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다음은 본 스피커의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용 설명서에서 참조되는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자세히 설명됩니다.

"Sony | Music Center" 설치

"Sony | Music Center"는 스마트폰 또는 iPhone을 사용하여 "Sony | Music Center"와 호환되는 Sony
오디오 장치를 제어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연결

Wi-Fi 네트워크에 스피커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재생(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음악을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재생(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Wi-Fi를 통해 집안 어디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PC나 스마
트폰에 저장된 즐겨 듣는 음악이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음악을 다른 방에서 고음질로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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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각 부분과 조작 버튼

전원/충전

배터리 충전

전원 켜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Sony | Music Center" 사용

"Sony | Music Center"에 대하여

"Sony | Music Center" 설치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PC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함

"Windows Media Player" 사용(Windows 7 이상)

다른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 사용

Android가 설치된 Xperia 같은 스마트폰 또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함

"Sony | Music Center" 사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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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함

"Sony | Music Center" 사용

iPhone/iPod touch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함

"Sony | Music Center" 사용

WALKMAN®에서 음악 듣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인터넷 음악 서비스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PC)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 안 함(스마트폰)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Wi-Fi 네트워크 사용함

"Sony | Music Center" 사용(Chromecast built-in)

연결

Wi-Fi 네트워크 연결

Wi-Fi 네트워크 연결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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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무선으로 연결된 PC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Wi-Fi 네트워크/BLUETOOTH 기능을 끄는 방법

무선 서라운드/무선 스테레오 연결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BLUETOOTH 연결(페어링)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10)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8.1)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7)

BLUETOOTH 연결(NFC)

원터치(NFC)로 NFC 호환 장치와 연결

BLUETOOTH 연결(페어링된 장치 사용)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10)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8.1)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7)

스피커 추가 기능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더블 모드 및 스테레오 모드 사이를 전환(스피커 추가 기능)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USB 장치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 연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연결

AUDIO IN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 연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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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8.1)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7)

USB

PC 연결/전용 드라이버 설치

음악 듣기

네트워크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듣기(Spotify)

BLUETOOTH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코덱)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USB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에서 음악 듣기

PC에서 음악 듣기

AUDIO IN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

전화 걸고 받기

전화 받기

전화 걸기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통화용 버튼 기능

음성 지원 기능 사용

음성 지원 기능 사용(Google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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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지원 기능 사용(Siri)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 듣기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PC에 "Hi-Res Audio Player" 설치

네트워크를 통해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 듣기

정보

주요 제원

표시등에 대하여

호환 장치 및 운영 체제

호환 iPhone/iPod touch 모델

호환 WALKMAN® 모델

호환 운영 체제(Windows)

호환 운영 체제(Mac)

호환 DLNA 장치

호환 BLUETOOTH 장치

호환 USB 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Wi-Fi 신호 강도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 확인

사용 시 주의 사항

주의사항

BLUETOOTH 무선 기술이란?

LDAC란?

음성 안내에 대하여

상표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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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의 사항

지원 웹사이트

고객 지원 웹사이트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원/충전

스피커를 켜거나 내장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의 버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갑자기 꺼집니다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CHARGE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사운드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한쪽 스피커에서만 사운드가 들립니다/사운드 레벨이 낮습니다

사운드가 왜곡됩니다/스피커 출력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소음이 들립니다

사용 중에 볼륨이 작아집니다

네트워크 연결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네트워크의 다른 장비가 스피커를 찾거나 인식할 수 없음)

Wi-Fi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Wi-Fi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올바른 SSID를 선택한 경우).

UPDATE/WPS 버튼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PC 음악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장치 목록에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Sony | Music Center"의 장치 선택 화면에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음악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러가 스피커를 찾을 수 없습니다(컨트롤러가 스피커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없음).

음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홈 네트워크)

사운드가 끊깁니다

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BLUETOOTH

스마트폰, iPhone 등을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원터치(NFC)로 스피커를 BLUETOOTH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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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BLUETOOTH)

사운드가 왜곡됩니다/스피커 출력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소음이 들립니다

USB 장치

지원되지 않는 USB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USB)

잡음이 나거나 사운드가 튀거나 왜곡됩니다

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생이 첫 번째 트랙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재설정

스피커 재설정

스피커 초기화

폐기 및 운반

본 스피커의 폐기 또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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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각 부분과 조작 버튼

상단 및 하단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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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버튼(표시등 제공)
스피커를 재설정하려면 8초간 길게 누릅니다.

1.

CHARGE 표시등2.
–/+(볼륨) 버튼
최대 또는 최소 볼륨에 도달한 경우 (전원) 표시등이 세 번 깜박입니다.
+(볼륨) 버튼에는 돌기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조작할 때에는 돌기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3.

EXTRA BASS 버튼(표시등 제공)/  PAIRING 버튼

사운드 효과를 설정합니다. 구입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스피커를 켠 상태에서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BLUETOOTH 페어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4.

(재생) 버튼/  (통화) 버튼

재생/일시 정지/건너뛰기/돌아가기를 조작합니다.
눌러서 전화를 받습니다.
돌기가 있습니다. 스피커를 조작할 때에는 돌기를 기준으로 사용하십시오.

