩니다

채널을선택하고화면메뉴에 정보를입력합니다

디스플레이할수있는추가 기능이표시됩니다 목록을 이동할때는 또는 을 사용합니다

프로그램 가이드를불러옵니다



 

 

뒤로가기 버튼

메뉴와 목록에서나가거나뒤로 이동합니다

메뉴 또는기능에관한정보를불러옵니다

홈버튼

앱등 다른앱과 기능에액세스할수있는홈메뉴를 불러옵니다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버튼 메뉴와 디스플레이에서 이동할때

사용합니다

가운데버튼

설정 등의기능을선택하고 활성화할때사용합니다

및 색상버튼

색상별기능을선택합니다

트랙 파일 녹화영상을재생하거나 다시보기를시작합니다

와 앞뒤로한 단계씩검색합니다

와 채널과방송을한단계씩 이동합니다

프로그램재생또는 레코딩을 일시중지합니다

와 볼륨을조정합니다 버튼 가운데를누르면 음소거가 됩니다

대기버튼

대기 상태로전환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일부입력원은 설정단계에서 다시구성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제품

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리모컨에따라 이 개이거나 개일 수있습니다

리모컨작동에관한 일반적인 정보는여기를 클릭해 리모컨에관한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리모컨 기능과

일부 리모컨기능은 리모컨을 사용해액세스할 수있으며 를누르면

리모컨을 사용해액세스할 수있는 기능이표시됩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https://www.bang-olufsen.com/product-support/accessories/beoremote-one


 

 

화살표버튼과가운데버튼을 사용해 화면을탐색할수있습니다

홈 버튼

을 누릅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버튼

을누릅니다

확인 버튼

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버튼

와 를누릅니다

버튼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채널을찾은 후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빠른 설정버튼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옵션을찾은 후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텍스트를찾은 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텍스트옵션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 를찾은 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멀티 뷰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멀티뷰를찾은 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검색을찾은 후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을 누른후화살표버튼과 가운데버튼을사용해검색필드를 찾습니다



 

 

최근 목록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최근목록을 찾은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오디오해설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오디오해설을 찾은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자막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자막을찾은 후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레코딩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레코딩을찾은 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기본 작동

리모컨을 사용해 를작동하는 법을알아보겠습니다 작동법은 또는

인터넷에연결된다른기기를 통해서도살펴볼수있습니다

이 설명을읽기전에 리모컨과 리모컨의차이점을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리모컨과 리모컨의차이점에 관한설명은 리모컨 챕터를참조하십시오

리모컨 작동

아래는리모컨작동 사례입니다

사운드모드를직접 활성화하려면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사운드를찾은 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사용해모드 간에 이동하고 가운데버튼을 눌러모드를선택합니다

 뒤로 돌아가려면 을 누릅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0934173


 

 

스피커 등의리모컨 버튼은눌러야작동하는 실제버튼이거나 에

디스플레이 텍스트로표시되는디지털버튼입니다 에서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텍스트가 표시됩니다 자세한내용은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https://www.bang-olufsen.com/en/product-support/accessories/beoremote-one
https://www.bang-olufsen.com/en/product-support/accessories/beoremote-one


 

 

메뉴 탐색 방법

리모컨을사용해메뉴를탐색하고다양한기능을살펴볼수있습니다 을 누르면사용가능한 앱과

다양한기능의개요가표시된 홈메뉴가나타납니다

설정에액세스하려면 앱으로이동하십시오 을 사용해

홈 메뉴를불러와앱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화면에메뉴가표시되면메뉴 옵션을이동하거나 설정을표시하거나 데이터를 입력할수있습니다

• 을 사용해메뉴를강조 표시하거나 하위메뉴를 불러오거나 이전메뉴로

돌아가거나 설정을 변경합니다

• 숫자 버튼으로데이터를입력합니다

• 설정은변경즉시자동으로 저장됩니다



 

 

• 컬러 버튼을사용해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을 눌러메뉴에서나갑니다

메뉴 페이지 이동

일부 메뉴는 화면에서 사용가능한것보다더 많은공간을차지합니다 이경우메뉴들을

스크롤할수있습니다

• 또는 을 눌러메뉴항목을 스크롤합니다

소스 선택

또는 버튼을눌러 입력원을불러오고리모컨디스플레이에서입력원을선택할수

있습니다 일부입력원은홈 메뉴에서도선택할수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원하는 입력원으로이동한후 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설치

세대를 설치할때는자격을갖춘서비스 기사의도움을 받는것을권장합니다

는다양한 방식으로배치할수있습니다 설치시배치와연결에관한설명을반드시따라야

합니다

원활한통풍을위해 스크린 주변에충분한공간을확보해두십시오

경고 플로어스탠드에설치된경우는 를들거나 움직여서는안 됩니다 스크린이파손될수

있습니다 매장으로 문의하십시오

는홀로설수있도록설계되지않았습니다 부상의위험이있으므로

전용 브래킷또는스탠드만 사용하십시오

배치

는다양한 방식으로배치할수있습니다



 

 

사용할수있는스탠드와벽걸이브래킷은 에서확인하거나 가까운

매장에문의할수있습니다

취급

이 제품은홀로설수있도록설계되지않았습니다 부상의 위험이있으므로

전용 브래킷또는스탠드만 사용하십시오

스탠드 및 벽 브래킷

전동 플로어스탠드 또는벽걸이브래킷에장착했을 때 가움직일수있는 최대회전각을

정합니다 이때 가 방해 없이회전할수있도록 충분한여유공간을확보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탠드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214472125-Stand-settings


 

 

