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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확인하기

단계1: 본 기기의 충전

포터블 와이어레스 서버

와이어레스 LAN
표시등 램프

퀵 스타트 가이드

배터리 표시등 램프

본 기기에는 충전 배터리 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사용전에 본 기기를 충전해 주십시오.
본 기기는 컴퓨터 또는 USB AC 어댑터(별매)로
충전해 주십시오.

(전원) 버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퀵 스타트 가이드는
간편하게 설정해서 장치의 편리함을 즐길 수 있게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스트랩 홀더

컴퓨터로부터 충전하는 경우
USB 케이블(부속)로 컴퓨터에 본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RESET (리셋) 스위치
메모리 카드 슬롯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
배터리 표시등
램프(황색)
충전중: 켜짐
충전 완료: 꺼짐

USB A 포트
스마트폰 또는 태블렛 충전용
USB 메모리 또는 디지털 스틸
카메라 접속용

스마트폰 또는 태블렛과 함께 본 기기를 사용할 때에
퀵 스타트 가이드를 읽어 주십시오.
본 기기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할 때에는 다음
웹사이트로부터 "컴퓨터 사용자를 위한 퀵 스타트
가이드"를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http://www.sony.net/pws/

USB 케이블(부속)

USB 마이크로 B 포트
본 기기 충전용
컴퓨터 접속용

대략적인 충전 시간: 약 8시간
여러가지 설정을 위해서 본 기기 하부의
라벨에 표시된 MAC 어드레스 및 시리얼
넘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공백에
메모해 두십시오.

WG-C10 시리즈

MAC
어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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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절차

충전중:
••와이어레스 LAN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2까지 할 수 있습니다.
USB AC 어댑터(별매)로 충전하는 경우*
본 기기 및 USB AC 어댑터(별매 또는 장치에
부속)에 USB 케이블(부속)을 연결하고, 벽면
콘센트에 USB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와이어레스 LAN으로 장치에 본 기기를 연결합니다.
PWS Manager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에 이
설정을 하십시오.
참고
이 접속을 하면 장치의 인터넷 접속이 분리됩니다.
인터넷을 재접속하려면 도움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1

전원을 켭니다.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로 합니다(3초 이상).
본 기기의 기동이 완료되면
녹색의 와이어레스 LAN
표시등 램프가 점멸을
멈추고 점등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2 장치의 설정 메뉴로부터 Wi-Fi를 켜고,
Wi-Fi 네트워크 화면을 엽니다.
Android

시리얼 넘버

대략적인 충전 시간: 약 3.5시간
(AC-UD10 사용시)

본 가이드내의 표현

단계2: 애플리케이션 설치

WG-C10  본 기기
스마트폰/태블렛  장치

단계3: 처음으로 와이어레스 LAN으로 접속
단계4: 시큐리티 설정

본 기기의 램프 표시등

단계5: 와이어레스 LAN에 재접속

* USB AC 어댑터는 본 기기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 표시등 램프
충전 표시등

사용 예
 Wi-Fi 스토리지

스마트폰

메모리 카드

전송
콘텐츠

WG-C10

상태

황색

충전중

황색  꺼짐

충전 완료

램프 조건

시청 및 전송
콘텐츠

USB 메모리

램프 조건

사용중의 잔류 배터리량 표시등

Wi-Fi
접속

배터리 잔량이 많음

녹색, 점멸

배터리 잔량이 중간 정도

적색, 빠르게 점멸

배터리 잔량이 적음

꺼짐

배터리가 소모되었거나 전원이
꺼졌음

와이어레스 LAN 표시등 램프
PC

 배터리 충전기

본 기기와의 작동이 확인이 된 USB AC 어댑터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도움말 가이드(http://rd1.
sony.net/help/pws/c10/kr/)를 참조하십시오.
충전이 완료되면 배터리 표시등 램프가 꺼집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USB 케이블을 제거하십시오.

램프 조건

상태

녹색

와이어레스 LAN 기동중

녹색, 점멸

와이어레스 LAN 작동중

꺼짐

전원 꺼짐

본 기기를 작동시키려면 장치에 PWS Manager를
설치하십시오.
호환되는 운영체제와 본 기기와 작동 확인된 장치
목록에 대해서는 도움말 가이드(http://rd1.sony.
net/help/pws/c10/kr/)를 참조하십시오.