5.

AUDIO IN 표시등6.
USB 표시등7.
BLUETOOTH 표시등8.
NETWORK 표시등9.
LINK 표시등10.
N-Mark
NFC(FeliCa) 호환 장치로 이 마크에 터치합니다.

11.

스피커 그릴12.
(바닥) 그릴 분리 레버
전면 스피커 그릴을 제거합니다.

13.

FUNCTION 버튼
누르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스피커 모드가 바뀝니다:

14.

마이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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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표시등에 대하여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핸즈프리 통화용으로 내장.

AUDIO IN 잭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사용하여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의 헤드폰 잭
에 연결합니다.

16.

USB 포트
PC 또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호환 WALKMAN ® 또는 Xperia에 연결합니다.

17.

DC IN 5V 잭18.
 (오른쪽)/ (왼쪽) 표시등

스피커 추가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1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1이 사용되는 경우 점등됩니다.
19.

STEREO PAIR 버튼
스피커 2개로 스피커 추가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1을 사용합니다.

20.

SET UP 버튼
다른 오디오 장치와 스피커를 결합하여 스피커 2개로 스테레오 모드 기능을 사용하거나 서라운드 기능*1을 사용합니
다.

21.

UPDATE 버튼(표시등 제공)/WPS 버튼

스피커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태를 나타냅니다. 표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2초간 누른 후 스피커에서 비프음이
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무선 라우터에 Wi-Fi Protected Setup™ (WPS) 버튼이 있는 경우 이 버튼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2.
무선 라우터에 AOSS 버튼이 있는 경우 Wi-Fi Protected Setup™ (WPS)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
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2.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sony.net/nasite

*1

UPDATE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는 사용할 수 없음*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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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배터리 충전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내장된 리튬 이온 배터리(충전식)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작동
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처음으로 켜기 전에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 수명

BLUETOOTH(SBC)로 연결하는 경우: 약 12시간(일반 재생 시)*2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경우: 약 8시간(일반 재생 시)*3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CHARGE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이면 내장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하여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합니다.

힌트

부속된 USB AC 어댑터 및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연결합니다.1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DC IN 5V 잭에 연결합니다.2

USB AC 어댑터를 AC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 및 마이크로 USB 케이블 이외의 다른 것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USB AC 어댑터를 통해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면 충전이 시작되고 CHARG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
다. 약 5시간*1 후에 충전이 완료되고 표시등이 꺼집니다.

3

스피커를 끈 경우 방전된 배터리를 만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1

지정된 음악 소스를 사용하고,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최대로 설정하고, 스피커의 볼륨 레벨을 43으로 설정한 경우. 
스피커의 볼륨 레벨을 최대로 설정했을 때의 배터리 수명은 약 4시간입니다.

*2

지정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장치가 최대 볼륨으로 설정되고 스피커의 볼륨 레벨은 43으로 설정됩니다. 스피커의 볼륨 레벨을 최대로
설정했을 때의 배터리 수명은 약 4시간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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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스피커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단, 충전 시간이 길어지므로 충전 중에는 스피
커를 끄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잔량에 대한 음성 안내는 전용 앱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USB AC 어댑터를 연결/분리하여 AC 콘센트와 배터리 간에 전원을 전환하면 잠시 동안 사운드 출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중에 스피커
를 사용하는 경우 볼륨을 줄이십시오. 또는, 스피커를 끄고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고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끄고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CHARGE 표시등이 깜박임) 스피커의 최대 출력 레벨이 줄어듭니다.

극도의 고온 또는 저온에서는 안전을 위해 배터리 충전이 중단됩니다. 장시간 충전을 계속하면 충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온도 범위(5 °C ~ 35 °C)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장기간 스피커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성능을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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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전원 켜기

힌트

스피커가 켜지면 LINK 표시등도 깜박이기 시작하거나 점등될 수 있습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에서 스피커를 켜면 BLUETOOTH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치가 작동되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진
다음, BLUETOOTH 또는 네트워크 연결이 시작됩니다(USB AC 어댑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배터리 잔량(BATT Level)에 대한 음성 안내는 "Sony | Music Center"의 메뉴에서 [Setting] - [Power Option] - [BATT Level] - [Off]를
선택하여 끌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CHARGE 표시등이 깜박이면 내장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것이므로 충전이 필요합니다.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
하여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합니다.

관련 항목
표시등에 대하여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음성 안내에 대하여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스피커가 켜지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 잔량에 따라 스피커에서 다음과 같이 음성 안내가 출력됩니다.
"Battery fully charged"(배터리 만충전)
"Battery about 80%"(배터리 약 80%)
"Battery about 60%"(배터리 약 60%)
"Battery about 40%"(배터리 약 40%)
"Battery about 20%"(배터리 약 20%)
"Battery level low, please charge"(배터리 잔량 부족, 충전하십시오.)
"Battery level low"(배터리 잔량 부족)(스피커 충전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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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활성화된 경우 BLUETOOTH 장치 또는 네트워크 장치를 작동하면 스피커가 켜집니
다. 시동 시간이 짧아지고 스피커가 정상 시동보다 빨리 작동됩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는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부속)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경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끄려면
스피커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FUNCTION 버튼 및 SET UP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꺼집니다.