플로어스탠드에장착한 를이동해야할경우반드시전문서비스 기사의 도움을받으십시오

또한 이동하기전에스탠드를 이동모드로설정해두어야합니다 를 새위치로옮긴후에는

반드시스탠드를다시보정하도록합니다 홈메뉴에서 설정을불러온 후사운드및

스탠드로이동해스탠드를 다시보정할수있습니다

개요

연결 패널및 다른중요부품의위치



 

 

 연결 패널커버

 플로어스탠드설치 인터페이스

 벽 브래킷설치인터페이스

설치 방식에따라다른종류의스탠드또는 벽걸이용 거치대커버가 사용될 수도있습니다

스피커 커버 고정

벽걸이브래킷또는 스탠드에 를설치할경우스피커커버를부착할수있습니다 먼저양손으로

스피커커버를잡고 구멍안으로핀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커버를제자리로 조심스럽게밀어

넣습니다

청소할때는스피커 커버를 분리하는것이좋습니다 화면에액체를직접분사하면스피커가손상될

수 있으므로부드러운천을 사용하십시오 옆면과아래쪽을받치면서스피커 커버를조심스럽게

분리하십시오

또한 밝은색상의천커버는 시간이흘러변색될수있습니다



 

 

앱

앱은 사운드설정 스피커그룹 등의특정한 설정을 지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 으로 세대를제어할

때도 앱을사용할수있습니다

이 앱은설치 기사를통해 세대에설치및설정할수 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온 후 와 을사용해앱을찾을 수있습니다

를출고시설정으로복원한경우 앱을다시설치해야합니다

앱이설치되지 않은 에서는 이 작동하지않습니다

앱은 에서 찾아볼수있습니다

앱설치 방법

리모컨을사용해 앱을설치합니다

로 이동해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에 앱설치와시작이

완료되면 세대를 다시시작해 초기 설정을활성화합니다



 

 

재부팅이완료되면 과 세대를페어링하고 초기

설정으로이동합니다 초기 설정에는 스피커의 모든기능을활용하고 설정을통해

세대로 모든외부기기를제어할수있는스피커및 사운드구성옵션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연결부

연결패널을통해 신호 입력케이블을연결하고 셋톱박스나디지털미디어 플레이어등의

다양한제품을추가로연결할 수있습니다

소켓과연결된제품은입력원 메뉴에등록할 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연결된 제품 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세대에 연결할제품의 유형에 따라필요한케이블과어댑터가다를수

있습니다 케이블과 어댑터는 매장에서구매할수 있습니다

라우드스피커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케이블이필요하면 매장으로

문의하십시오

스피커는최대 대까지무선으로연결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운드 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최상의무선연결을 구현하기 위해서는모든 무선스피커를 로부터약 범위 내에

설치하는것이좋습니다

세대 또는무선 스피커앞에 무선연결을방해할수 있는장애물을두면안

됩니다 모든 무선스피커는 한공간에 설치해야하고 위치에서보이도록 설치해야합니다

스피커의무선연결 지원여부는해당 스피커의사용 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출력 지원 제품

셋톱박스등의 출력 지원제품은 에서사용 가능한모든 소켓에연결할수

있습니다 연결된제품을설정하는방법에관한자세한 내용은 연결된제품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구성 소스는 에서선택할수 있습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85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연결된제품은해당 제품의 리모컨으로작동할수있습니다 또는

테이블을다운로드해 리모컨으로작동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및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연결 패널

연결 패널에영구적으로연결할제품의경우 각입력원에서 가운데버튼을 눌러입력원메뉴에

등록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제품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스마트 기능사용 소프트웨어업데이트및 테이블

다운로드를 위해 를인터넷에연결해두는것이 좋습니다 테이블을 사용하면

리모컨으로 연결된 타사제품을작동할수있습니다

연결패널의기본 소켓을 ͠ 벽면의전원콘센트에연결합니다

제품에동봉된플러그와전원 코드는이제품을위해 특별히설계된 것입니다 플러그를임의로

교체하지마십시오 전원코드가파손된경우는 매장에서 새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십시오

͠ 주전원공급 장치

주전원공급장치연결

 

연결 패널

 

스탠드

전동 스탠드또는벽걸이브래킷연결 용도 플로어 스탠드또는벽걸이브래킷보정방법에 관한

자세한내용은 스탠드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소켓에연결된외부 제품의 신호제어 용도 리모컨을사용한타사

제품의제어를가능하게합니다

연결된스피커의자동보정을 위한계측용마이크로폰 연결용도

서라운드사운드설치시외부스피커 연결용도 자세한내용은 제품연결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왼쪽과오른쪽의라인입력 광학입력

이더넷

인터넷연결용도 인터넷 스마트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다운로드액세스용도

높은 전압과의접촉을피하기 위해 제품과라우터사이의케이블연결이건물을벗어나지않게

주의하십시오

에서시스템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업데이트되도록설정하는것을강력하게권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비스및소프트웨어업데이트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정비 용도

고해상도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를통해셋톱박스 멀티미디어플레이어

플레이어 등의 다양한 입력원을연결할 수있습니다 리모컨으로외부 제품을

작동하고최적의사운드품질을얻으려면 에서제품을 소켓에연결하는것을

권장합니다

오디오 모드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594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세대는 오디오모드에서깊은 사운드와강력한 음악스트리밍성능을제공하는

음악 시스템이기도합니다

오디오모드에서는텔레비전 화면이검은색으로전환되고 텔레비전이밑으로 내려가면서화면

일부가스피커뒤로 숨겨집니다

전면의흰색 에불이들어온경우 텔레비전이켜져있다는 것을의미합니다

오디오모드는 블루투스 음악

소스 로작동할 수있습니다

이 모드에서는라디오채널 아티스트 정보 메타데이터 등의정보가화면 상단에표시됩니다

화면에정보가표시되는스트리밍서비스는다음과 같습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를통해음악을스트리밍할때는화면에앨범커버가 표시되지않습니다

