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BANEARS MULTIROOM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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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정보
스피커 사용
Wi-Fi® 를 통해 재생하기
Bluetooth® 를 통해 재생하기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
프리셋 관리하기
SOLO MODE 및 MULTI MODE
유지보수 및 지원
문제 해결
Important safety / legal information

스피커 정보

>> 기능
>> 기술 사양
>> 상자 구성품

기능
Spotify & 인터넷 라디오 프리셋
이 스피커를 사용하면 Spotify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1 및 각기 다른 7개의 프리셋으로써
인터넷 라디오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무드를 대기
상태로 유지하며 노브를 누르는 즉시 재생됩니다.

Spotify Connect, Chromecast built in,
AirPlay & 인터넷 라디오 지원
이 스피커는 Spotify Connect에 대한 액세스를
지원합니다. 2, Chromecast built in, AirPlay 및 수천
개의 인터넷 라디오 스테이션이 필요합니다.

멀티룸 재생
2개 이상의 Urbanears Multiroom Speaker를 멀티룸
시스템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각 공간에서 서로
다른 음악을 재생하거나 Multi Mode에서 스피커를
동기화하여 집안의 모든 방에서 같은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Spotify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Spotify Premium 계정.
2
Spotify Connect는 Spotify Premium 계정.
1

기술 사양
SPL 주파수 범위:
60 Hz–20 kHz (±3 dB)
앰프:
2 Class-D
드라이버:
1 1˝ 네오디뮴, 돔 트위터, 1
4˝ 우퍼
오디오 전원 출력:
20 W
입력 전압:
100–240 V, 50–60 Hz
최대 피크 전력 소비:
36 W
네트워크 대기 전력 소비:
1.6 W

무게:
2.2kg(어댑터 포함)
크기:
너비: 		 172 mm
높이:		 193 mm
길이:
115 mm
오디오 인터페이스:
Wi-Fi®:
다이버시티 방식의 WPA2,
802.11b/g/n/ac 2.4 GHz/5
GHz
Bluetooth®:
클래식 + 저에너지 4.2
AVRCP + A2DP
AUX:
3.5 mm 스테레오 잭

상자 구성품
··
··
··

1 x Lotsen, Urbanears Multiroom Speaker
1 x 전원 어댑터
1 x 빠른 시작 가이드, 법률 및 안전, Spotify 책자

스피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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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최초 설치
The Urbanears Connected 앱
노브 조작하기
이퀄라이저 설정 조정하기

인터페이스
노브:
01.
02.

VOLUME 노브
SOURCE 노브

그룹 표시등:
03.
04.

SOLO
MULTI

소스 표시등:
05.
06.
07.
08.

- Wi-Fi® 스트리밍
프리셋 1-7 - Wi-Fi® 스트리밍
- Bluetooth® 무선 연결
AUX - 물리적 입력

입력 및 출력:
09.
10.

AC 메인 입력
AUX 3.5 mm 오디오 입력

01

03
08

04
07
05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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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치
스피커를 최대한 활용하고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활성화하려면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기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작 시 필요한 항목:
··
··
··
··
··

Lotsen, Urbanears Multiroom Speaker
전원 콘센트
스트리밍 서비스용 고속 인터넷 액세스를 포함한
Wi‑Fi® 연결
최소 Android 4.03 또는 iOS 9.0 이상이 설치된
스마트폰
Urbanears Connected 앱(App Store 및 Google
Play에서 다운로드)

최초 설치 단계:
01.

전원 어댑터의 코드를 스피커 바닥에 위치한 전원
잭에 연결한 후 전원 어댑터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주의: 일부 지역의 경우 전원 어댑터에 여러 플러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적합한 플러그를 사용하여 표시된 대로 전원
어댑터의 올바른 주 전압에 연결하십시오.

02.

스피커가 부팅되는 동안 SOLO 및 MULTI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설치 준비가 되면 SOURCE
노브 주변의 표시등이 계속 깜박입니다.

03.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Urbanears Connected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시작하고 인앱 지침에 따라
스피커 설치를 완료하십시오.