힌트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진 경우 스피커가 꺼지면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전용 앱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켜짐 또는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스피커를 연결하고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 및 SET UP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스피커가 꺼지고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트워크 장치 또는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여 스피커에 연결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고 연결이 시작됩니
다.

2

15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다음 상태가 15분간 지속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구입 당시에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가 켜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BLUETOOTH 모드
스피커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HFP/HSP를 사용하여 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스마트폰/iPhone)에서 스피커 연결/연결 해제를 조작하지 않은 경
우. 
HFP/HSP의 유형이 BLUETOOTH 프로파일인 경우. 
HSP(Headset Profile): 전화기에서 통화 및 조작이 가능한 경우. 
HFP(Hands-free Profile): 전화기에서 핸즈프리 통화 및 조작이 가능한 경우.
음악(오디오)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

NETWORK/USB/AUDIO IN 모드
스피커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음악(오디오)을 재생하지 않은 경우.

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자동 전원 꺼짐(자동 대기) 모드를 끌 수 있습니다.

AUDIO IN 모드 중에 연결 장치에 따라 자동 전원 꺼짐(자동 대기) 모드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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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에 대하여

"Sony | Music Center"는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Sony | Music Center"와 호환되는 Sony 오디오 장치를 제어하는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Sony | Music Ce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스마트폰 등에 저장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비롯한 음악 파일 재생.
홈 네트워크에서 장치(PC, 서버 등)에 저장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비롯한 음악 파일 재생.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용(Chromecast built-in)
음질 설정 및 이퀄라이저 조절
스피커에 내장된 충전식 배터리의 배터리 잔량 확인
전원 옵션 설정(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배터리 잔량에 대한 음성 안내)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설정
BLUETOOTH 모드 및 AUDIO IN 모드 변경
BLUETOOTH 코덱(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
다른 장치와 그룹 형성(스피커 추가 기능/무선 멀티룸 기능/무선 스테레오 기능/무선 서라운드 기능)

기타 다양함.

참고 사항
"Sony | Music Center"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연결된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사양 및 디자인은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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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 설치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스마트폰 등에 "Sony | Music Center"를 설치합니다.

참고 사항
최신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십시오. 스피커 또는 스마트폰 등을 연결할 수 없거나 사운드가 스피커에서 출력되지 않으면
"Sony | Music Center"를 설치 제거하고 BLUETOOTH 연결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Google Play 또는 App Store를
참조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Sony | Music Center"를 다운로드하고 스마트폰 등에 설치합니다.1

설치 완료 후 "Sony | Music Center"를 시작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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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

사운드 설정, 전원 옵션 설정, BLUETOOTH 코덱 설정, Chromecast built-in 설정 등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 목록입니다.

사운드 설정

항목 설명

ClearAudio+ ClearAudio+를 즐길 수 있습니다(Sony 권장 사운드 품질). ClearAudio+는 구입 당시 기본값으로 설정됩
니다.

Equalizer 음악 장르에 따라 사운드 품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9



전원 옵션 설정

기타 설정

항목 설명

DSEE HX
이 기능을 사용하여 압축된 오디오 파일의 음질(하이 레졸루션에 해당)을 개선하고* 압축 과정에서 소실
된 고음역 사운드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Auto]는 구입 당시에 기본값으로 설정되며, 압축된 오디오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를 원음 상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192 kHz/24비트 수준까지 향상됩니다.*

항목 설명

Auto Standby 15분 이상 스피커를 조작하지 않으면 스피커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자동 전원 꺼짐).

BATT Level
(Voice)

스피커가 켜진 경우 배터리 잔량(BATT level)을 알려주는 음성 안내를 켜짐 또는 꺼짐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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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mecast built-in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항목 설명

Bluetooth
Codec

Auto: 음질을 우선하는 설정. AAC, LDAC 및 SBC 중에서 가장 적합한 코덱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SBC: 안정적인 연결을 우선하는 설정.

항목 설명

Learn how to Cast Chromecast built-in 설정 방법을 설명하는 페이지의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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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피커와 스마트폰/iPhone 간에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Wi-Fi 설정을 구성합니다. BLUETOOTH 통신을 통해 스마트폰/iPhone에서 스피
커로 "Sony | Music Center"의 Wi-Fi 네트워크 설정을 보냅니다.
스피커를 켜고 15분 이내에 단계를 완료합니다. 15분 이상 스피커를 조작하지 않으면 자동 전원 꺼짐(자동 대기) 모드
에 의해 스피커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참고 사항
아래 절차에 따라 Wi-Fi 네트워크 설정을 수행하는 경우 설정이 완료될 때까지 Wi-Fi 네트워크의 설정 정보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설정이 완료된 후에 무선 LAN 보안을 설정하면 Wi-Fi 네트워크의 설정 정보가 다시 보호됩니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가능한 한 가깝게 배치합니다.1

스마트폰을 무선 라우터에 연결합니다.1.
참고할 수 있도록 무선 라우터의 SSID 및 암호를 적어 놓습니다. 
일부 무선 라우터에는 SSID가 여러 개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연결되는 SSID를 적어 놓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BLUETOOTH를 연결합니다.