참고

내장된 입력원에는 메타데이터정보가표시됩니다

내장된 입력원에는 메타데이터정보가표시되지않습니다

메타데이터가화면에표시된 후 분동안 아무런작업을실행하지않으면검은색화면보호기가

활성화됩니다 트랙 채널변경 볼륨조절 재생 정지 등의작업을수동실행하면화면보호기가

중단됩니다

가오디오 모드일때 앱을 사용해 메뉴를활성화할수

있습니다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 앱을 찾은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페어링 네트워크 상태 및 기본값 초기화

뒤쪽에서 페어링및기본값초기화버튼을찾을 수있습니다

 

 

오른쪽스피커박스 뒷면하단에페어링버튼이있습니다 이 버튼을 초 동안누르고있으면 와

리모컨의페어링기능이활성화됩니다 버튼을다시 누르면페어링모드가취소됩니다

버튼은 정비용도입니다 이버튼을누르면 만 출고 시설정으로

초기화되며 모든설정이제거되고출고시기본설정으로되돌아갑니다 여기에는무선네트워크

원격 제어페어링등의무선 연결이포함됩니다

세대는 자동으로대기 모드로 전환되며 출고시 설정으로의초기화절차가

완료되면전원이켜집니다



 

 

버튼아래에있는 표시등은페어링 상태와네트워크

연결 상태를알려줍니다

흰색 켜짐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화이트 펄싱 부팅

흰색 점멸 출고시 기본값 초기화

오렌지색 켜짐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신호 강도가

약합니다

오렌지색 점멸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거나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거나 네트워크 오류입니다

오렌지색 펄싱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 중입니다

빨간색 짧게 켜짐 페어링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가까운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빨간색 느리게 점멸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중입니다

파란색 켜짐 무선 네트워크가 설정되지 않았고 유선 네트워크

연결이 없습니다

파란색 짧게 켜짐 페어링에 성공했습니다

파란색 점멸 세대의 페어링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보기

튜너 옵션에따라아날로그 디지털지상파 케이블 위성채널을시청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확인하고 가이드를엽니다 또는 중에서올바른 형식을연결한후

녹화를시작합니다 의 에 즐겨사용하는 입력원을 저장해두면해당

입력원을신속하게불러올 수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경험사용자화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원하는 소스를 선택합니다

 를누른후 또는 을사용해 디스플레이에원하는입력원을불러와

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버튼을사용해대기 상태의 비디오입력원을 즉시활성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서비스및소프트웨어업데이트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채널 선택

 와 을 누르거나숫자버튼을 사용해채널을 선택합니다 또는

 을 눌러 이전채널을선택합니다

소스별 기능 불러오기 및 사용하기

 를누른후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입력원별기능을

전환합니다

 원하는기능을선택하고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직접 녹화하기

가운데버튼을누르고왼쪽 모서리에서빨간색아이콘을선택하면현재시청 중인프로그램을

녹화할수있습니다 또는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레코딩

을 찾은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텔레텍스트 사용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294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294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프로그램제공업체에서지원하는경우선택된채널에 대해텔레텍스트를불러올수있습니다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텍스트를찾은 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페이지 위 아래로이동합니다

 숫자 버튼으로페이지번호를 입력합니다

 화살표버튼으로탐색합니다

 텔레텍스트에서나가려면 을 누릅니다

프로그램 정보

현재 시청중인프로그램에 관한정보를불러올수 있습니다 오디오와자막의 언어를변경하거나

를통해인터랙티브 정보를불러올수도있습니다

채널이나방송국을변경할 때마다화면에정보디스플레이가잠시동안표시됩니다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를수동으로 불러와프로그램정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일부국가에서는 를사용하지못할수있습니다

대기 표시등

대기 표시등은 세대하단 중앙의 사운드패널사이에있습니다 이표시등은

상태에관한정보를제공합니다

흰색 가켜져있지만화면에 영상이없습니다

흰색깜박임 와주전원 공급장치의 연결이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빨간색천천히깜박임 전원 공급장치에서 를분리하지마십시오

새로운소프트웨어가활성화되기때문일수

있습니다

 

 



 

 

리모컨 장치

리모컨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세대를

작동할수있습니다

앱

현재의소프트웨어버전에서는 앱으로 세대를 작동하는

기능이지원되지않을수있습니다

앱은다음의 코드를통해다운로드할 수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설치한 앱으로 세대를작동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작동은음악을스트리밍할때특히편리합니다

기기와 세대가동일한네트워크에있어야합니다

앱은최신 버전의 버전 이상의 가 설치된 스마트폰과최신

버전의 버전이설치된 태블릿에서지원됩니다

앱으로 세대를 제어할수는있지만 모든

기능이지원되지는않습니다

최초 설정은 을사용해야합니다

경험 사용자 맞춤



 

 

을사용해 을 맞춤형으로 설정할수있습니다 현재시청 청취중인

경험을스냅샷으로저장해 두면한번의버튼 터치로 해당경험을신속하게 불러올수 있습니다

스냅샷에는 스탠드위치 사운드모드 스피커그룹등선택한입력원에저장된 설정을포함할 수

있고 을사용해 특정한입력원을 활성화하는데사용할수도있습니다

또는 버튼을사용해대기모드에서바로 입력원을활성화하는방법은 서비스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스냅샷 저장하기