참고: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추가 스피커를 설치하려면 추가된
각 스피커에 대해 위의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메뉴 버튼을 누른 다음 “Setup”을 누르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스피커가 새로 구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수동으로 설정
모드 들어가기에 설명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The Urbanears
Connected 앱
Urbanears Connected 앱을 사용하면 최초 설치
시 도움이 되고 스피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iOS 및Android 스마트폰과 호환되며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Urbanears Connected 앱으로 다음을 수행할 있습니다.
··
··
··
··
··
··
··
··
··

프리셋 설정, 수정 및 재생
음원 선택
Multi Mode 그룹 관리
수천 개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 검색 및 연결
현재 재생 중인 곡 또는 다른 미디어 확인
이퀄라이저 설정 조정
개별 및 멀티룸 볼륨 설정 조정
스피커 이름 변경
스트리밍 품질 조정

노브 조작하기
최초 설치 후 상단 패널에 있는 2개의 노브를 눌러
간단히 스피커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Urbanears
Connected 앱, Spotify 및 기타 음악 앱을 사용하여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원 선택
		

SOURCE 노브를 선택 항목으로 돌린 다음 한 번
눌러 활성화합니다. 선택 항목 옆의 표시등이 완전히
켜집니다.

재생/일시 정지

음악을 재생하거나 일시 중지하려면 SOURCE 노브를
한 번 누릅니다.1

다음 곡

다음 곡으로 건너뛰려면 SOURCE 노브를 두 번
클릭합니다.2

이전 곡

이전 곡으로 건너뛰려면 SOURCE 노브를 세 번
클릭합니다.3

프리셋 저장
		

Spotify Connect 또는 인터넷 라디오를 통해 음악을
재생하는 동안 SOURCE 노브를 숫자 선택 항목으로
돌립니다. 3초 동안 계속 누릅니다. 프리셋 관리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볼륨 증가

볼륨을 높이려면 VOLUME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볼륨 감소

볼륨을 줄이려면 VOLUME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솔로 모드와 멀티 모드 간 전환

Solo Mode와 Multi Mode 간에 전환하려면 VOLUME
노브를 한 번 누릅니다. 표시등은 스피커가 현재 어떤
모드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SOLO MODE 및 MULTI
MODE를 참조하십시오

AUX 소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2
AUX 소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AUX 소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이퀄라이저 설정
조정하기
이퀄라이저는 Urbanears Connected 앱 내부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고음/저음 밸런스를 미세
조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음악을 보정하고 듣기 좋은
음질을 찾으십시오.

WI-FI® 를 통해 재생하기

>>
>>
>>
>>

Spotify Connect를 통해 재생하기
Chromecast built in를 통해 재생하기
AirPlay를 통해 재생하기
인터넷 라디오 재생하기

Wi‑Fi®를 통해 재생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Wi‑Fi® 소스 중 하나라도 활성화되어 있으면 프리셋이
재생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옆의 소스 표시등이
켜집니다.

Spotify Connect
를 통해 재생하기
Spotify Connect를 사용하면 Spotify 앱 내에서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01.
02.

일부 음악 재생을 시작합니다.
“Devices Available” 메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참고: Spotify Connect는 Spotify Premium 계정이
필요합니다.

Chromecast built
in를 통해 재생하기
Urbanears Connected 앱은 선호하는 앱에서 음악/곡/
팟캐스트/재생 목록을 스피커로 스트리밍할 수 있는
Chromecast built in을 함께 제공합니다.
01.

음악 앱의 Cast 버튼을 누른 다음 메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참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Google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해야 합니다.

AirPlay를 통해
재생하기
AirPlay를 사용하면 iOS 기기나 Apple 컴퓨터에서
스피커로 모든 음원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01.
02.

앱에 AirPlay 버튼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버튼을
누르고 메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기기에서 스피커로 음원을 스트리밍하려면 기기의 “
제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재생하기
이 스피커에는 전 세계 수천 개의 라디오 방송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01.
02.
03.

Urbanears Connected 앱을 열고 스트리밍할
스피커를 누릅니다.
소스 메뉴에서 “Cloud”로 스와이프합니다.
“Internet Radio”를 누르고 재생할 방송을
선택합니다.