NFC 호환 스마트폰의 경우
스마트폰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NFC 기능을 켜고, 원터치(NFC)로 스피커와 스마트폰 사이에 BLUETOOTH 연결
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응답할 때까지 스마트폰을 스피커의 N-Mark( )에 터치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NFC와 호환되지 않는 스마트폰의 경우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iPhone/iPod의 경우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Share Wi-Fi Settings?]가 표시되면 [Allow]를 누릅니다.

2

"Sony | Music Center"의 화면 지침에 따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BLUETOOTH 연결이 완료되면 "Sony | Music Center"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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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인터넷 계약에 따라 앱을 다운로드하려면 통신 요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입 후 또는 스피커를 초기화한 후에 처음 스피커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자동으로 켜
집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피커의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Wi-Fi 연결이 완료되면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환경에 따라 LINK 표시등이 점등되려면 1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연결이 완료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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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Sony | Music Center" 홈 화면에서의 조작

스피커에 의해 지원되는 기능이 나열되어 있으며, 조작/구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기능의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ony | Music Center"의 도움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Wi-Fi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홈 네트워크의 PC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합니다. "Sony | Music Center"를 DLNA 컨트롤러로 사용
하여 재생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항목 설명

My
Library

스마트폰/iPhone 등에 저장된 음악 파일(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포함)을 재생합니다.

USB
DAC

USB 장치(PC, WALKMAN ®, Xperia 등)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스피커 USB 포트를 통해 연결
하고 연결된 USB 장치에서 재생을 조작합니다.

Home
Network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를 참조하십시오.

Settings 사운드 설정, 전원 옵션 설정, BLUETOOTH 코덱 설정, Chromecast built-in 설정 등을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
다.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PC를 DLNA 서버로 미리 설정합니다.

설정 방법은 아래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

스마트폰으로 "Sony | Music Center"의 홈 화면에서 [Home Network]를 선택하고 서버 목록에서 설정한 DLNA 서
버를 선택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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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Sony | Music Center"를 DLNA 컨트롤러로 사용하면 연결된 장치에서 볼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또는 스피커에서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듣기
인터넷 음악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romecast built-in을 사용하려면 [Setting] – [Chromecast built-in] – [Learn how to Cast]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사용 방
법 및 Chromecast built-in과 호환되는 응용 프로그램 설치 방법을 확인하십시오. "Sony | Music Center"의 도움말 페이지
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스피커 여러 개를 사용하여 음악 듣기
호환 모델의 스피커를 결합하면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즐겨 듣는 음악을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호환 모델 및 사용 가능한 기능에 대해서는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를 참조하
십시오.

관련 항목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호환 DLNA 장치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8.1)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7)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들으려는 음악이 있는 폴더 또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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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무선 스피커 조합을 통해 즐겨 듣는 음악을 다양한 스타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호환 모델

무선 서라운드와 무선 스테레오 기능 및 무선 서라운드와 무선 스테레오 기능의 호환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URL을 참조하
십시오.
http://sony.net/nasite/

스피커 여러 개를 사용하여 음악 듣기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 및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전환하려면 사용 중인 기능을 취소한 다음, 다른 기능을 조작하십시오. 기능을 취소하려면 "Sony | Music
Center"에서 조작하십시오.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의 경우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스피커 뒤쪽의
SET UP 버튼을 길게 눌러도 기능이 취소됩니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룹화도 취
소됩니다.

참고 사항
Wi-Fi를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만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 및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을 통해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C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려면 DLNA 서버 기능이 PC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홈 네트워크의 서버 장치에 있는 음악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의 사운드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만든 그룹화(무선 멀티룸 기능)는 Chromecast 호환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새 그
룹화를 만들려면 "Google Hom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집안 곳곳에서 음악 즐기기

스피커를 그룹화하면 동일한 음악이 동시에 실내에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NAS에 저장된 음악의 경우 스피커별로 서로 다른 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27

http://sony.net/nasite/


즐겨 듣는 스피커 그룹 하나를 설정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선 멀티룸 기능(예를 들면, 그룹화 및 그룹 재생)에 대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무선 서라운드 기능과 호환되는 스피커를 추가로 사용하여 더 훌륭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을 참조하십시오.

더 넓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려면 2개의 스피커를 쌍으로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무선 스테레오 기능으로 TV 또는 게임기를 연결하여 비디오를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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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Hi-Res Audio Player"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음악을 재생합니다.
이 연결 방법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데 적합합니다.

