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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중요 사항 

 

경고 : 화재나 전기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비가오는 곳이나 습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1. 화재 위험이 있는 라디에이터, 전기 스토브 등 뜨거운 전열기구 근처에 두지 마십시요. 

2. 기기의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 

3. 기기를 물이 튀거나 튈 수 있는 주변에 두지 마시고 꽃병이나 액체류를 담고 있는 물체를 기기 위

에 두지 마세요. 

4. 기기 위에 무거운 기기를 두거나 밟지 마세요. 

5. 전원 입력 및 기타 안전 정보 관련해서는 기기 뒷면의 정격레이블을 참고하세요. 

6. 이 기기는 제공된 전원 공급장치만 사용해야 합니다. 

7. 전원코드가 밝히거나 플러그 소켓 및 장치 부분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세요. 

8. 전원코드를 당겨서 분리하지 마시고 항상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콘센트에서 똑바로 빼야 합니다. 

9. 전원선이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우 즉시 교체 바랍니다. 마모된 코드는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10.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비나 습기에 장치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요. 

11. 천둥 번개 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기기 보호를 위해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12. 서비스 작업을 직접 시도하지 마십시오. 기기 캐비닛을 열면 전압 또는 기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

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작업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수행해야 합니다. 

13. 리모컨 배터리는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14. 배터리를 잘못 교체하면 폭발 할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규격으로 교체하십시오. 

15. 안전을 위해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뽑

으세요. 

16. 안전을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피하기 위해, 예를 들어 장치를 장시간 동안 방치 한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휴일 동안 또는 집 밖에서 밤새. 전원을 끄고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

를 뽑으십시오. 

1. 이 지침을 읽으세요 

2. 이 지침을 보관하세요.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모든 지시 사항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스피커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만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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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사용자 설명서 ------------------------------------------------------------------------  1 

중요안전지침 -------------------------------------------------------------------------  2 

목차 -----------------------------------------------------------------------------------  3 

시작하기 ------------------------------------------------------------------------------  4 

기기전면 모습 ------------------------------------------------------------------  5 

장치후면 모습 ------------------------------------------------------------------  6 

     리모콘 보기 ---------------------------------------------------------------------  7 

DAB/DAB+ 모드 ----------------------------------------------------------------------  8 

     스캔 -----------------------------------------------------------------------------  8 

     스캔정보 ------------------------------------------------------------------------  8 

FM 모드 ------------------------------------------------------------------------------  9 

     FM모드 선택 -------------------------------------------------------------------  9 

인터넷라디오 ------------------------------------------------------------------------  10 

블루투스 모드 -----------------------------------------------------------------------  11 

AUX입력 모드 -----------------------------------------------------------------------  11 

CD 모드 -----------------------------------------------------------------------------  13 

     CD 재생 프로그램 ------------------------------------------------------------  13 

     재생 설정  --------------------------------------------------------------------  13 

     CD트레이에서 CD꺼내기  ----------------------------------------------------  13 

스포티파이 연결 --------------------------------------------------------------------  14 

미디어센터 --------------------------------------------------------------------------  15 

일반 작동 ---------------------------------------------------------------------------  16   

     알람 설정 ---------------------------------------------------------------------  16 

     슬립타이머 설정  -------------------------------------------------------------  17 

     날짜 / 시간 설정  ------------------------------------------------------------  17 

     언어 설정  --------------------------------------------------------------------  18 

     이퀄라이저 설정  -------------------------------------------------------------  18 

     기본값으로 재설정  -----------------------------------------------------------  19 

기기 사양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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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상자에서 기기를 조심해서 꺼냅니다. 나중에 재포장을 위해 포장재를 보관합니다. 

 

패키지 내부 구성품 

 기기 본체 

 전원어댑터 

 리모콘 

 사용설명서                                                                                           

 

기기 자리잡기 

진동이 없는 평평하고 안정적인 표면에 기기를 배치 하십시오 

다음 장소를 피하십시오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 

 열원에 가까운 곳 

 습도가 높고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 

 먼지가 많은 곳 

 습기가 많거나 물이 떨어지거나 물이 튀는 곳 

     

    안테나 확장 조정   

안테나를 확장하여 DAB 및 FM 라디오 모드에서 가능한 최상의 수신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

록 조정합니다. 최고의 신호를 위해 무선 또는 안테나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 켜기/끄기  

전원 어댑터 케이블 끝에 있는 플러그를 장치 후면의 DC IN 잭에 연결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원 어댑터를 메인 소켓에 삽입하십시오. 장치를 켜거나 대기하려면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

오. 장치를 완전히 끄려면 전원 어댑터를 메인 소켓에서 분리하십시오. 