스냅샷을저장하여 으로활성화할수있습니다 가 켜져 있어야 하며원하는소스가

선택되어있어야합니다

 중 하나를누르고 있으면스냅샷에포함시킬수있는항목의목록이나타납니다

 항목을이동해원하는항목이 강조표시되면 가운데 버튼을눌러해당항목을

활성화 비활성화합니다

 저장 항목이강조표시되면 가운데버튼을눌러설정을저장합니다

버튼에서스냅샷을제거하려면지우기를선택하거나 모든항목의선택을해제합니다

이미 다른스냅샷이 저장되어 있는버튼으로 스냅샷을 저장하면기존 스냅샷은 삭제되고새

스냅샷으로 교체됩니다

스냅샷 사용

를볼때원하는스냅샷을 사용할수있습니다

 원하는스냅샷용으로지정된 버튼을누릅니다

저장된스냅샷을불러올때 설정을조정하거나 다른 소스를선택하거나 를 대기모드로전환할

때까지해당설정을 임시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스냅샷으로 저장한항목이 더이상유효하지않을 경우해당 스냅샷을불러올수는있지만 이재생

항목은선택된소스에대해 기본소스 동작을준수하게됩니다

스피커 그룹과 사운드 모드 사용

라우드스피커와서브우퍼를추가해 세대를서라운드사운드

시스템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입력원중하나를켜면 세대가 해당입력원에적합한사운드모드를자동으로

선택합니다 하지만 원할경우 언제든지다른 사운드 모드를선택할수있습니다 또한

세대를켜면시작 스피커그룹이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하지만식탁에 앉아있을때나

안락의자에 앉아있을때처럼 세대앞이아닌 다른공간에서음악을듣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활성화된다른 스피커그룹을 선택할 수있습니다 사용자는원하는대로 사운드

모드의설정을변경하고스피커그룹을설정할수있습니다 사운드모드와스피커그룹에관한

자세한내용은 사운드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입력원을구성할때 해당입력원을켰을때자동으로 선택되는사운드모드를 설정할수있습니다

사전 설정선택에관한내용은 사운드설정 챕터에서스피커그룹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사운드 모드 선택

사용 중인소스에적합한사운드모드를선택할수 있습니다

 를누르고 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서사운드를찾은 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원하는 사운드 모드로이동해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서사운드를 제거하려면 을 누릅니다

스피커 그룹 선택하기

듣는 위치에적합한 스피커 그룹을선택할수있습니다

 를누르고 로 디스플레이에서 스피커를찾은 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을눌러원하는스피커그룹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그러면선택한

스피커가자동으로활성화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스피커를 제거할때는 을누릅니다

제품 연결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85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853


 

 

입력원 스피커 컴퓨터 등의다른제품을연결하는방법을알아보겠습니다 홈 메뉴에서장치

커넥터를선택해연결된제품의목록을볼수있습니다

소스

셋톱박스 컴퓨터 게임콘솔 등의외부 입력원을연결할수있습니다 에 연결된모든

제품은맞춤형구성이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연결된 제품 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에연결할 기기에따라 필요한케이블과 어댑터가 다를수 있습니다 소켓을필요로하는

기기 유형이두개이상이면 케이블을추가로 구입해야합니다 케이블과 어댑터가필요하면

매장으로 문의하십시오

소스 연결하기

 디지털제품의해당 소켓에 케이블을연결합니다

 에있는 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리모컨으로

입력원을작동할때는 소켓중하나를 사용하는것을권장합니다

 리모컨으로 디지털제품을 작동하려면 소켓한쪽에 송신기를

연결한후이것을디지털제품 수신기에장착합니다 송신기에관한자세한내용은이

챕터의 송신기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디지털제품의전원을켜장치설정마법사를활성화합니다

 화면에표시되는지침에따라 소스를구성합니다

카메라 연결

 카메라의해당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화면에있는 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화면에표시되는지침에따라 소스를구성합니다

컴퓨터

 올바른유형의케이블을사용해컴퓨터의 출력 소켓에한쪽끝을연결하고

의 소켓에다른 쪽끝을 연결합니다

 화면에표시되는지침에따라 소스를구성합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블루투스 소스

블루투스를 사용하여음악 소스나휴대용기기에서 직접음악을스트리밍할 수있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에사용자장치를연결합니다 지침을참조하십시오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원

개의아날로그 오디오입력원을연결할수 있습니다 세대에연결된제품을

구성하는방법은 연결된제품 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추가 기기를연결하려면우선 모든시스템의 전원공급을차단하십시오

 연결하려는 기기의해당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의 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와연결한 기기를전원 콘센트에다시연결합니다

필요한어댑터와케이블은 다를수있습니다 케이블과어댑터가필요하면

매장으로문의하십시오

트랜스미터

으로 제품이아닌타사제품을작동하려면타사제품에

트랜스미터를 연결한다음연결패널에 있는 소켓중하나에연결합니다 리모컨이

제대로작동하려면연결한 제품의 리시버주변에 트랜스미터를부착해야 합니다 트랜스미터를

영구적으로 연결하기전에 을사용하여 화면의제품 메뉴를작동할수있는지

확인합니다

앱의 사운드및 에서 입력원메뉴를 찾아선택한 소켓의

송신기를설정하여 송신기를설정할수있습니다

다른 설정이필요한 경우 소켓을수동으로설정하는 것도가능합니다

케이블이추가로필요하면가까운 매장으로문의하십시오

셋톱박스용 테이블을다운로드하는방법은 연결된제품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스피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유선 스피커와서브우퍼는 케이블을사용하여최대 개까지 에연결할 수있습니다

무선 스피커도서브우퍼를 포함해최대 개까지연결할수있습니다 무선스피커설정에대한

자세한내용은 사운드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추가 기기를연결하려면우선 모든시스템의 전원공급을차단하십시오