참고 사항
"Sony | Music Center"와 같은 다른 음악 재생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이 아닌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
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PC 연결/전용 드라이버 설치1.
PC에 "Hi-Res Audio Player" 설치2.
"Hi-Res Audio Player"를 통해 음악 듣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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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PC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PC와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처음으로 스피커에 연결하는 장치 페어링(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페어링된 PC 및 스피커 연결(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30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ndows Media Player" 사용(Windows 7 이상)

PC에서 "Windows Media Player"를 조작하여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Wi-Fi 네트워크에 연결1.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10)/(Windows 8.1)/(Windows 7)2.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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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다른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 사용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에서 PC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듣기 위해 서버 기능을 사용하려면 음악 파일을 "Hi-Res Audio
Player"의 라이브러리로 이동 또는 복사하십시오.

참고 사항
"Hi-Res Audio Player" 이외의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PC를 BLUETOOTH 로 연결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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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스마트폰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Android)/(기타 장치)/(NFC 호환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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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이 필요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마트폰 연결1.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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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 사용

"Sony | Music Center"가 설치된 스마트폰, iPhone 등을 사용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1.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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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 방법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데 적합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연결1.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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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스마트폰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과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Android)/(기타 장치)/(NFC 호환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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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이 필요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마트폰 연결1.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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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 사용

"Sony | Music Center"가 설치된 스마트폰, iPhone 등을 사용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1.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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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iPhone/iPod touch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iPhone/iPod touch와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iPhone/iPod touch 를 페어링하여 스피커에 처음으로 연결
페어링된 iPhone/iPod touch 및 스피커 연결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40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이 필요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iPhone/iPod touch 연결1.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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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 사용

"Sony | Music Center"가 설치된 iPhone/iPod touch를 사용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1.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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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WALKMAN®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WALKMAN ®과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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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이 필요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 연결1.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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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이 연결 방법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데 적합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은 가까운 Sony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 연결1.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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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WALKMAN®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WALKMAN®과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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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통한 연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이 필요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 연결1.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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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USB 케이블을 통한 연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PC 연결/전용 드라이버 설치1.
PC에서 음악 서비스 수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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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PC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PC와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처음으로 스피커에 연결하는 장치 페어링(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페어링된 PC 및 스피커 연결(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1.

PC에서 음악 서비스 수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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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연결(BLUETOOTH 연결)

스마트폰, iPhone 등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마트폰 또는 iPhone 등과 스피커 사이를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1.

스마트폰, iPhone 등에서 음악 서비스 수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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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 사용(Chromecast built-in)

"Sony | Music Center"가 설치된 스마트폰, iPhone 등이 필요합니다.
Chromecast built-in 사용 앱을 통해 스피커에서 음악 서비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1.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듣기"를 참조하십시오.

2.

스마트폰, iPhone 등에서 음악 서비스 수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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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네트워크 연결 방법 선택

아래에서 네트워크 환경에 적합한 연결 방법을 선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를 NETWORK 모드로 변경했을 때 NETWORK 표시등이 연속으로 깜박이면 Wi-Fi 네트워크 기능을 켜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합니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스피커에 Wi-Fi 연결 설정을 제공하
고 DLNA 서버(예를 들면, PC)에서 음악을 선곡/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무선 라우터에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이 있는 경우 이 방법으로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무선 라우터가 Wi-Fi Protected Setup(WPS)과 호환되는지 확인하려면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PC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무선 라우터에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이 없는 경우 스피커를 PC에 무선으로 연결한 다음, 스피커를 Wi-Fi 네트
워크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려면 스피커를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으로 연결된 PC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힌트

무선 라우터에 AOSS 버튼이 있으면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
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 확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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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스피커를 사용하여 홈 네트워크의 DLNA 서버(예: PC)에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DLNA 호환 디지털 장치를 서로 연결하고 DLNA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DLNA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를 DLNA 서버나 컨트롤러로 사용하려면 PC를 설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iPhone 등을 조작하여 DLNA 서버(PC 등)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으로 다운로드하십시오.
이 응용 프로그램은 스피커에 Wi-Fi 연결 설정을 제공하고 DLNA 서버(예를 들면, PC)에서 음악을 선곡/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i-Fi 네트워크 연결("Sony | Music Center")" 또는 "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를 참조하십시오.

PC를 컨트롤러로 사용하여 DLNA 서버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PC를 조작하여 DLNA 서버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에서 "Windows Media Player"를 시작한 다음 "Cast to Device" 기능(Windows 10) 또는 "Play To" 기능(Windows
8.1/Windows 7)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합니다.
PC 화면의 안내에 따라 조작하십시오.
PC를 DLNA 서버나 컨트롤러로 사용하려면 PC를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또는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본 스피커는 MP3, 리니어 PCM, WMA, AAC, WAV, FLAC, ALAC 및 AIFF 형식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확장명이 ".m4a",
".mp4" 또는 ".3gp"인 AAC 파일만 재생 가능). 비트율과 파일 형식이 지원되더라도 모든 파일의 재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저작권 보호가 있는 파일은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WMA 파일이 DRM으로 보호되는
지 확인하려면 PC에서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License] 탭이 표시된 경우 해당 파일이 DRM으로 보
호됩니다.

홈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경우 각 DLNA 호환 장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 시
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DLNA 인증 제품으로 재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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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무선 라우터에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이 있는 경우 이 방법으로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선 라우터가 Wi-Fi Protected Setup(WPS)과 호환되는지 확인하려면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스피커를 켭니다.1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스피커 뒷면의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약 2초 동안).