BLUETOOTH® 를 통해 재생하기

>> Bluetooth® 페어링
>> Bluetooth®를 통해 재생하기

Bluetooth® 호환 기기에서 음악을 재생하려면 먼저
기기와 스피커를 페어링하십시오.

Bluetooth 페어링
®

01.

02.
03.

SOURCE 노브를 로 돌린 다음 3초 동안
누릅니다.
스피커를 검색할 수 있게 되면
옆의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입니다.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에서 Bluetooth®
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사용 가능한 Bluetooth® 기기 목록에서 스피커를
선택하고 페어링을 수락합니다.
스피커의
표시등이 계속 켜지고 확인음이 들리면
기기가 성공적으로 페어링되고 연결된 것입니다.

참고: Bluetooth® 페어링은 Urbanears Connected 앱을 통해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Bluetooth 를
통해 재생하기
®

스피커가 Bluetooth® 기기와 페어링되면 페어링이
저장되고 언제든지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최대 8개의 기기 페어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01.
02.

SOURCE 노브를 로 돌리고 한 번 누릅니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페어링된 Bluetooth® 기기와
연결됩니다.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마지막 두 번째
페어링된 기기와 연결을 시도합니다.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

AUX 입력을 사용하여 오디오 기기를 스피커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및 태블릿과
같이 호환되는 3.5mm AUX 출력 플러그가 있는 오디오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01.
02.
03.

AUX 케이블의 한쪽 끝을 스피커 하단의 AUX
입력에 연결합니다.
AUX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오디오 기기의 AUX
출력 포트에 연결합니다.
SOURCE 노브를 AUX로 돌린 다음 한 번 눌러
활성화합니다.

참고: AUX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때 다음 또는 이전 노래로 건너뛰려면
연결된 기기의 컨트롤을 사용해야 합니다.

프리셋 관리하기

>> Spotify 프리셋 추가하기
>> 인터넷 라디오 프리셋 추가하기

이 스피커는 즉석 스트리밍을 위해 즐겨 듣는 Spotify
재생 목록과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최대 7개까지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SOURCE 노브를
특정 숫자로 돌리고 눌러서 재생할 개별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스피커의 SOURCE 노브를 사용하거나 Urbanears
Connected 앱 내부에서 프리셋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별 프리셋을 수정하려면 새 프리셋을 저장하여 현재
프리셋을 덮어쓰면 됩니다.

Spotify 프리셋
추가하기
Spotify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Spotify Premium 계정이
필요합니다.
01.
02.
03.
04.
05.

Spotify 앱을 엽니다.
Spotify 플레이어의 “Devices Available” 메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재생 목록을 선택하고 재생합니다.
음악이 재생되는 동안 SOURCE 노브를 프리셋
위치(1-7)로 돌립니다.
프리셋 위치 표시등이 깜박이고 확인음이 들릴
때까지 SOURCE 노브를 3초 동안 누릅니다.

인터넷 라디오
프리셋 추가하기
01.
02.
03.
04.
05.
06.

Urbanears Connected 앱을 엽니다.
홈 화면에서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소스 메뉴에서 “클라우드”로 스와이프한 다음 “
인터넷 라디오”를 탭합니다.
방송을 선택하고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재생되는 동안 SOURCE 노브를
프리셋 위치(1-7)로 돌립니다.
프리셋 위치 표시등이 깜박이고 확인음이 들릴
때까지 SOURCE 노브를 3초 동안 누릅니다.

SOLO MODE 및 MULTI MODE

>>
>>
>>
>>
>>
>>

스피커를 Multi Mode 또는 Solo Mode로 설정하기
Spotify Connect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Chromecast built in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AirPlay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Bluetooth®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AUX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여러 Urbanears Multiroom Speaker을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멀티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각 스피커를 Solo Mode에서 개별적으로
재생하거나, 동기화된 재생을 위해 최대 5대의
스피커를 Multi Mode로 그룹화하십시오. 스피커의 상단
패널 또는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Multi Mode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Multi
Mode 또는 Solo
Mode로 설정하기
01.