 

Volume Control  

VOLUME 노브를 돌려 라디오 볼륨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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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전면 보기 

    

 

 

 

 

8. 입력 모드를 변경합니다. 

9. 기기의 메뉴를 변경합니다. 

10. DAB 및 FM모드에서 채널을 검색 

11. 작업모드에 있을 때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회전 

노브 조정. 대기 및 작업 모드 사이를 전환하려면 노브 

조정 

12. 검색을 위해 회전노브 조절. 메뉴 모드에 있을 때 

회전노브 눌러 확인 

13. 이전트랙 & 왼쪽 / 뒤로 가기 

14. CD모드에서 CD재생 중지 

15. CD꺼내기 

16. 재생 / 일시정지 

17. 다음트랙 & 오른쪽/앞으로 

18. 즐겨듣는 라디오 방송국 선택및저장 

19. TFT디스플레이 3.2인치 

20. 메뉴 들어가기 

21. 알람설정 

22. DAB및FM모드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검색 스캔 

23. 작업모드시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 회전 노브 돌려

서 조절. 대기 및 작업모드로 전화하려면 노브를 누름. 

24. 회전노브 돌려서 검색. 메뉴 모드 있을 때 확인하

려면 회전 노브를 누름. 

25. CD트레이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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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후면 보기 

 

 

 

 

 

 

 

 

 

 

 

 

 

 

1. 텔레스코픽픽 안테나 

2. 전원 스위치 

3. 전원 입력 

4. 3.5mm 라인아웃 출력 

5. 3.5mm AUX 입력 

6. 재생 및 업데이트(서비스센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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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보기 

 

 

 

배터리교체 방법 

1. 엄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배터리 함 덮개를 열고 리모컨 뒷면의 돌출부를 아래로 밉니다. 

2. 배터리 실 내부의 표시 방향을 참조하여 2 개의 AAA 새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참고 : 배터리를 뒤집지 말고 배터리 종류를 혼합하지 말고 기존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배터리를 폐기 할 때는 친환경을 고려하십시오.  

3. 배터리 커버를 덮습니다. 

1. 전원켜기 또는 스텐바이(대기) 전환버튼 

2. CD트레이에서 CD추출 

3. EQ 버튼 

4. 조명 밝기 단계 조절 

5. 슬립기능 활성화 버튼 

6. 프로그램 버튼 

7. 뒤로감기 버튼 

8. 앞으로 감기 버튼 

9. 정지 버튼 

10. 재생/일시정지 버튼 

11. 음소거 켜고 끄기 

12. DAB, FM, BT, Internet radio, Spotify 

connect & AUX 전환 선택 버튼  

네비게이션(검색) 버튼 

13. 위로 

14. 뒤로 

15. 앞으로 

16. 아래로 

17. 선택 

18. 볼륨 내리기 

19. 볼륨 올리기 

20. 숫자 버튼 

21. FAV 

22.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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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B / DAB + 모드 

디지털 DAB 라디오 안테나를 끝까지 뽑으세요.                                         

메뉴를 누름 → 탐색 회전 버튼을 눌러 DAB / DAB +로 전환하고 → 선택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처음 사용할 때는 모든 스테이션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저장합니다.  

방송국 목록 : DAB / DAB + 모드에서 NAVIGATE / SELECT 버튼을 눌러 채널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채널 목록을 입력 할 때 NAVIGATE / SELECT를 원하는 방송국으로 돌리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즐겨 찾는 DAB 방송국 사전 설정                                                      

“saving station icon” 그리고 “saving position number”가 표시된 화면에서 FAV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NAVIGATE / SELECT 버튼을 돌려 원하는 번호를 변경 한 다음 눌러 방송국을 

저장하십시오. 

프리셋 DAB 방송국 불러 오기                                                    

“Fav”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프리셋이 저장됩니다. NAVIGATE 버튼을 돌려 듣고 싶은 방송국을  

선택한 다음“NAVIGATE”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스캔 

이 기능을 사용하면 라디오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방송국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SCAN 

버튼을 누른 다음 현재 방송국 목록을 삭제하려면 선택하고 NAVIGATE / SELECT 버튼을 돌려 

YES 또는 NO를 선택한 다음 눌러 선택합니다. 