NETWORK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되고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2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의 UPDATE/WPS 버튼을 누른 후 90초 이내에 조작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에 따라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의 위치와 모양은 무선 라우터에 따라 다릅니다.*

LINK 표시등이 깜박이는 상태에서 주황색으로 점등된 상태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Wi-Fi 연결이 되면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환경에 따라 LINK 표시등이 점등되려면 1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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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단계부터 연결을 다시 시도하십시오.

힌트

무선 라우터의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에 AOSS 버튼이 있으면 Wi-Fi Protected Setup(WPS)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
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번 시도해도 Wi-Fi 연결에 실패하면 스피커를 초기화하고 Wi-Fi 연결의 설정 정보를 삭제한 다음 다시 연결해 보십시오.

참고 사항
구입 후 또는 스피커를 초기화한 후에 처음 스피커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자동으로 켜
집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스피커 초기화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연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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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무선으로 연결된 PC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에 연결

이렇게 연결하려면 스피커를 출고 시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모든 BLUETOOTH 장치 등록(페어링) 정보가 삭제
됩니다. 그 이후에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려면 PC에서 모든 페어링 정보를 삭제하고 페어링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이 단원에서는 PC와 스피커를 무선으로 연결한 다음 PC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
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더 가깝게 배치합니다.
Wi-Fi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SSID(무선 네트워크의 이름) 및 암호화 키(WEP 또는 WPA)를 찾습니다. 암호화
키는 네트워크에서 장치 액세스를 제한합니다. 무선 라우터 또는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장치 간에 더욱 안전한 통신
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참조할 수 있도록 무선 라우터의 Wi-Fi 네트워크 이름(SSID)과 암호(암호화 키)를 준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스피커가 켜진 상태에서 상단의 +(볼륨) 버튼과 후면의 SET UP 버튼을 동시에 4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의 설정을
초기화합니다.

NETWORK 표시등, BLUETOOTH 표시등, USB 표시등 및 AUDIO IN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된 다음, 초기화가 시작
됩니다. 초기화는 60초 ~ 80초 정도 걸립니다. 초기화가 완료되면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설정 초
기화로 모든 BLUETOOTH 페어링 정보 및 네트워크 설정이 삭제됩니다.

2

스피커를 PC에 연결합니다.

Windows 7/Windows 8.1:
Windows 8.1의 경우 Start 화면에서 바탕 화면을 클릭하거나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또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SRS-HG10]을 선택합니다.

Windows 10:
화면 오른쪽 하단에서  또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SRS-HG10] – [Connect]를 선택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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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화면 상단에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Open Network Preferences...]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목록에서 [SRS-HG10]을 선택합니다.

[Sony Network Device Settings] 화면을 표시합니다.4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Internet Explorer, Safari 등).1.
주소 표시줄에 다음 URL을 입력합니다.
http://192.168.211.129

2.

메뉴에서 [Network Settings]를 선택합니다.5

무선 라우터의 SSID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6

[Apply]를 선택합니다.7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Wi-Fi 연결이 완료되면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LINK 표시등이 점등되려면 1분 이상 걸릴 수도 있습
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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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려면 위의 단계 화면에서 설정합니다.

스피커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작업이 완료되면 PC를 이전 대상이나 무선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참고 사항
이 절차는 30분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0분 이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 설정을 마칠 때까지 보호되지 않습니다. Wi-Fi 네트워크는 Wi-Fi 보안 설정 후에 다시 보호됩니다.

구입 후 처음 스피커를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연결이 완료됩니다.

사용할 무선 라우터에 PC를 연결합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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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네트워크/BLUETOOTH 기능을 끄는 방법

스피커를 실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Wi-Fi 네트워크 기능을 꺼짐으로 설정하거나 Wi-Fi 네트워크 기능 및 BLUETOOTH 기
능을 꺼짐으로 설정하십시오.

스피커를 켠 상태에서 상단의 –(볼륨) 버튼 및 스피커 후면의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볼륨) 버튼 및 UPDATE/WPS 버튼을 누를 때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및 BLUETOOTH 기능의 상태가 켜짐 및 꺼
짐 사이에서 전환됩니다. 
LINK 표시등, NETWORK 표시등 및 BLUETOOTH 표시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켜짐 / BLUETOOTH 기능: 켜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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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Wi-Fi 네트워크 기능을 끈 경우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NETWORK 모드를 선택하면 NETWORK 표시등이 켜지지 않지
만 불규칙적으로 깜박입니다. 
BLUETOOTH 네트워크 기능을 끈 경우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BLUETOOTH 모드를 선택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켜지지 않지만 불규칙적으로 깜박입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구입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LINK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켜집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꺼짐 / BLUETOOTH 기능: 켜짐
NETWORK 표시등 및 BLUETOOTH 표시등이 2초간 빠르게 깜박인 다음, LINK 표시등이 꺼집니다.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을 때는 Wi-Fi 네트워크 기능이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꺼짐 / BLUETOOTH 기능: 꺼짐
LINK 표시등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NETWORK 표시등 및 BLUETOOTH 표시등이 2초간 빠르게 깜박입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및 BLUETOOTH 기능이 모두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NETWORK 표시등 및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인 다음, LINK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켜집니다. Wi-Fi 네트
워크 기능 및 BLUETOOTH 기능이 모두 켜짐으로 설정됩니다( 과 동일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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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을 연결하여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지원하는 Sony 제품(예를 들면, 사운드 바/홈 시어터 시스템) 및 h.ear go 2 (SRS-HG10) 두 개가 필
요합니다.
호환 모델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sony.net/nasite/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Fi 네트워크 연결 방법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이 스피커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후면 스피커로 사용하기 위한 스피커 설정(무선 서라운드 기능)