02.
03.

스피커를 Solo Mode에서 Multi Mode로 전환하려면
VOLUME 노브를 누릅니
MULTI를 선택하면 그 아래의 표시등이 켜집니다.
Multi Mode 그룹에 추가하려는 각 스피커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스피커를 그룹에서 제거하려면 VOLUME 노브를
다시 누릅니다.
스피커가 Solo Mode로 전환되고 Multi Mode
그룹에서 사라집니다.

참고: Solo Mode에서는 스피커가 “Devices Available” 메뉴의 AirPlay 및
Spotify에서 지정된 이름을 가진 단일 스피커로 나열됩니다. Multi Mode
에서는 스피커가 “Devices Available” 메뉴에서 “Multi”로 나열됩니다.
한 대의 스피커만 Multi Mode로 설정되었더라도 AirPlay 및 Spotify에서
여전히 “Multi” 이름으로 나열됩니다.

Spotify Connect
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Spotify Connect를 사용하면 Spotify앱 내부에서 Multi
Mode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04.
05.

그룹으로 재생할 모든 스피커를 Multi Mode로
설정합니다.
음악을 재생하고 “Devices Available” 메뉴에서
“Multi”라는 그룹을 선택합니다.

참고: Spotify Connect는 Spotify Premium 계정이 필요합니다.

Chromecast built
in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Google Home 앱 내에서 Chromecast built in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멀티룸 재생용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을 사용하여 Urbanears Multiroom Speaker 및
다른 Chromecast built in 기기들을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스피커가 Chromecast built in을 통해 재생되면 SOLO 표시등이
켜집니다.

AirPlay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Wi‑Fi®를 통해 iOS 기기에서 재생 시 AirPl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1.
02.

그룹으로 재생할 모든 스피커를 Multi Mode로
설정합니다.
AirPlay 기호를 누른 다음 “제어” 메뉴에서 “Multi”
라는 이름의 그룹을 선택합니다.

Multi Mode에서
인터넷 라디오
재생하기
Multi Mode 그룹의 모든 스피커에서 재생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선택합니다.
01.
02.

그룹으로 재생할 모든 스피커를 Multi Mode로
설정합니다.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Multi Mode 그룹에
속한 스피커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재생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선택합니다.

Bluetooth 를
통해 Multi Mode
로 재생하기
®

Bluetooth® 소스를 한 대의 스피커에 연결하고 Multi
Mode 그룹의 모든 스피커에서 재생합니다.
01.
02.

03.

그룹으로 재생할 모든 스피커를 Multi Mode로
설정합니다.
Multi Mode 그룹에 있는 스피커 중 하나에서
SOURCE 노브를 로 돌린 다음 눌러서
활성화합니다.
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이나 다른 호환 기기를 이
스피커에 연결하고 재생합니다. Bluetooth®를 통해
재생하기 를 통해 재생을 참조하십시오.

AUX를 통해 Multi
Mode로 재생하기
CD 플레이어, 전화기 또는 비닐 플레이어와 같은 AUX
소스를 하나의 스피커에 연결하여 Multi Mode 그룹의
모든 스피커에서 재생합니다.
01.
02.
03.

그룹으로 재생할 모든 스피커를 Multi Mode로
설정합니다.
AUX 소스를 Multi Mode 그룹의 스피커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SOURCE 노브를 AUX로 돌린 다음 활성화합니다.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유지보수 및 지원

>>
>>
>>
>>
>>

유지보수
스피커 청소하기
Wi‑Fi® 연결 정보
수동으로 설정 모드 들어가기
공장 출고 상태로 스피커 재설정

유지보수
모든 스피커 서비스는 공인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스피커가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스피커의 전원 공급 코드 또는 플러그 손상, 액체나
비 또는 습기에 의한 손상, 이물질에 의한 손상
또는 스피커를 떨어뜨린 경우 공인 서비스 센터를
찾으십시오.