에연결할 스피커유형에 따라필요한케이블과 어댑터가다를수있습니다 케이블과어댑터가

필요하면 매장으로문의하십시오

그림은두대의전방스피스커 두대의데이지체인 방식후방스피커및 한대의서브우퍼로구성된

스피커설치사례를 보여줍니다

스피커연결

 에연결하려는 스피커의해당 소켓에 케이블을연결합니다

 라고적힌 소켓 중비어있는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서브우퍼의 해당소켓에 케이블을연결합니다

 라고적힌 소켓 중비어있는소켓에케이블을연결합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853


 

 

 와연결된 스피커를전원 콘센트에다시 연결합니다

스피커의좌우위치스위치는청취지점을 기준으로 스피커가오른쪽에있는지왼쪽에있는지를

고려하여설정하십시오

두 대의스피커를 에있는한개의 소켓에연결하고 싶지만 양쪽스피커의

케이블을서로연결할수없는경우추가스플리터를 사용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가까운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연결된 제품 작동하기

내장형 는셋톱 박스 비디오레코더 블루레이플레이어등

연결된비디오제품과 리모컨사이의통역사같은 역할을 합니다

테이블을다운로드하면 리모컨으로타사

제품에서제공되는기능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테이블다운로드방법에 대한자세한내용은

서비스 및소프트웨어업데이트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제품이제공하는다양한기능에관한설명은 해당제품의설명서를참조하십시오

타사 제품을연결해 사용하면 세대의 일부기능을사용하지못할수있습니다

모든 동영상제품이 에서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되는제품에관한자세한

내용은 매장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으로 다른 제품 작동하기

일부 기능의경우제품의전원을켜면 에서바로사용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능은리모컨디스플레이에서 버튼을누르면 표시됩니다

 를눌러 디스플레이에입력원을 불러온후 을 사용해 연결된

제품에설정된입력원이름 예 을선택합니다

 가운데버튼을눌러 입력원의 전원을켭니다

 를눌러입력원관련기능의목록을불러옵니다

 을누르고가운데버튼을 눌러원하는기능을활성화합니다

의 중하나에입력원을 저장해두면즐겨찾기 입력원을빠르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내용은 경험사용자맞춤 챕터를참조하십시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678513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294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294


 

 

음악 및 비디오 서비스

회원으로가입되어있으면 에탑재된 오디오입력원 에액세스해

다양한상황별음악을즐길 수있습니다

음악 서비스나동영상서비스를사용하려면 세대가인터넷에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관한자세한내용은 네트워크설정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모든 입력원은 목록에 자동으로표시됩니다

모든 국가에서모든 서비스를 이용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음악 서비스 불러오기

선택한음악을청취하기위한 서비스를불러와실행합니다 리모컨이나홈메뉴의앱으로서비스를

이용할수있습니다

 을 누르고화살표버튼을사용해앱으로사용가능한 서비스를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을눌러 디스플레이에입력원을불러온후 을 사용해

활성화하려는서비스에설정된입력원이름을선택하고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계정사용자 이름과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비디오 서비스 불러오기

선택한비디오를시청하기 위한서비스를불러와실행합니다 리모컨이나홈 메뉴의앱으로

서비스를이용할수 있습니다

 을 누르고화살표버튼을사용해앱으로사용가능한 서비스를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를눌러 디스플레이에입력원을 불러온후 을 사용해

활성화하려는서비스에설정된입력원이름을선택하고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필요하다면 관련계정사용자 이름과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041954


 

 

 



 

 

유지관리

청소같은정기적인유지관리는사용자의몫입니다

화면

부드럽고마른천으로화면을 조심스럽게닦습니다 적당량의 물 세척액을 사용해얼룩이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합니다 물이나 세척액을 화면에직접 뿌려서는안됩니다

화면 관리에관한자세한설명은 사이트 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국가 선택

 홈 지원 다운로드 설명서선택

 모델 번호입력

 그러면 화면에설명서가 나타납니다

캐비닛 및 조작부

마르고부드러운천으로표면을닦아내십시오 얼룩이나먼지를제거하려면 세척액과같은중성

세제를희석한물에 부드러운 천을적셔닦으십시오

스피커 커버

청소할때는스피커 커버를 분리하는것이좋습니다 옆면과아래쪽을받치면서 스피커커버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십시오

원목 스피커 커버

모가 부드러운브러시를사용해홈에쌓인먼지를제거합니다 천은사용하지 마십시오 목재는

충격과충돌 높은습도에민감합니다

 

https://www.lg.com/common/index.jsp


 

 

설정하기  

연결된 제품 설정

에추가동영상 기기를연결할 경우 입력원메뉴에서제품을구성할수있습니다

세대의 전원이켜져있는상태에서 소켓에 추가기기를연결하면

가구성되지않은입력원을감지합니다 메시지가 화면에나타나면화면 설명에따라입력원을

구성합니다

에연결된 기기를등록하면 으로 해당 기기를작동할 수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뒷면에있는 소켓중하나와 소켓 송신기를사용해야합니다

입력원에는 대부분의상황에 적합한사운드 모드 스피커그룹 등이기본으로 설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원할경우이설정을 변경할수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을사용해사운드및 를선택한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을눌러입력원메뉴를선택한후 버튼을누릅니다

 을눌러입력원을선택한 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화면에나타나는지침을따르십시오

입력원목록에표시될이름을 설정하려면 이름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눌러화면에표시된

설명을따르면됩니다

입력원 이름변경시 디스플레이에도변경사항이 반영됩니다

장치 설정메뉴에서주변장치제어기 테이블과 소켓에연결된 제품을설정하고 대기

모드 자동전환기능을활성화할것인지선택할수 있습니다



 

