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33-096-12(1)

먼저, 기기 및 리모컨 준비
스피커 연결

배터리 삽입

기기 켜기

스피커를 기기 뒷면의 SPEAKERS L/R(왼쪽/오른쪽)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오른쪽 스피커 코드를 R에 연결하고
왼쪽 스피커 코드를 L에 단단히 연결합니다.

부속된 R03(AAA 사이즈) 배터리 2개를 아래와 같이
극성 방향에 맞게 삽입하되,  쪽을 먼저 끼우십시오.

 전원 코드(부속)를 기기 뒷면에 연결합니다.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기기의 /를 눌러 기기를 켭니다.

멀티 오디오 플레이어 시스템


퀵 스타트 가이드


무선 네트워크로 음악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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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S1

본 퀵 스타트 가이드에서는 SongPal*을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 및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Xperia™/iPhone에서 음악을 듣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Xperia
Xperia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ÔÔ이 면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Android 스마트폰의 경우 이 면의 1에서 4단계를
따라 스마트폰을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iPhone
iPhone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ÔÔ뒷면을 참조하십시오.

Xperia
SongPal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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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ria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
니다.

Xperia에 SongPal을 설치한 다음, 앱을 시작합
니다.

앱 안내에 따라 기기와 Xperia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앱 안내에 따라 Wi-Fi 설정을 구성합니다.

라우터의 SSID 및 암호를 아래 공란에 기록합니다.

Google Play™ Store에서
"SongPal"을 검색합니다.

Xperia를 기기의 N 마크에 터치합니다.
약 1분이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1단계에서 기록한 암호를 입력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Xperia가 반응할 때까지
계속 터치한 상태를 유지
합니다.

SSID:

약 2분이면 연결이 설정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표시 창에서
가 점등됩니다. /를
눌러 기기를 끈 다음
재시작합니다.

암호: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ongPal은 다양한 Sony 오디오 장치를 스마트폰/
iPhone으로 컨트롤하는 앱입니다.

SongPal이 시작되면 앱 안내를 따릅니다.

앱의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Xperia가 NFC 기능을 지원하지 않으면 "Xperia에서
NF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참조하십시오.

5
Xperia에서 NF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음악을 재생합니다.
 Xperia에서
([WALKMAN®]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을 누르고
[SONY:MAP-S1]을
선택한 다음, 재생을
시작합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여 기기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기기 상태가 표시 창에 나타납니다.
표시 창

FUNCTION
MENU
/
ENTER
* 사용하는 Xperia에 [WALKMAN®] 애플리케이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음악 재생 중에 "HOME NETWORK"가 표시 창에
나타납니다.
* Xperia에서 [Throw 설정]의 [무선 옵션 자동 선택]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Xperia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Bluetooth Menu

Pairing

 리모컨에서 FUNCTION을 눌러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Xperia에서 BLUETOOTH
연결을 설정합니다.

 리모컨에서 MENU를 누릅니다.
MENU를 두 번 누르면 작동이 취소됩니다.

 [Open the Bluetooth
setting screen]을
누릅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Bluetooth Menu"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SONY:MAP-S1
(Bluetooth)]를
누릅니다.
약 1분이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Pairing"을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Ok"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표시 창에서 "Pairing"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기기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4단계로 진행합니다.

iPhone
SongPal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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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Phone에 SongPal을 설치한 다음, 앱을
시작합니다.

기기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iPhone에서 BLUETOOTH 연결을 설정합니다.

App Store에서 "SongPal"을
검색합니다.

리모컨을 사용하여 기기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기기 상태가 표시 창에 나타납니다.
표시 창

FUNCTION
MENU

/

SongPal이 시작되면 앱 안내를 따릅니다.

BLUETOOTH

Bluetooth Menu

Pairing

ENTER

 리모컨에서 FUNCTION을 눌러 "BLUETOOTH"를
선택합니다.

 [Settings] 
[Bluetooth]를 누릅니다.

 BLUETOOTH를 켭니다.

 리모컨에서 MENU를 누릅니다.
MENU를 두 번 누르면 작동이 취소됩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Bluetooth Menu"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Pairing"을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Ok"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표시 창에서 "Pairing"이 깜박이기 시작하면 기기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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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hone에서 SongPal을 시작합니다.

음악을 재생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나면 [OK]를
누릅니다.

 [SONY:MAP-S1
(Bluetooth)]를 누릅니다.
약 1분이면 페어링이
완료됩니다.

[Allow]를 누릅니다. 약 2
분이면 연결이 설정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표시 창에서
가 점등됩니다.
/를 눌러 기기를 끈 다음
재시작합니다.

 iPhone에서 SongPal을
닫은 다음, 화면 아래쪽에서
위로 스와이프하여
Control Center를
표시합니다.



[AirPlay]를 누르고
[SONY:MAP-S1]을
선택한 다음, 재생을
시작합니다.

음악 재생 중에 "AirPlay"가
표시 창에 나타납니다.

앱의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ongPal" 정보

무선 LAN 라우터에서 WPS 버튼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연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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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Device Select

홈 화면

네트워크(LAN) 케이블(별도 구입)이 기기에서
분리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기기를 켜십시오.

다음 절차를 실행하여 기기를 WPS 모드로
설정합니다.

WPS 버튼*을 3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사운드를 손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SongPal" 호환 장치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장치의 기능, 음악 서비스 및 스마트폰/
iPhone에 설치된 앱이 표시됩니다.

연결된 장치의 설정

미니 플레이어

다양한 사운드/네트워크 설정이 표시됩니다.
이 메뉴는 아무 화면에서나 오른쪽으로 튕기는
동작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능의 컨트롤러

음악 서비스
다양한 음악 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서 MENU를 누릅니다.
MENU를 두 번 누르면 작동이
취소됩니다.
대기 표시등

MENU

/
ENTER

대기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되고 약 2분 후에 표시
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창에서

홈 네트워크에서 장치 제어
네트워크를 통해 PC 또는 DLNA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Network
Menu"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리모컨의 /를 눌러 "WPS"를
선택한 다음,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표시 창에 "Ok"가 나타나면
리모컨의 ENTER를 누릅니다.
표시 창에서 "WPS"가 깜박입니다.

PC를 사용하여 Wi-Fi로 연결하거나 네트워크를 유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기에 삽입된 CD 또는 USB를 통해 연결된
장치 작동
표시 창에서 "WPS"가 수십 초간 깜박인 다음
"Connect"가 깜박이고, 그런 다음 연결이 완료되면
이 점등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무선 LAN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기기에 삽입된 CD 또는 USB 커넥터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SongPal"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은 연결된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앱의 사양 및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