스피커 청소하기
스피커를 청소하기 전에 항상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보풀이 없는 마른 천으로 조심스럽게
표면을 닦으십시오.
비누, 세제 또는 에어로졸 클리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Wi‑Fi 연결 정보
®

본질적으로 무선 LAN은 환경 조건(무선 라우터 성능,
거리, 장애, 다른 무선 기기와의 간섭 등)에 따라 무선
간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무선 라우터에 따라 일부 네트워크 작업이
다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무선 라우터 또는 모뎀을 사용한 네트워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설정
모드 들어가기
스피커를 새로 구입한 경우 전원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Wi‑Fi® 네트워크 설정을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설정 모드에서 수동으로
스피커를 설정합니다.
01.
02.
03.

SOURCE 노브를
로 돌립니다.
이전의 모든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려면
주변의 표시등이 계속 깜박일 때까지 누릅니다.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최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공장 출고 상태로
스피커 재설정
스피커를 공장 출고 상태로 재설정하면 모든 사용자
지정 설정, 프리셋, Wi‑Fi® 설정, Bluetooth® 페어링이
지워집니다.
01.
02.

SOLO 및 MULTI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VOLUME
및 SOURCE 노브를 동시에 7초 동안 누릅니다.
약 1분 후에 스피커가 공장 출고 상태로
재설정됩니다. 그런 다음 설치 모드로 복원되고 구성
준비가 완료됩니다. 최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문제 해결

>> 스피커가 켜지지 않습니다.
>>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없습니다.
>>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 스피커를 새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스피커를 Bluetooth® 기기와 연결하거나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 Bluetooth® 기기를 페어링할 때 핀 코드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Multi Mode에서 재생할 때 오디오가 끊깁니다.
>> 스피커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 Wi‑Fi®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습니다.

스피커가 켜지지
않습니다.
스피커가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작동중인 AC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최초 설치.
최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Urbanears
Connected
앱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없습니다.
Urbanears Connected 앱에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

피커의 시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동 시 SOLO와
MULTI 표시등이 모두 켜집니다.
바일 기기가 스피커와 동일한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Urbanears Connected 앱에 스피커가 표시되지
않으면:
01.

수동으로 스피커를 설정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수동으로 설정 모드 들어가기를 참조하십시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스피커가 켜져 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

··
··

··

음원과 스피커에서 볼륨이 너무 낮거나 음소거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노브 조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확한 음원이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노브
조작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도한 음원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Bluetooth
를 통해 재생하기 또는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를
참조하십시오.
Spotify, AirPlay 또는 Chromecast built in을
통해 재생하는 경우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최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를 새
®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Wi‑Fi® 네트워크를 이동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새 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스피커를 재구성하십시오.
01.
02.
03.

SOURCE 노브를
로 돌립니다.
이전의 모든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해제하려면
주변의 표시등이 계속 깜박일 때까지 누릅니다.
Urbanears Connected 앱 내에서 Wi-Fi® 네트워크를
다시 선택합니다.

스피커를
®
Bluetooth
기기와 연결하거나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를 Bluetooth® 기기와 페어링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
··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서 Bluetooth®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기기와 스피커가 벽이나 문에 의해 차단되지 않고
서로 10m 이내에 있는지 여부.

Bluetooth
기기를 페어링할
때 핀 코드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대부분의 경우 핀 코드(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핀
코드를 요청하면 0000를 입력하십시오.

Multi Mode
에서 재생할
때 오디오가
끊깁니다.
Wi‑Fi® 대역폭이 Multi Mode에서 정상 음질로
재생하기에 너무 낮으면 오디오가 끊기기 시작할
수있습니다. 스트리밍 품질을 조정하여 낮은 Wi‑Fi®
대역폭을 보정하십시오.
01.
02.
03.

Urbanears Connected 앱을 열고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Settings”을 누른 다음 “Multi Streaming Quality”을
누릅니다.
“Multi Streaming Quality”를 “Low”로 설정합니다.

스피커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소프트웨어 문제로 인해 스피커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01.
02.
03.

센트에서 스피커를 분리합니다.
15초 동안 기다린 다음 다시 연결합니다.
스피커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시작 후 스피커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04.
05.