 

는 리모컨으로 타사제품을 작동할수 있게하는역할을합니다

세대에탑재된 는리모컨의 신호를연결된제품이이해할수있는신호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이제대로이뤄지려면 세대로적절한 테이블을

다운로드해야합니다

입력원을선택할때 활성화할 스피커그룹을 함께설정할수있습니다 사운드 모드와스피커 그룹에

관한 자세한내용은 사운드 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버튼과 버튼을 사용해 디스플레이에입력원을 불러올수 있습니다

의 메뉴에서입력원을어떤 목록에 표시할지선택할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표시 양쪽 모두 표시안함

참고 에설치한앱은 목록에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장치의 제어를활성화 비활성화할수도있습니다 공급업체에 따라 를통한제어

기능에차이가있습니다 제어를통해이장치를 제어하는경우 제어를비활성화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운드 설정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853-Sound-settings


 

 

스피커와서브우퍼를 세대에 무선또는유선으로연결하면거실에

어울리는서라운드사운드 시스템을구축할 수있습니다 스피커가 만들어내는최고의사운드를

체험해보십시오

에추가스피커를연결하면유선스피커의경우자동으로감지됩니다 무선스피커인

경우 먼저검색후 에감지될수있습니다

무선 스피커를검색하려면 을 누르고 앱과무선스피커 검색을차례로

선택한후화면에표시된설명을따릅니다

화면에메시지가표시되면 화면의설명에따라스피커를구성합니다 식탁이나안락의자처럼

세대 앞이아닌 다른공간에서 음악을듣고싶은경우 스피커 청취위치를

다른 위치로설정해 스피커 그룹을만들수도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하고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사운드 및 를 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을눌러사운드를선택한 후 버튼을누릅니다

 을눌러스피커그룹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화면에나타나는지침을따르십시오

사운드설정은대부분의프로그램유형에적합한중간값으로 사전설정되어 출고됩니다 하지만

취향에맞게설정을 조정하는 것도가능합니다 무선 스피커의볼륨 저음역 고음역등의사운드

설정을조정하고 에코모드를 활성화하며 선택한사운드설정에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사운드

설정을기본값으로초기화할 수있습니다 사운드메뉴에서유선스피커와무선스피커를모두

설정할수있는스피커연결 메뉴를찾아볼 수있습니다

스피커그룹의일상적인사용에관한자세한 정보는 스피커그룹및사운드 모드사용 챕터를

참조하십시오

컨텐츠사업자가디지털무선 음원을스피커로분배하는것을금지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유선 에연결된 스피커를대신사용해야 합니다

사운드설정에관한 고급정보는 웹사이트의

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5533374
http://www.bang-olufsen.com/guides


 

 

사운드 모드

세대에는여러가지유형의프로그램과입력원에최적화된다양한사운드

모드가있습니다

사운드모드는사운드엔지니어가모든상황에적합하도록설계합니다 하지만 원할경우사운드

모드 메뉴에서취향에따라 사운드모드의값을조정할수있습니다 사운드 모드의이름은사전에

지정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플레이어로 시청할때는 영화 모드를 선택하면되고 게임

콘솔을사용할때는 게임 모드를선택해더실감나는 사운드를즐길 수있습니다 새로운사용

유형과설정을저장하고싶은 경우맞춤형사운드모드를만들면됩니다

사운드모드를기본값으로 초기화할때는해당사운드모드의설정 메뉴에서 을선택한후

값을 초기화하겠느냐는메시지가표시되면확인을 선택합니다

의 메뉴에서사운드를찾아 가운데버튼을누르면

디스플레이에사운드모드 목록이표시됩니다 여기에서원하는사운드모드를 선택할수있습니다

특정한입력원에사용할사운드모드를선택하는방법은 연결된제품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스피커 그룹

스피커그룹메뉴에서청취 위치와라우드스피커조합을다르게설정해여러 개의스피커그룹을

만들 수있습니다 이 말은 즉스피커를여러가지 시나리오에맞게 다양하게 활용할수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에서소파에앉아 를 시청하는시나리오 의 경우상단 오른쪽스피커는우측전방스피커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반면안락의자에 앉아음악을감상하는시나리오 에서는 같은스피커가 우측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360021199993


 

 

서라운드스피커역할을합니다 하나의스피커는여러 스피커그룹에서각각 다른역할을맡습니다

그리고일부스피커 그룹에서는이스피커를 사용하지 않을수도있습니다

사용자는스피커에그룹별로 역할을지정하고 스피커와청취위치간거리를 설정하고 스피커

레벨을보정해야합니다 스피커그룹메뉴에서각스피커그룹의거리와스피커레벨을수동으로

설정할수있습니다

스피커그룹구성메뉴는홈메뉴에서 앱 스피커그룹구성을 차례로

눌러 액세스할수있습니다 그다음 화면에표시된 설명에따라스피커그룹을만들거나

편집합니다 스피커 그룹고급 설정에액세스하려면 앱 사운드및

사운드를차례로누릅니다

스피커그룹의이름을지정하거나원치않는 그룹을 삭제할수도있습니다 시작스피커 그룹은

사전에이름이지정된그룹으로 세대앞에앉아 음악을 청취할때 사용할

그룹으로설정할수 있습니다

• 스피커그룹설정을 불러오려면설정하려는그룹을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 새로운스피커그룹을만들려면 를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새로운그룹은