  

스테이션 정보 

DAB / DAB + 스테이션은 추가 정보를 방송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스크롤 텍스트, 프로그램 

유형, 앙상블, 날짜, 주파수, 비트 전송률 및 코덱 및 신호 강도를 통해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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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모드 

FM 모드 선택 

MENU 버튼을 누르고 NAVIGATE / SELECT 버튼을 FM 모드를 선택할 때까지 돌립니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 FM 주파수 범위 (87.50MHz)의 시작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또는 

마지막으로 듣고있는 FM 방송국을 재생합니다. 

FM 주파수를 수동으로 변경하려면, 다른 주문 / 시스템 설정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TUNE 노브를 돌려 단계 당 0.05MHz 씩 주파수를 변경하십시오. 

FM 주파수가 표시되는 동안 자동으로 스캔하려면, TUNE 노브를 시계 방향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 다음 SCAN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가 사용 가능한 다음 스테이션에 도달 할 

때까지 앞뒤로 건너 뛰게 됩니다. 

즐겨 찾는 DAB 방송국 사전 설정, “saving station icon” 그리고 “saving position number”가 

표시된 화면에서 Fav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NAVIGATE / SELECT 버튼을 돌려 원하는 번호를 

변경 한 다음 버튼을 눌러서 방송국을 저장하십시오. 

프리셋 DAB 방송국 불러 오기                                                    

“Fav”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프리셋이 저장됩니다. NAVIGATE 버튼을 돌려 듣고 싶은 방송국을 

선택한 다음“NAVIGATE”버튼을 눌러 선택을 확인합니다. 

추가 설정 추가 FM 설정                                                                

구성 메뉴의 FM 설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M 음질을 설정 하려면 : Menu → Configuration → FM 설정을 누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모드 : 모노(stereo) 설정 또는 스테레오(stereo)                                  

임계 값 설정 : 탐색 임계(Threshold) 또는 스테레오 임계(Stereo Threshold)                                       

탐색 임계 값 또는 스테레오 임계 값에 대한 세 가지 하위 옵션 : 강함, 기본, 약함         

(Strong, Default,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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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시작 방법                                                                

메뉴(MENU) → 회전Navigate 버튼을 눌러 인터넷 라디오를 선택하고 → 선택 버튼을 눌러 

인터페이스로 들어간 다음 탐색을 돌려 기본 메뉴를 스크롤하십시오.                       

선택(SELECT)을 누릅니다 (하위 메뉴로 들어가거나 설정을 확인).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를 누르십시오.                                                 

스테이션 연결에 성공하면 스테이션 정보가 표시되고  또는   버튼으로 정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즐겨 찾기                                                                              

즐겨 찾기 사전 설정 방송국 목록. 스테이션과 폴더를 포함하여 250 개의 즐겨 찾기 항목을 

지원합니다. 스테이션 재생 화면에서 장치에서 Fav를 길게 눌러 스테이션을 즐겨 찾기로 

저장합니다. 이전에 저장된 스테이션을 새로운 스테이션으로 교체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방송국이 저장된 경우 다시 저장할 수 없습니다. 저장된 방송국이 메뉴 아래에 표시됩니다.  

Fav를 눌러 저장된 방송국 목록을 입력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된 방송국을 불러 오기 위해 

리모콘의 숫자 키를 입력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방송국 목록에서 해당 방송국으로 

이동하십시오. 청취하려면 기기에서 선택 또는 리모콘에서 확인을 누르십시오. 목록을 따라      

 버튼, 삭제, Shift Up / Down, 이름 바꾸기, 재생 또는 알람으로 사용 (알람 구성에서      

인터넷을 알람 사운드로 선택한 경우)을 사용하여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라디오 방송국 / 음악 방송국                                                           

Global Top 20, Genre, Country / Location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북미, 오세아니아 / 

태평양 및 남미) 및 하이라이트로 분류됩니다. 하위 범주를 계속하려면 입력하고 청취 할 

스테이션을 선택하십시오. 각 방송국에 대해 기기 또는 리모컨에서 확인을 눌러 직접 

재생하십시오.                                                                            

하위 메뉴로 들어가려면 누릅니다. 자동 스캔을 선택하면 하위 범주에서 각 스테이션의 선택 

윤곽이 재생됩니다. 각 방송국은 모두 재생 될 때까지 30 초 동안 재생하거나 "OK"를 눌러 선택 

윤곽 청취를 중지합니다. 재생 스테이션의 디스플레이 정보를 보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로컬 라디오 :                                                                              

스테이션은 장치가 작동하는 국가 / 위치로 분류됩니다. 