스피커를 공장 출고 상태로 재설정합니다. 공장 출고
상태로 스피커 재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최초 설치를 다시 실행합니다. 최초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가능한 Wi‑Fi® 네트워크가 없을 때 스피커를
재생하려면:
··

··

Bluetooth® 를 사용하여 호환 기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Bluetooth®를 통해 재생하기 을
참조하십시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호환 기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 을
참조하십시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를
재생하려면:
··

··

Bluetooth® 를 사용하여 호환 기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Bluetooth®를 통해 재생하기 을
참조하십시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호환 기기를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AUX 입력을 통해 재생하기 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SAFETY /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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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notice
©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All Rights Reserved.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is hereinafter referred to as “Zound
Industries”.
Urbanears and the speaker product, packaging, logo and wordmark
are intellectual properties of Zound Industries and may not be used
without permission.
Wi Fi®, the Wi Fi logo and the Wi Fi CERTIFIED™ logo is a certification
mark of Wi Fi Alliance®.
The Bluetooth® word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the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Zound
Industries is under license.
Android, Google Play and Chromecast built in are trademarks of
Google LLC.
Apple, AirPlay, iPod, iPhone, iPad, and the Apple and AirPlay logos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OS is a trademark or registered trademark of Cisco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and is used under license.
Siri and macOS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Spotify® and Spotify Connect logos™ are trademarks of the Spotify
Group,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 Spotify
Software is subject to third party licenses found here: www.spotify.
com/connect/third-party-licenses.
“Made for iPod,” “Made for iPhone,” and “Made for iPad” mean that
an electronic accessory has been designed to connect specifically
to iPod, iPhone, or iPad, respectively, and has been certified by
the developer to meet Apple performance standards. Apple is not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 of this device or its compliance with
safety and regulatory standards. Please note that the use of this
accessory with iPod, iPhone, or iPad may affect wireless performance.
All other trademarks are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and
may not be used without permission.
For more legal information related to this product and to its use in
your specific region, and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Zound
Industries and partner & licens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
www.urbanears.com
The user is recommended to visit the Website regularly for up-to-date
information.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 Centralplan 15, 111 20 Stockholm,
Sweden

Caution / Avis

This lightning flash with arrowhead symbol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non-insulated
“dangerous voltage” within the product’s enclosure that may be of
sufficient magnitude to constitute a risk of electric shock.
Le symbole représentant un éclair avec une flèche dans un triangle
équilatéral a pour but d’avertir l’utilisateur de la présence de «
tension dangereuse » non-isolée à l’intérieur du produit qui peut être
suffisamment importante pour constituer un risque d’électrocution.
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cover (or
back) as there are no user-serviceable parts inside.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personnel.
Avertissement : Afin de réduire le risque d’électrocution, ne pas retirer
la protection (ou le panneau arrière), car aucune pièce intérieure
ne peut être réparée par l’utilisateur. Confier toute réparation à un
professionnel qualifié.
The exclamation point within an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important operating and maintenance
instructions in the literature accompanying the appliance.
Le point d’exclamation contenu dans un triangle équilatéral, avertit
l’utilisateur que la documentation fournie avec l’appareil contient des
instructions d’utilisation et d’entretien importantes.

중요 안전 지침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이 지침을 읽으십시오.
이 지침을 보관하십시오.
모든 주의사항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물 주변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른 헝겊으로만 닦으십시오.
일체의 통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라디에이터, 난로, 기타 장치(앰프 포함) 등 열을 발하는 것의 주변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극성 플러그나 접지식 플러그 등의 안전 기능을 무산시키지
마십시오. 극성 플러그에는 두 개의 날이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보다 넓습니다. 접지식 플러그에는 두 개의 날이 있고 세 번째
접지침이 있습니다. 넓은 날 또는 세 번째 침은 귀하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술자에게 문의하여 낙후된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끼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특히 플러그,
콘센트, 장치에 연결되는 부분을 신경 써 보호하십시오.
제조사가 지정한 부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제조사가 지정하거나 장치와 함께 판매하는 카트, 스탠드,
트라이포드, 브래킷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나 랙을
사용할 경우, 카트/장치 조합을 움직일 때 넘어뜨려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13. 번개를 동반한 폭풍우 때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치의
플러그를 전원에서 뽑아 놓으십시오.
14. 모든 정비는 자격 있는 정비사에게 맡기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었을 때, 장치에 액체를 쏟았거나 장치 안으로
무언가가 빠져서 들어갔을 때, 장치가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혹은 떨어뜨렸을 때 수리가
필요합니다.