당시 사용중인스피커그룹을기준으로설정되며 원하는대로설정을변경할수있습니다

• 스피커그룹의이름을바꾸려면이름을바꾸려는그룹을불러와이름을선택한 후가운데

버튼을누르고화면에표시된 설명을따릅니다

• 스피커그룹을삭제하려면 삭제하려는그룹을불러와 삭제를선택한 후가운데버튼을

누르고화면에표시된설명을 따릅니다

• 스피커그룹을활성화하려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고스피커를 선택한 후원하는

그룹을선택합니다

시작 스피커그룹의 이름은 변경하거나삭제할수없습니다

일부 고급 스피커는프리셋 선택을 지원합니다 사전설정번호는스피커용앱에

나와있습니다 스피커그룹을 선택할때활성화될프리셋을결정할수있습니다

스피커 역할



 

 

연결된라우드스피커에역할을지정해서라운드사운드시스템에서스피커의 기능과사용할 스피커

수를 지정할수있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연결된스피커와스피커역할을선택한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다른스피커로이동할때는 설정해야 하는스피커를 알리는 사운드가울립니다

보기의그림예시

스피커 좌측 전방

스피커 서브우퍼

스피커 중앙 전방

스피커 우측 전방

스피커 우측 서라운드

스피커 우측 후방

스피커 좌측 후방

스피커 좌측 서라운드

볼륨

세대의 음량을조정합니다

전원을끌때의음량과상관없이제품을켤 때마다 이단계에서설정한음량으로

세대가시작됩니다



 

 

일반적인사용시최고음량도설정할수있으며 최고음량을 설정함으로써

세대의최대출력을제한할 수있습니다

저음역 및 고음역

저음역및고음역메뉴에서 저음역레벨과고음역레벨을조정할수있습니다

증폭 실행

사람의귀는낮은음량에서 재생되는저주파에는덜 민감합니다 즉 볼륨을 낮추면들을수있는

저음역대도 줄어듭니다 증폭 기능은이러한 효과를 상쇄합니다

볼륨을낮추면중저음과고음 레벨이자동으로높아져서바깥주파수 대역에서 감소된인지력을

보완합니다

에코 모드

에코 모드메뉴에서 사운드 절전을설정할수있습니다

에코 모드를활성화하면 세대를 켰을때 신호를수신하지않는스피커가

자동으로꺼집니다 무선스피커는 세대에서신호를수신하지않는경우에도

꺼지지않습니다

스피커 연결

스피커를유선또는 무선으로 설정합니다

유선 스피커

유선 스피커를설치할때는 먼저스피커연결메뉴에서어떤스피커가각 소켓에

연결되어있는지를선택해야 합니다

스피커 연결메뉴에스피커가연결된 소켓이 아무것도표시되지않을 때는모두 표시를선택한

후 가운데버튼을눌러모든 소켓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중요 스피커연결목록에서 스피커유형으로라인을 선택하면볼륨이매우 커지며

으로볼륨을조절할수 없습니다 이때는반드시 제품과함께제공된리모컨을사용해야합니다

라인은타사앰프등에사용하는설정입니다



 

 

무선 스피커

설정 단계에서무선 스피커를 사용할경우 세대는초기 설정시자동으로무선

스피커를스캔해감지된스피커를무선 채널과연결합니다 수동으로무선스피커를

스캔해감지된스피커를 의무선 채널과연결할 수도있습니다 수동으로

스피커를연결할때는 을누르고설정 무선스피커 검색을차례로선택한후화면에표시된

설명을따릅니다

또는 을 누르고 앱 사운드및 사운드 스피커연결을

차례로눌러이기능에액세스할수있습니다

무선 스피커스캔및매칭

 무선 스피커를다시 스캔하려면스피커연결 메뉴에서 재검색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스캔이완료된후가운데버튼을누르면감지된스피커가 세대에

연결됩니다

스피커와 세대의 연결 해제

 을사용해스피커연결메뉴에서무선스피커를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연결해제를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스피커연결메뉴에 스피커 상태가표시되지 않을경우 해당스피커가 무선 채널과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며 연결이가능한상태가 되면자동으로 다시감지됩니다

유선 및 무선 스피커 설정

 스피커연결메뉴에서 을 사용해 소켓또는무선 채널을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르고화면에표시된설명을 따릅니다

에추가스피커를연결하면스피커그룹에스피커를추가해야합니다



 

 

스탠드 설정

를전동스탠드또는벽면 브래킷에설치한경우는 리모컨으로 를회전시킬수있습니다

또한 를켜면 가자동으로회전하여사용자가 선호하는시청위치를향하도록설정할수도

있습니다 연결된라디오를 들을때와 같이다른위치로회전할수도 있습니다 전원을 끄면 가

대기 위치로다시돌아갑니다 다른청취지점이나시청위치에 맞도록스탠드 위치를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사운드 및 를 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스탠드를선택한후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메뉴항목을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나타나는지침을따르십시오

스탠드 위치 생성

를전동플로어스탠드나 벽걸이브래킷에설치한 경우 시작위치와대기 위치를각각

선택합니다 안락의자에앉아 책을읽을때 식탁에 앉아있을 때등스탠드 위치를원하는대로사전

설정해둘수도있습니다 스탠드위치를새로만들거나삭제하는작업은스탠드위치에서할 수

있고 특정한 스탠드위치를 불러와이름을변경할수있습니다

스탠드위치중시작과대기는이름을변경하거나 삭제할수 없습니다

스탠드 조정

전동 플로어스탠드 또는벽걸이브래킷이설정에포함되어있는경우 초기 설정시전동장치의

움직임을보정하라는메시지가표시됩니다 플로어 스탠드의경우 화면에표시된설명을따라

스탠드에서부터벽면까지의 거리를재입력하면됩니다 보정 절차를완료하기 전에는 의전동

장치가작동하지않습니다 이후에모서리등의다른 위치로 를이동할 경우전동 장치를다시

보정해야합니다 위치 이동에관한자세한내용은 TV 설정 챕터를참조하십시오

설정에따라차이가 있지만 스탠드위치나벽걸이브래킷위치는스탠드조정 메뉴를불러와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208674809-Set-up-your-television
https://support.bang-olufsen.com/hc/en-us/articles/208674809-Set-up-your-television


