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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 위치 주의 사항 (아래 그림 참조하세요) !!! 

 

1. 상자 내용물 

* 제품 사용 전에 아래 내용물을 확인 하십시요.  

내용물 : 제품 본체 (뮤직 센터) / 리모콘 / 제품 설명서 / 전원 플러그 / 안테나 케이블 

 

 

2. 제품 연결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할 때, 왼쪽 스피커는 L 단자 쪽으로 오른쪽 스피커는 R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스피커를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단 바나나 플러그를 이용한 연결 

방법은 별도로 케이블을 제작 해야 합니다.  

◆ 케이블 피복을 벗기는 방법 : 케이블 스트립을 10mm정도 벗겨내어 꼬아준 후에 아래 

그램과 같이 단자를 풀러 케이블을 끼워서 다시 단자를 조여 줍니다.  

 

 

 

 

 2.1 스피커 

제품 특징 



◆ 바나나 플러그 단자를 이용하는 방법 : 단자 보호캡을 분리하고 바나나 플러그를 삽입  

합니다. 

 

 

◆ 스피커 연결 - 제품 이해도(기기 뒷면 이미지, 엘립손 플래닛 스피커 연결시) 

 

 

 

서브우퍼 연결(앰프 내장형 저음 보강 스피커) : 서브우퍼를 연결하기 위해 RCA 플러그를 이용

해 기기의 서브아웃 단자에 연결합니다. 

 

 2.2 서브우퍼 



 

RCA 아날로그 아웃 단자가 있는 기기들을 연결 하여 다양한 소스 기기들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단자가 있는 기기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Aux 1 그리고 Aux 2 

 2.4 옵티컬(광) 



 

기기 옆 뒷면의 headphone output 소켓에 MP3 플레이어를 연결해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습

니다(별도로 미니잭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USB 드라이브(음원이 있는)를 MC(뮤직센터) 본체에 연결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제대로 수신하기 위해서 박스안에 포함된 안테나 케이블을 Radio Antenna 

플러그에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뮤직센터는 무선 블루투스 입력 기능이 있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PC/MAC)등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들과 연결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뮤직센터는 블루투스 apt-X 

기능을 지원하여 무선으로 연결시에도 최고수준의 오디오 음질을 선사해 줍니다. 

 

 2.5 MP3 

 2.6 USB 

 

 2.7 FM Tuner 

2.8 Bluetooth 무선 입력 



 

기기 뒷면의 헤드폰 플러그에 헤드폰을 연결해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뮤직센터는 최상급의 앰프가 이미 내장되어 있지만 Pre out 을 갖추고 있어 다른 앰프를 연결

해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예로, 더욱 강력한 출력을 갖춘 앰프를 연결해서 좀 더 풍성한 음악

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9 헤드폰 연결 

 2.10 외부 앰프 연결 



3. 기기 개요 

 

뮤직센터(MC)는 CDP 슬롯이 있습니다. ①번 CD플레이서 정면에 있는 슬롯에 주의해서 CD를 

삽입합니다. CD는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CD④ : CD셀렉션 버튼을 선택합니다.  

오른쪽/왼쪽 조이스틱⑥ : 앞 / 뒤 빨리 감기 

추출⑨ : CD 추출 

이전 / 다음곡 선곡 버튼 ⑦ : 이전 또는 다음 트랙 이동 

재생 / 일시정지 ⑥ : 재생 / 일시 정지 

숫자 트랙 ① : 직접 선곡(번호를 눌러서) 

Display ⑭ : 현재 곡 재생 시간 / 현재 곡 남은 시간 / CD 재생 시간 / CD 남은 시간 

Repeat ⑪ : 노래 / CD 

Random ⑫ : 무작위 임의 재생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무선으로 뮤직센터와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법 :  

* 뮤직센터, <<wireless>>입력으로 이동합니다. 입력④ 

*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 스마트폰, <<Elipson MC BT>>를 선택합니다. 

* 뮤직센터 볼륨은 -20dB에서 시작되도록 셋팅되어 있습니다. 

* 스마트 폰에서 음악을 재생하고 감상하면 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뮤직센터 화면에 스마트폰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MC 리모콘으로 스마트폰의 음악을 재생 / 정지 / 이전곡 선곡 / 다음곡 선곡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aptX : 스마트 폰에서 aptX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일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오디오 

음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의 : 무선 블루투스의 연결을 최대화 하기 위해서는 MC를 메탈 재질의 가구에 넣거나 

바닥에 올려 놓지 않습니다. 금속 소재가 무선 수신에 방해가 되어 순간 순간 음이 끊길 수 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장애물이 없는 환경에서 10미터 이내에 신호 손실이나 끊김 없이 

재생이 됩니다. 

 

 

 

왼쪽 / 오른쪽 방향 트랙 버튼 ⑥ : 주파수가 0.05Mhz씩 변경 됩니다. 

위 / 아래 방향 버튼 ⑥ : 다음 재생 가능한 라디오 방송지역으로 이동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셋팅 (최대 25개 방송 저장): 

 라디오 방송 주파수 선택 합니다. 

 <<Memory>>버튼을 누릅니다 ⑬ 

 원하는 숫자 트랙 버튼①을 누릅니다.  

 <<Enter>>버튼을 눌러 확정 합니다. ⑥ 

 

다음 트랙 / 이전 트랙 ⑦ : 버튼을 눌러 저장된 라디오 방송으로 이동합니다.  

Display⑭ : RDS(radio data system)정보 표시, 가능한 곳에 한함 

 

 

볼륨 조절만 가능합니다. 

 

 

USB 드라이브(음원이 있는)를 측면 소켓에 삽입하면 MC는 자동으로 USB내부의 음원들을 

스캔해서 트랙번호를 화면에 표시해 줍니다. 트랙 변경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곡을 선곡해서 

청음 하면 됩니다. 음원 파일은 MP3 파일 및 WMA 음원만 재생 가능합니다. 

 

 



 

볼륨 조절만 가능합니다. 

 

 

볼륨 조절만 가능합니다. 

 

 

MC 메뉴는 특정 기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방향 트랙을 이용해서 원하는 설정을 찾은 후 

중앙에 있는  <<Enter>> ⑥을 눌러 확정하고 조절 합니다.  

 

 

Treble, Bass, Balance를 조절해서 원하는 음질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 기기는 Sub-out출력으로 서브우퍼와 연결하여 재생저역주파수대역을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브우퍼와 스피커와의 보다 나은 음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재생저역주파수대역 조절은 50Hz 부터 200Hz까지 5Hz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No filter : Sub-out출력의 모든 주파수 대역의 음이 재생되어 나옵니다. 

Filter : 재생저역주파수대역의 주파수을 조절하여 재생되어 나옵니다. 

 

 

두 개의 Aux 입력을 원하는 이름으로 수정해서 쉽게 사용자 편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C 화면은 발광 강도는 <<레벨 1-2-3-AUTO >>의 4개 단계로 조절 할 수 있습니다. 

 

MC 기기를 공장 초기화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설정은 초기화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