슬립 라디오 :                                                                           

슬립 라디오로 Birds, Piano, Rain, Spa, Space 및 Wav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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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                                                                            

최근에 청취 한 10 개의 방송국 목록. 

서비스 : 라디오 방송국 검색-목록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검색하려면 키워드를 입력하십시오. IP 

주소를 추가하여 새 라디오를 추가하면 추가 된 방송국이 내 즐겨 찾기에 저장됩니다. 방송 

이름의 최대 문자는 2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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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투스 모드 

장치를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하여 음악을 듣습니다. MENU를 누르고 탐색(Navigate)  

버튼을 Bluetooth 모드로 돌립니다. → 선택 단추를 눌러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에 'Bluetooth disconnected'가 표시되고 페어링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재생 / 일시 

정지 버튼을 길게 눌러 페어링 모드를 활성화 할 수도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를 

활성화하고 검색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에 “Tangent Elio Stereo”가 나타납니다. 

"Tangent Elio Stereo"를 선택하십시오. 연결에 성공하면 BT 연결 : Bluetooth 장치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트랙이 재생되는 동안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a. 이전 트랙으로 건너뛰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b. 현재 재생 트랙을 일시 정지하거나 재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c. 다음 트랙으로 건너 뛰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현재 Bluetooth 연결을 끊으려면 PLAY / PAUSE 버튼을 3 초 동안 누릅니다. 

참고 : 장치와 Bluetooth 장치 간의 작동 범위는 물체가 없는 약 10 미터입니다. 

 

AUX 모드 

AUX IN을 사용하면 전화, MP3 플레이어 또는 기타 외부 오디오 소스에 빠르고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메뉴 → 회전Navigate 버튼을 눌러 AUX로 전환하고 → 선택(Select)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Aux in 모드에서는 재생 기능을 위해 오디오 장치를 직접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장치에 AUX 케이블을 연결하고 라디오 뒷면의 AUX 입력 포트를 통해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장치에서 오디오 재생을 시작하면 AUX 모드 일 때 라디오에서 재생됩니다. 

장치를 통해 오디오 기능을 제어하십시오. 최적의 볼륨 레벨을 얻으려면 장치 및 Tangent 

Elio Stereo의 출력 볼륨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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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모드 

CD 모드                                                                           

메뉴를 누릅니다 → 회전Navigate 버튼을 눌러 CD로 전환 → 선택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CD 트레이에 CD 삽입 CD를 재생                                                 

오디오 CD를 넣으십시오. 일부 CD는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D 모드 인 경우 CD 

트레이에 오디오 CD 삽입 

CD 프로그램 재생                                                                    

1. 오디오 CD 재생 중에 디스플레이에 트랙 번호와 경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2. 트랙이 재생 중이면 다음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a. 현재 재생 트랙을 일시 정지하거나 재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b. 버튼을 눌러 이전 트랙으로 건너 뜁니다.                                         

c. 다음 트랙으로 건너 뛰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d. 현재 재생 트랙을 빨리 되감으려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e. 현재 재생 트랙을 빨리 감으려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f. 음악을 멈추려면 버튼을 누르십시오.                                              

3. CD STOP 모드에서 디스크가 일반 오디오 CD 인 경우 총 트랙 수와 총 트랙 시간이 

표시됩니다. 

 

재생 설정                                                                          

재생 규칙을 설정하려면, "configuration"을 입력 한 다음 Playback setup을 선택하십시오. 

"Off", "Repeat all", "Repeat one", "Shuffle"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 첫 번째 노래부터 마지막 노래까지 CD를 순서대로 재생합니다.                      

Repeat all (모두 반복) : 루프 재생으로 첫 번째 노래에서 마지막 노래까지 CD를 재생합니다. 

Repeat one (하나 반복) : 루프 재생으로 현재 노래를 재생합니다.                         