1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PWS Manager
를 찾아서 설치하십시오.
PWS Manager

USB
접속

전력 공급

메모리 카드 액세스 램프

스마트폰

WG-C10

램프 조건

상태

황색, 점멸

메모리 카드에 액세스중

참고
애플리케이션은 무료입니다. 단, 다운로드에는
통신료가 들 수 있습니다.

Android :
설치한 후에 [완료](Complete)를 터치하면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iOS *:

 USB 카드 리더

설치한 후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iOS는 iPhone, iPad 및 iPod touch의
운영체제입니다.

USB
접속
메모리 카드

전송
콘텐츠
WG-C10

ABC123456

BBBBBB

WG C10 XXXXXX

000000

BBBBBB

Secured with WPA2 (protected network
avai able)

AAAAAA

설치한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하지 않은
상태로 단계3으로 가십시오.

000000

Secured with WPA/WPA2 (protected
network available)

AAAAAA

DEFGH789

DEFGH789

Secured with WPA/WPA2 (protected
network available)

XXXXXX

XXXXXX
Secured with WPA/WPA2 (protected
network available)
Scan

Add network

EEEEEE
CCCCCC

네트워크의 목록으로부터 본
3 Wi-Fi
기기의 SSID [WG-C10-XXXXXX]*
를 터치해서 연결합니다.
*"xxxxxx"는 MAC 어드레스의 마지막 6
자리입니다.
MAC 어드레스는 본 기기의 뒷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4 접속을 확인합니다.
Android
ABC123456

단계2: 애플리케이션 설치

ON

Secured with WPA2

Wi-Fi

상태

녹색, 느리게 점멸

태블렛

충전중:
••와이어레스 LAN을 통해서 메모리 카드의
데이터를 읽거나 메모리 카드에 데이터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계2부터 할 수 있습니다.

Wi-Fi

Wi Fi
Choose a Network

WG-C10-XXXXXX

대략적인 충전 시간은 사용하는 USB AC 어댑터
(별매)에 따라 달라집니다.

iOS
Se tings

Wi-Fi
ABC123456
Secured with WPA protected network
avai able)

단계1: 본 기기의 충전

PC

단계3: 처음으로 와이어레스
LAN으로 접속

Secured w th WPA (protected network
avai able)

WG-C10-XXXXXX

iOS
Sett ngs

Wi-Fi

Wi Fi

ON

Choose a Network

Connected

ABC123456

BBBBBB

WG C10 XXXXXX

Android :
선택한 SSID 하에 "연결됨"(Connected)가
가 표시되면 접속이
표시되고 화면 상부에
완료된 것입니다.

iOS :
선택한 SSID 좌측에 체크표시가 있고
가 표시되면 접속이 완료된
화면 상부에
것입니다.
본 기기는 이제 와이어레스 LAN으로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단계4: 시큐리티 설정
와이어레스 LAN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큐리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큐리티를 설정하지 않으면, 전송 범위내의 다른
호환 장치가 본 기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

본 기기의 시큐리티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다른
장치로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기기를 설정할 때에는 전원을 켜십시오.

1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OK)를
터치합니다.

1
2

Wi-Fi 네트워크의 목록으로부터 본
기기의 SSID [WG-C10-XXXXXX]*
를 터치해서 연결합니다.
*"xxxxxx"는 MAC 어드레스의 마지막 6
자리입니다.

3

Android

장치의 PWS Manager 아이콘을 터치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합니다.

장치의 설정 메뉴로부터 Wi-Fi를 켜고,
Wi-Fi 네트워크 화면을 엽니다.

"단계4: 시큐리티 설정"의 4에서 설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1

Android
a

b

a

b

d

전원 공급
••본 기기의 출력은 최대 500 mA입니다.전원
공급중에 출력이 500 mA를 초과하면 안전
기능으로 전원 공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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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mp3

Folder1

iOS

전원을 켜기 전에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본 기기의 배터리 잔량이 충분한지
확인하십시오.

iOS
c

전원을 켜고자 하는 장치에 부속된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i OS 장치를 연결하려면, 장치 구입시에 부속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할 때에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또는 [뒤로]
다른 화면이 표시되는 경우에는
(Back) 버튼을 눌러서 기동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Android

[보안](Security)를 선택하고,
[WPA2]를 선택합니다.