 

 

전동 플로어 스탠드에 설치된 설정

 스탠드조정메뉴에서 을 사용해플로어스탠드파이프로 를회전할수 있고 을

사용해플로어스탠드받침대로 를 회전할수있습니다 는 반드시뒤쪽 벽면과

평행해야합니다

 가운데버튼을눌러 다음단계로이동합니다

 숫자 버튼을사용하거나가운데버튼을눌러 스탠드와 벽면슬라이더 간거리를활성화할수

있습니다 을 사용한 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다음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눌러 설정을저장합니다

를옮기고 나면새로운 스탠드위치설정을요청받을수도있습니다

전동 벽걸이용 거치대에 설치된 설정

스탠드조정메뉴에서 을 누른후가운데버튼을 사용해벽걸이브래킷이 왼쪽과오른쪽 중

어느 쪽에장착되었는지선택합니다



 

 

스탠드 이동

와플로어 스탠드를다른 위치로이동할 때는반드시전문 인력의도움을 받아야합니다 이때

이동 모드를활성화해야그래야 를 다시켰을때 보정메뉴가표시되므로 와벽면과의거리를

지정할수있습니다 이동모드를켜면 기존에저장된 모든스탠드위치가삭제됩니다

경고 플로어스탠드에설치된경우는 를들거나 움직여서는안 됩니다 스크린이파손될수

있습니다 매장으로 문의하십시오

 스탠드이동에불이 들어오면 가운데버튼을 눌러이동모드를 활성화합니다 확인을선택하고

가운데버튼을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이동모드를 활성화하고싶지 않은경우취소를

선택합니다

스탠드를이동하면스탠드를 보정하고스탠드위치를 다시설정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세대의 네트워크를유선또는 무선연결로구성할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네트워크연결상태를원할 경우 은유선연결을권장합니다 또한 디지털파일을

안정적으로 재생할수있도록 별도의라우터와액세스 지점 라우터 을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무선연결을 설정할수없으며 유선 연결만사용해야합니다

유선 연결

 케이블을 에 연결하면 세대가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유선으로연결된상태에서는 무선네트워크 설정메뉴를사용할수없습니다

무선 연결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을사용해사운드및 를선택한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서비스를선택한 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무선네트워크 설정을선택한후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화면에나타나는지침을따르십시오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메뉴에서소프트웨어를업데이트하고 무선 네트워크에연결하고 다른 리모컨을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를 출고시기본설정으로 초기화하는등 고급서비스설정을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고급 메뉴는주로설치전문가와용으로수리가필요할때사용된다는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에 세대를 설정한경우 자동시스템업데이트를 활성화해야시스템의

모든 제품을최신상태로유지할수있고제품끼리의 통신이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정보를확인한 후 소프트웨어를언제든지수동으로업데이트할수있습니다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을사용해사운드및 를선택한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서비스를선택한후 버튼을누릅니다

 또는 을 눌러메뉴항목을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나타나는지침을따르십시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메뉴에서소프트웨어업데이트를다운로드하려면

세대가인터넷에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세대의소프트웨어가자동으로

업데이트되도록설정해두는 것을권장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관한 자세한내용은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업데이트 확인



 

 

업데이트확인을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누르면 세대가 새로운소프트웨어가

있는지확인합니다 사용가능한업데이트가있을경우 가운데 버튼을눌러업데이트를시작하고

화면에표시된설명을따릅니다

세대에서새로운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동안에는 대기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중에는 세대가 계속해서주전원

공급 장치에연결되어있어야 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화면 오른쪽상단모서리에짧은알림이 표시됩니다

릴리즈 노트를 보려면

 을 눌러홈메뉴를불러옵니다

 화살표버튼을사용해 앱을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을사용해사운드및 를선택한후 가운데 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서비스를선택한 후 버튼을누릅니다

 을사용해소프트웨어업데이트 릴리스노트를 선택한후 가운데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시스템 업데이트

여러 개의 제품으로시스템을구성한 경우 업데이트실행시시스템전체가

업데이트됩니다 메뉴에서소프트웨어자동업데이트기능을활성화해야 합니다 이기능이

활성화되면 설정에있는모든 제품의소프트웨어업데이트가정기적으로자동

다운로드됩니다

자동시스템업데이트는단일제품이 아닌전체시스템에서만활성화 비활성화할수있습니다

리모컨 페어링

리모컨페어링메뉴에서다른 을 세대와페어링할수

있습니다

 리모컨페어링메뉴에서페어링을누릅니다

 리모컨이페어링을위해개방되어있으면페어링이 시작됩니다



 

 

리모컨 페어링 해제

 리모컨페어링메뉴에서페어링을해제하려는장치를 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삭제를선택한후가운데버튼을누릅니다

대기 상태에서 특정 소스 활성화

또는 버튼을눌러 사용할입력원을선택하면 가 대기상태에서 깨어납니다

무선 네트워크 설정

무선 네트워크설정 메뉴에서 세대를 검색해무선네트워크에연결할수

있습니다

사용 데이터 개인정보취급방침

더 다양한종류의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해 은고객에게제품의성능과사용

패턴에관한정보를 요청합니다 제공된정보는언제나 익명으로처리되며 이 기능은언제든지 사용

데이터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이동해활성화 비활성화할 수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