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nect (블루투스, DLNA 및 UPnP 장치) 연결방법

블루투스 버튼

와이파이 버튼

블루투스 표시등

와이파이 표시등

- 블루투스 조작방법 :
Connect 뒤쪽에 있는 Bluebooth setup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전면 왼쪽에 있는 블루투스 표시등이
깜빡이면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블루투스 검색창에서 ‘Dynaudio Connect’ 라는 장치를 선택하면 연결이 완료되며 Connect 전면 왼쪽
에 깜빡이던 블루투스 표시등이 항상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리모콘으로 Connect와 연동할 스피커를 향해서 현재 Connect에 설정 되어있는 채널(A or B or C)을
선택하고, 소스를 4번(USB)으로 선택하면 소리가 재생됩니다.

- Wi-fi 조작방법 :

1. Connect 뒤쪽에 있는 Wi-fi 스위치를 3초 정도 누르면 전면에 있는 와이파이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
거립니다. (만약 Wi-fi 버튼을 짧게 한번만 누르면 전면에 있는 와이파이 표시등이 꺼지고 연결이 해
제됨)

2. 이때 휴대폰 또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Wi-fi 검색에서 Dynaudio Connect I A 를 선택하세요.
(Connect 채널이 A로 선택되어 있을 경우임. 채널이 B로 선택되어 있으면 Dynaudio Connect I B
라고 검색됩니다. 현재는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선택완료

연결선택

3. 인터넷 주소창에 192.168.1.1 을 입력한 후 엔터키를 쳐서 Connect 설정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4. 사이트에서 Wireless LAN Settings 값을 설정해야 최종 연결이 완료됩니다.

클릭

공유기검색

패스워드 입력

클릭
Wireless LAN Settings 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Device name:이름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변경이 필요 없다면 Connect I A (A채널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나타나는 기본명칭) 옆에 있는 Apply를 누르세요.
② Service Set ID : 공유기를 검색한 후 리스트에서 현재 사용중인 공유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래칸에 해당 공유기의 Password를 입력하고 Apply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셋팅이
진행된 후 완료가 됩니다.

5. 위 과정을 전부 마친 후에 다시 휴대폰이나 아이패드의 WiFi 검색창에 들어가보면 연결된 WiFi 장
치가 처음에 연결했던 Dynaudio Connect I A 가 아닌, 사용중인 공유기에 연결된 상태로 바뀌어
표시되며 이때 Connect 전면 오른쪽에 있는 깜빡이던 흰색 WiFi 표시등은 WiFi가 연결되어 상태
를 의미하는 항상 켜져 있는 상태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는 Connect가 공유기와 연결이 되어있
다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때는 공유기와 연결된 UPnp 및 DLNA를 지원하는 모든 장치와 Connect
가 호환이 됩니다.

6. 삼성,LG 등 안드로이드용 어플은 ‘AllConnect’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IOS 어플은 SongBook HD /유료 이나 DK Player / 무료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을 사용할 때
1. 우선, Windows 제어판 → 네트워크 및 인터넷 → 네트워크 및 공유센터 → 고급 공유설정 →
공유폴더 공유 켜기 클릭, 미디어 스트리밍 켜기 클릭을 해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세요.
2. UPNP, DLNA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foobar2000을 예를 들면,
PC에서 foobar2000 을 다운로드을 받아 컴퓨터에 설치합니다.
그리고나서 UPnP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http://www.foobar2000.org/components/view/foo_upnp에 들어가서 foobar2000 UPnP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 받아서 추가로 설치해 주세요. (해당 페이지 하단에서 Downroad를 클릭하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한 후 저장된 장소로 가서 파일(foo_upnp)을 선택해서 더블클릭 → 예 → OK →
확인을 누르면 UPnP용 프로그램이 추가로 설치가 완료됩니다.
3. foobar2000 으로 Connect 사용 방법
foobar2000 실행 → 상단 메뉴에서 View 클릭 → UPnP Controller 클릭 → Select a device 클릭
→ Dynaudio connect 선택 → 곡을 붙여 넣고 Play

4. PC에 있는 foobar2000에서 재생되는 음악이 무선으로 Connect를 거쳐 Dynaudio 스피커로 전
달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