기타 장치의 전원 켜는 방법

PWS Manager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

본 기기를 설정할 때에는 전원을 켜십시오.

장치에 설치된 PWS Manager
애플리케이션을 기동합니다.

기동하면 화면 우측
2 애플리케이션이
] 버튼을 터치합니다.
하부의 [

3

단계5: 와이어레스 LAN에
재접속

USB A 포트에 USB 케이블의
2 본다른기기의
한쪽 끝을 연결합니다.

Photo3.jpg

Music.mp3
Photo4.jpg
Enter the password of WG C10 XXXXXX

WG-C10-XXXXXX

Cancel

Password

iOS

Enter Password

J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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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Show password

  

Show advanced options

Security

Back

Save

Connect

Cancel

Security

None

q w e

WEP

None

a

WPA
WEP

WPA2

r

t

y

u

i

s

d

f

g h

j

k

z

x

c

v b n m

o p

Q W E R T Y U I O P

l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WPA

WPA2

4 접속을 확인합니다.
Back

Save

8자리의 숫자 또는 문자의 개인
4 최소
패스워드를 입력한 후 [확인](OK)를
선택합니다.
Android

인증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패스워드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iOS
Security

Back

Save

Security

None
No

Enter a new password

Enter a new password

Enter password

WE

Enter a password of at east 8 characters

Enter a password of at least 8 charac e s

Cancel

Cancel

OK

OK

WPA

WPA2
1

2

3

4

5

6

Q W E R T Y U
A S D F G H

7

I
J

8

9

O P

K

Z X C V B N M

L

0

"단계3: 처음으로 와이어레스 LAN으로 접속"
의 4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십시오.
본 기기는 이제 와이어레스 LAN으로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패스워드를 잊은 경우:
RESET (리셋) 버튼을 10초간 누른
상태로 하면 공장출하시의 초기 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나서 "단계3: 처음으로
와이어레스 LAN으로 접속"에서 다시
패스워드를 설정하십시오.

Q W E R T Y U I O P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재입력해서 확인한 후,
5 패스워드를
[확인](OK)를 선택합니다.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확인](OK)를
터치합니다.
패스워드를 설정하면, 와이어레스 LAN 접속이
끊어집니다.
단계5에서 그 다음 설정으로 갑니다.

다음부터는 본 기기에 설정된 장치에 연결할
때에 패스워드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치 변환 버튼
각 버튼을 터치해서 각 장치내의 파일 및 폴더
목록을 표시합니다.
a: 본 기기에 삽입한 메모리 카드내의 데이터
b: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내의 데이터
c: 장치내의 데이터
d: 카메라 롤내의 날짜
 날짜 업로드
 복사
 삭제
 분류
 설정
시큐리티, 인터넷 접속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설정하기 위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파일/폴더 목록
본 기기에 메모리 카드가 삽입되지 않았거나, 본
기기에 USB 장치가 접속되지 않았거나, 본 기기에
삽입된 메모리 카드 또는 본 기기에 접속된 USB
장치에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파일/폴더
목록 화면에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참고
콘텐츠 전송중에 본 기기로부터 메모리 카드 또는
USB 장치를 제거하면 중요한 데이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거하기 전에 본 기기의 액세스 램프를
확인하십시오.

*전
 원 공급을 지원하는 장치 목록은 이곳의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pws/c10/kr/

전원 끄기

1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3초 이상).
와이어레스 LAN 표시등
램프 및 배터리 표시등
램프가 꺼집니다.

참고
데이터 전송중에는 본 기기의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도움말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조작 방법에 대해서는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도움말](Help) 로 가 주십시오.
다음의 도움말 가이드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의 조작
방법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rd1.sony.net/help/pws/c10/kr/

상표
••Apple, iPhone, iPad, iPod touch 및 Mac OS
는 미국 및 기타 국가내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Android 및 Google Play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Wi-Fi® 및 Wi-Fi Alliance®은 Wi-Fi Alliance
의 등록 마크입니다.
••WPA™ 및 WPA2™은 Wi-Fi Alliance의
마크입니다.
기타 본 설명서에서 사용되는 제품명, 상표명,
서비스명 등은 각 소유 회사 또는 조직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및 ® 마크는 본 문서내에서 표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