Shuffle (셔플) : CD 노래를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CD 트레이에서 CD 꺼내기                                                        

버튼을 누르면 CD가 나옵니다(모든 모드에서 수행 가능). 단 25초 안에 CD를 제거하지 

않으면 CD가 장치에 다시 로드 됩니다. CD 삽입은 CD 모드에서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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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 CD 프로그램 (리모콘 사용). CD가 "Stop"에있을 때 리모콘의 "Program"을 누른 다음 

프로그래밍 상태로 들어가면 P001 001 (CD의 첫 번째 노래)이 표시되고 P001은 첫 번째 

프로그램 위치를 나타내고 001은 노래를 나타냅니다 CD의 위치. 버튼을 눌러 곡을 

선택한 다음 “Program”버튼을 눌러 다음 프로그래밍 P002 008 (CD의 8 번째 곡)으로 갑니다. 

프로그램이 완료된 후 “Play” 버튼을 누르면 이미 프로그램 된 노래가 재생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Stop" 버튼을 눌러 "Program"을 종료하십시오. 프로그램 재생이 활성화되면 

"꺼내기(Eject)" 또는 "중지(Stop)" 버튼을 두 번 누르면 프로그램 재생 모드가 종료됩니다. 

프로그래밍 번호 : CD : 20 곡, MP3 디스크 : 99 곡 

  

Spotify Connect (한국 공식 미지원) 

Spotify Connect 로 큰 소리로 들으십시오.                                             

메뉴 누름 → 회전Navigate 버튼을 돌려 Spotify Connect를 선택하고 → 선택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Spotify Connect 두 장치를 허용하려면 장치 스마트 폰, 컴퓨터 등에서 Spotify 앱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인터넷 라디오와 장치를 동일한 WiFi 연결에 연결하십시오. 구성 설정>네트워크에서 

라디오가 연결된 WiFi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장치 또는 컴퓨터의 Spotify 앱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재생하십시오. 휴대 전화에서 앱을 사용중인 경우 화면 왼쪽 하단에서 노래 이미지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Connect to device'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지 하단의 제어판에서 'Devices available'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연결된 장치로 Tangent Elio 

Stereo를 선택하십시오. 연결되면 볼륨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노래 또는 재생 목록이 

라디오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용자가 장치에 연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Spotify 소프트웨어는 www.spotify.com/connect/third-party-licenses에있는 타사 라이센스의 

적용을 받습니다. 

 

 

 

 

 

file:///C:/Users/gregb.GREG270/Documents/www.spotify.com/connect/third-party-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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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센터 

USB                                                                                  

USB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면 USB 입력은 파일 형식 (WMA / MP3 / AAC / AAC + / FLAC / 

WAV)과 호환됩니다.                                                                   

재생을 시작하려면 음악 파일과 함께 USB 스틱을 삽입하십시오.                             

메뉴 누름 → 회전Navigate 버튼을 돌려서 미디어 센터를 선택하고 → 선택을 눌러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 Navigate 버튼을 돌려서 UNPN 선택 → 선택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재생 설정에 대해서는 USB3.0 이하 버전과 호환되는 구성의 재생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UPNP                                                                            

컴퓨터에서 미디어 파일을 재생합니다.                                                    

메뉴 누름 → 회전Navigate 버튼을 돌려서 미디어 센터를 선택하고 → 선택 버튼을 눌러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 Navigate 버튼을 돌려서 UPNP 선택 → 탐색 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참고 : UPNP 작업에 필요한 Windows Media Player 11 (또는 최신 버전) 또는 Twonky Media를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에서는 재생 목록에서 미디어를 공유해야 

합니다.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합니다. 미디어는 재생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컴퓨터가 다른 컴퓨터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Windows Media Player"에서 설정할수 있음) 

       

내재생목록                                                                            

메뉴누름 → 회전Navigate 버튼을 돌려서 미디어 센터를 선택하고 → 선택 버튼을 눌러 

인터페이스로 이동합니다. → 회전하여 내 재생 목록 선택 탐색 버튼 → 선택 버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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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합니다. 참고 : UPNP 모델에서는 재생시 선택 버튼을 길게 눌러 선택한 파일을 재생목록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내 재생 목록 지우기                                                                     

메뉴 누름 → 회전Navigate 버튼을 눌러 Media Center를 선택하고 → 선택 단추를 눌러 

인터페이스로 이동하십시오. → 회전하여 내 재생 목록 지우기를 선택하십시오. → 선택 단추로 

입력하십시오. 참고 : 전원을 끄면 "내 재생 목록"파일이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MY MEDIA U                                                                           

기능 : 개인 재생 목록별로 인터넷 라디오 프로그램을 빠르게 재생합니다.                   