스피커를 서로 1 m 이내에 배치한 다음, 양쪽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각 스피커에서 NETWORK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양쪽 스피커가 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2

연결 장치의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설정합니다.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다음 조작은 예시로 사운드 바(HT-NT5)가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리모컨의 HOME 버튼을 누릅니다.1.
[Setup]을 선택한 다음, Enter 버튼을 누릅니다.2.
[Wireless Surround]를 선택한 다음,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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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스피커의 R(오른쪽) 및 L(왼쪽) 변경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스피커 후면의 SET UP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누를 때마다 R(오른쪽)과 L(왼
쪽)이 전환됩니다. 이 조작은 양쪽 스피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무선 서라운드 기능 취소/기타 기능 사용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다른 기능(예를 들면,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스테레오 기능, 스피커 추가 기능,
BLUETOOTH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이 스피커의 SET UP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무선 서라운드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런 다음, 그룹화도 취소됩니다.

힌트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스피커 2개를 AC 콘센트에 연결하면 장치 또는 스피커를 켜거나 꺼서 연결된 장치 및 스피커 2개의 전
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전원 인터록).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해도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 조작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된 "무선 서라운드
기능 취소/기타 기능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이 스피커의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4

연결 장치에서 재생을 시작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결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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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스피커 및 사운드 바/홈 시어터 시스템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
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려면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취소한 다음, 스피커 또는 사운드 바/홈 시어터 시스템을 무선 네트워
크에 연결하십시오.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스피커 및 사운드 바/홈 시어터 시스템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Wi-Fi 네트워크 기능 및 "Sony | Music Center"를 사용 중인 경우 무선 서
라운드 기능을 취소한 다음,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이 스피커에서 무선 멀티룸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무선 서라운드 기능에 대한 설정(그룹화)을 이 스피커에서 조작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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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h.ear go 2 (SRS-HG10) 2개를 연결하여 좀 더 확장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h.ear go 2 (SRS-HG10) 2개가 필요합니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무선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i-Fi 네
트워크 연결 방법 선택"을 참조하십시오.
이 스피커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
신 소프트웨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은 무선 네트워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BLUETOOTH 연결을 통해 사용할 수 없습
니다.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려면 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기능)

스피커를 서로 1 m 이내에 배치한 다음, 양쪽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각 스피커에서 NETWORK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양쪽 스피커가 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2

기능 설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한쪽 스피커 뒤에 있는 STEREO PAIR 버튼을 길게 누릅니
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3

연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다른 쪽 스피커 뒤쪽에 있는 SET UP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이전 단계에서 STEREO PAIR 버튼을 누르고 30초 이내에 이 조작을 수행합니다.
스피커마다 왼쪽으로 설정되었는지, 또는 오른쪽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알리는 비프음이 울리고 스피커 2개가 무선
스테레오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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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취소하거나 기타 기능을 사용하려면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다른 기능(예를 들면,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 스피커 추가 기능,
BLUETOOTH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이 스피커의 SET UP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무선 스테레오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런 다음, 그룹화도 취소됩니다.

힌트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양쪽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면 한쪽 스피커를 조작하여 양쪽 스피커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
(전원 인터록).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해도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분리 등의 이유로 신호 강도가 약한 경우 연결이 일시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호 강도가 충분히 나오는 위치에 스피
커를 배치하십시오.

연결이 일시적으로 취소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다시 연결됩니다. 취소 후 다시 연결되기까지 10분 이상 걸리는 경우 무선 스테레
오 기능이 취소됩니다. 이후에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단계부터 조작하십시오.

참고 사항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스피커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려면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취소한 다음, 스피커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 가능한 최신 소프트웨어가 있을 경우 스피커 중 하나에서 이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됨). 이 경우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스피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
오.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는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의 그룹화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그런 다음, 다른 쪽 스피커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스피커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

스피커의 R(오른쪽) 및 L(왼쪽) 변경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스피커 후면의 SET UP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누를 때마다 R(오른쪽)과
L(왼쪽)이 전환됩니다. 이 조작은 양쪽 스피커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에서 재생을 시작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5
*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스피커를 조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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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양쪽 스피커를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한 후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무선 네트워크의 연결이 끊어지면 무선 스테레오 기능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수동으로 설정하십시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스피커에서 BLUETOOTH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려면 무
선 스테레오 기능을 취소하십시오.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STEREO PAIR 버튼을 누를 스피커의 볼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커 2개에서 무선 스
테레오 기능으로 사운드가 출력되므로 스피커 하나로 재생할 때보다 휠씬 큰 사운드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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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여 무선으로 스피커에서 음악을 듣고 통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를 스피커로부터 1 m 이내에 배치하십시오.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높은 볼륨으로 인해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와 스피커 페어링