주의
•
•

•

•
•
•
•
•
•
•
•

제품과 액세서리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이것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전원 어댑터의 접속을 방해하는 장소에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전원 어댑터를 뽑아야만 제품의 전원을 완전히 끌 수
있으므로 어댑터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이 장치를 비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 장치를 물이 떨어지거나 튀는 곳에 두지 말고 화분과
같이 물이 들어 있는 물건을 장치 위에 놓아두지 마십시오.
제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과열될 수 있으므로 장치를 덮지 마십시오.
제품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서 듣지 마십시오.
고음량으로 오랫동안 듣지 마십시오.
부상 위험이 있으므로 신체 부위나 물품을 베이스 포트에 넣지
마십시오.
외부 전원 어댑터는 기기의 분리 장치 역할을 하며 분리 장치는 항상
신속히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치를 설치하거나 작동하기 전에 외피의 밑바닥에 있는 전기 및
안전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사용설명에 명시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외부 전원 어댑터
모델: DYS650-190200W-K, 제조사: DYS.

이 기기는 Class II 또는 이중절연 전기용품입니다. 이 기기는 전기
접지용 안전 연결이 필요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설치 및 연결
•
•
•

•

기기에 표시된 올바른 전압의 전원에만 제품을 연결하십시오.
사용설명에 명시된 유형의 전원 어댑터 또는 제품에 표시된 전원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이나 건물 안의 건물에 설치하지 말고 트인 공간에서는
통기가 잘되도록 하십시오. 통기구가 신문, 식탁보, 커튼 등의
물품으로 덮이지 않도록 하여 통기에 장애가 없도록 하십시오.
양초 등 일체의 불이 붙은 물건을 기기 위에 놓아두지 마십시오.

폐기 및 재활용
정보
제품에 표기된(또한, 배터리 및 기타 전자 액세서리에 표기된) 가로줄
그은 바퀴 달린 통 표시는 해당 물품을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된다는 표시입니다. 제품, 배터리, 전자 액세서리를 분류
없는 공동 쓰레기장에 버리지 마십시오. 수명이 다한 제품, 배터리, 전자
액세서리는 공인된 수거 장소에 넘겨져 재활용되거나 적절히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기 및 재활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urbanears.com
을 참고하십시오.

FCC statement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is unit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This equipment complies with FCC radiation exposure limits set forth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To comply with FCC’s RF radiation
exposure limits for general population/uncontrolled exposure, this
device must be installed to provide a separation distance of at least 20
cm from all persons. This device must not be co-located or operating
in conjunction with any other antenna or transmitter.
WARNING: Any changes or modifications to this device not expressly
approved by the party responsible for compliance could void the user’s
authority to operate the equipment.
High power radars are allocated as primary users of the 5.25 to 5.35
GHz and 5.65 to 5.85 GHz bands. These radar stations can cause
interference with and/or damage this device. No configuration controls
are provided for this wireless equipment allowing any change in the
frequency of operations outside the FCC grant of authorization for US
operation according to Part 15.407 of the FCC rules.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
•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IC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RSS247 of Industry Canada.
Cet appareil est conforme à la norme RSS247 d’Industrie Canada.
This device complies with Industry Canada licence-exempt RSS
standard(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Cet appareil est conforme à la norme RSS sans licence d’Industrie
Canada. Son fonctionnement est soumis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cet appareil ne doit pas provoquer d’interférence
et (2) cet appareil doit supporter les interférences, y compris les
interférences susceptibles de provoquer un fonctionnement inattendu.
This device complies with the RF exposure limits for an uncontrolled
environment set forth by Industry Canada. Canadian information on
RF exposure and compliance can be obtained from Industry Canada.
Cet appareil est conforme aux réglementations d’Industrie Canada
concernant les limites d’expositions aux radiofréquences dans un
environnement non contrôlé. Les informations sur l’exposition aux
RF et de conformité pour le Canada peuvent être obtenues auprès
d’Industrie Canada.
To comply with Industry Canada’s RF radiation exposure limits
for general population/uncontrolled exposure, this device must be
installed with a minimum distance of 20 cm from all persons.
Pour être conforme aux limites d’exposition aux radiations RF
d’Industrie Canada pour la population générale/l’exposition non
maîtrisée, cet appareil doit être installé à une distance minimale de 20
cm des personnes.
This Class B digital device complies with Canadian ICES-003. CAN
ICES-3 (B)/NMB-3(B)
Cet appareil numérique de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ICES003 au Canada. CAN ICES-3 (B)/NMB-3(B)