단계 : 대기(Standby) → MY MEDIA U → 선택(Select)을 눌러 확인                                         

참고 : 처음으로 http://www.mediayou.net에 등록하고 사용하기 전에 관련 데이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표시됩니다. 인터넷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참고 : 이 옵션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구성의 내 미디어 U 관리에서 

사용을 선택한 다음 Media Center에서 MY MEDIA U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운영  

알람 설정                                                                              

본기기에는 듀얼알람 및 NAP알람이 포함됩니다. 알람을 설정하고 처음에 설정된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장치의 ALARM 버튼을 눌러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NAVIGATE 노브를 돌려 'Alarm 1', 'Alarm 

2' 또는 'NAP Alarm'을 선택한 다음 SELECT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1. TUNE 노브를 돌려 옵션을 선택한 다음 ENT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2. 알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3. 알람을 일시적으로 끄려면, 장치의 대기 버튼을 제외한 아무 버튼이나 눌러 스누즈 시간을 

알람 설정 : 알람 켜고 끄기 

반복 설정 : 매일, 한 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 설정 : 원하는 시간을 설정 

소스 설정 : 비프, 멜로디, 인터넷라디오, FM, DAB 또는 USB 

볼륨 설정 : 볼륨은 별도의 볼륨 메뉴에 설정 

http://www.mediayo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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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합니다. 설정된 스누즈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4. 알람을 끄려면, 알람이 울릴 때 Standby 버튼을 누릅니다.                               

5. 알람을 취소하려면, 1 단계를 참조하십시오.                                              

6. NAP알람은 5분으로 설정 됩니다. 

 

슬립 타이머 설정 

슬립 타이머를 설정하여 기기의 전원을 자동으로 끕니다.                              

메뉴 누름 → 구성 → 절전 타이머 → 확인을 눌러 확인 하십시오.                       

시간 범위는 끄기, 15,30,60,90,120,150,180 분입니다. 

  

날짜 / 시간 설정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TUNE 노브를 돌려 Date & Time을 선택하고 SELECT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TUNE 노브를 돌려 옵션을 선택한 다음 ENT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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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및 시간 설정                                                                    

수동 설정 : 날짜 및 시간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감지 : (UTC + 00 : 00) 00:00은 서버와 로컬 시간의 시차입니다. 

   시간 형식 설정                                                                        

24 시간 형식은 기본적으로 12 시간 24 시간입니다. 

날짜 형식 설정                                                                       

DD / MM / YYYY (기본형식)                                                                        

YYYY / MM / DD                                                                                

DD / MM / YYYY                                                                                           

MM / DD / YYYY 

  

언어 설정 

메뉴(Menu)→  Configuration  →  Language →  Select 을 눌러 들어갑니다. Tangent Elio는 

17 개 언어를 지원합니다 : English, Deutsch, Espanol, Francais（France), Portuges, Nederlands, 

Italiano, Pyccknn, Svenska, Norske, Dansk, Magyar, Cesky, Slovensky, Polski, Turkce, Suomi 

  

이퀄라이저 설정 

이 기능을 사용하면 사운드 이퀄라이제이션 프로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이퀄라이제이션 

설정은 선택시 라디오의 사운드 톤을 변경합니다.                                          

Menu를 누름 → Configuration → Equaliser → Select 을 눌러 들어갑니다. TUNE 노브를 돌려 

Normal, Flat, Jazz, Rock, Soundtracks, Classical, POP, News, my EQ를 선택한 다음 ENTER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1. My EQ를 설정하려면 My EQ를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눌러 액세스하십시오. Navigate 

노브를 돌려 고음(Treble), 저음 및 음량(Bass and Loudness을) 선택하고 다음 및 이전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을 조정 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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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값으로 재설정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면 모든 사용자 설정이 기본값으로 재설정되므로 시간 / 날짜 및 사전 

설정이 손실됩니다. 

1. MENU 버튼을 누른 다음 구성 노브에서 Navigate 노브를 돌려 기본값으로 재설정(Reset 

to default)을 선택하고 ENTER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2. TUNE 노브를 돌려 YES 또는 NO를 선택한 다음 Select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3. YES를 선택하면 기기가 재설정되고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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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또는 지침에 있는 이 기호는 전기 및 전자 장

비의 수명이 다했을 때 가정용 쓰레기와별도로 폐기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에는 재활용을위한 별도의 

수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품을 구

입 한 지역 당국이나 소매점에 문의하십시오. 

Tangent는 사전 통지없이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