Notice for 5 GHz devices

Caution: (i) This device operates in the band 5150–5250 MHz and is
only for indoor use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harmful interference
to co-channel mobile satellite systems; (ii) the maximum antenna gain
permitted for devices in the bands 5250–5350 MHz and 5470–5725
MHz shall comply with the e.i.r.p. limit: and (iii) the maximum antenna
gain permitted for devices in the band 5725–5825 MHz shall comply
with the e.i.r.p. limits specified for point-to-point and non point-to-point
operation as appropriate. (iv) Users should also be advised that highpower radars are allocated as primary users (i.e. priority users) of the
bands 5250–5350 MHz and 5650–5850 MHz and that these radars
could cause interference and/or damage to LE-LAN devices.

Avertissement concernant les
appareils de 5 GHz

Mise en garde : (i) Tout appareil fonctionnant dans la bande de 5150 à
5250 MHz est exclusivement destiné à une utilisation intérieure afin de
réduire les interférences nuisibles éventuelles causées aux systèmes
mobiles par satellite utilisant le même canal ; (ii) le gain d’antenne
maximal autorisé pour les appareils dans les bandes de 5250 à 5350
MHz et de 5470 à 5725 MHz doit être conforme à la limite e.i.r.p. :
et (iii) le gain d’antenne maximal autorisé pour les appareils dans la
bande de 5725 à 5825 MHz doit répondre aux limites e.i.r.p. établies
pour les opérations de point à point et celles qui ne le sont pas, le cas
échéant. (iv) Les utilisateurs doivent également savoir que les radars
de grande puissance sont attribués en tant qu’utilisa- teurs principaux
(c’est-à-dire les utilisateurs prioritaires) des bandes de 5250 à 5350
MHz et de 5650 à 5850 MHz et que ces radars peuvent causer des
interférences avec les appareils LE-LAN et/ou les endommager.

Ifetel
La operación de este equipo está sujeta a las siguientes dos
condiciones: (1) es posible que este equipo o dispositivo no cause
interferencia perjudicial y (2) este equipo o dispositivo debe aceptar
cualquier interferencia, incluyendo la que pueda causar su operación
no deseada.

Anatel
Este equipamento opera em caráter secundário, isto é, não tem direito
a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mesmo de estações do
mesmo tipo,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a sistemas operando em
caráter primário.
O USO PROLONGADO DESTE APARELHO EM ALTO VOLUME
NAO E RECOMEDADO. Nos termos da Lei 11,291/06, o usuário fica
advertido de que a utilização deste aparelho em volume superior à 85
decibéis poderá acarretar danos a seus sistema auditivo.

低功率電波輻射性
電機管理辦法
第十二條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
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功能。
第十四條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
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用。前項
合法通信，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
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면책 조항
Chromecast built in, AirPlay, Spotify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타사 서비스 이용 가능성, 앞서 언급된 타사 서비스와 본 기기의
호환성은 각 권리 보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당 동의는 철회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서비스의 공급 해지로 인해 본 기기와 타사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Zound Industries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타사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귀하와 타사 간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며,
Zound Industries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적합성 선언
이에 Zound Industries International AB는 이 제품이 2014/53/EU 및
RoHS 지침 2011/65/EU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제품 표준 적합성 선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urbanears.com/doc
스톡홀름에서 디자인 • 중국에서 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