페어링은 무선으로 연결할 BLUETOOTH 장치에 정보를 상호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BLUETOOTH 연결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장치를 스피커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다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스피커를 페어링된 장치와 연결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페어링된 장치에 연결하려면 다음 항목을 참
조하십시오.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10)/(Windows 8.1)/(Windows 7)

원터치(NFC)로 스피커를 NFC 호환 장치와 연결

스마트폰이나 WALKMAN ® 등과 같은 NFC 호환 장치로 스피커를 터치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진 다음 장치와 페어링
되고 BLUETOOTH 연결이 설정됩니다.

원터치(NFC)로 NFC 호환 장치와 연결

호환 스마트폰
Android 4.1 이상이 설치된 NFC 호환 스마트폰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호환 WALKMAN ® 모델
NFC 호환 WALKMAN ® 모델*

WALKMAN®이 NFC 기능과 호환되더라도 원터치로 스피커와 BLUETOOTH로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LKMAN®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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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스마트폰 및 IC 태그 등의 다양한 장치 간에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스피커의 특정 위치에 장치를 터치하면 데이터 통신이 간단하게 활성화됩니다.

참고 사항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등의 작업 후에 페어링 정보가 삭제된 경우.
이미 9개의 장치와 페어링된 스피커에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스피커를 최대 9대의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9대의 장치가 페어링된 상태에서 새 장치를 추가로 페어링하면 페어링
된 장치 중 가장 연결이 오래된 장치가 새 장치로 교체됩니다.

스피커와의 페어링 정보가 BLUETOOTH 장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초기화됩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여러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의 페어링된 장치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암호키는 "0000"입니다. BLUETOOTH 장치에 "0000" 이외의 암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피커와의 페어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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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및 연결

페어링은 무선으로 연결할 BLUETOOTH 장치에 정보를 상호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BLUETOOTH 연결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장치를 스피커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를 스피커로부터 1 m 이내에 배치하십시오.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높은 볼륨으로 인해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구입 후에 스피커를 처음 켜면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BLUETOOTH 모드
로 설정하기만 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
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2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스피커에서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BLUETOOTH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고(초당 세 번) 스피커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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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장치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페어링 모드는 약 5분 후에 해제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입니다. 하지만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
지 않은 경우 또는 구입 후 스피커를 처음 켜는 경우,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면 단계부터 반복합니다.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등의 작업 후에 페어링 정보가 삭제된 경우.
이미 9개의 장치와 페어링된 스피커에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스피커를 최대 9대의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9개의 장치가 페어링된 상태에서 새 장치를 추가로 페어링하면 페어링
된 장치 중 가장 연결이 오래된 장치가 새것으로 교체됩니다.

스피커와의 페어링 정보가 BLUETOOTH 장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초기화됩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여러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의 페어링된 장치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에서 페어링 절차를 수행하여 스피커를 감지합니다.

감지된 장치 목록이 BLUETOOTH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면 [h.ear go 2]을 선택합니다.
BLUETOOTH 장치의 디스플레이에서 암호키*를 요구하면 "0000"을 입력합니다.

4

암호키를 "암호", "PIN 코드", "PIN 번호" 또는 "비밀번호"라고도 합니다.*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 상태로 바뀌는지 확인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BLUETOOTH가 연결되지 않으면 단계부터 반복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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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의 암호키는 "0000"입니다. BLUETOOTH 장치에 "0000" 이외의 암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피커와의 페어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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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10)

페어링은 무선으로 연결할 BLUETOOTH 장치에 정보를 상호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BLUETOOTH 연결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장치를 스피커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PC에 BLUETOOTH 무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C를 스피커로부터 1 m 이내에 배치하십시오.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 또는 PC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C의 스피커 설정을 켬으로 설정하십시오. PC의 스피커 설정에서 음소거(끔)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피커에서 사운드
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PC의 스피커 설정이 음소거(끔) 모드인 경우

PC의 스피커 설정이 켬 모드인 경우

PC에서 스피커를 검색할 준비를 합니다.1

화면 오른쪽 아래의 작업 표시줄에서 [  (Action Center)] – [ ]를 선택합니다.1.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2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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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에 스피커를 처음 켜면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BLUETOOTH 모드
로 설정하기만 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고(초당 세 번) 스피커가 자동으로 페어링 모
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
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4

PC에서 스피커를 검색합니다.5

화면 오른쪽 아래의 [  Action Center]에서 [Connect]를 선택합니다.1.

[h.ear go 2]을 선택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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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PC에 BLUETOOTH 기능이 없으면 시판되는 BLUETOOTH 어댑터를 사용하여 PC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페어링 모드는 약 5분 후에 해제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입니다. 하지만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
지 않은 경우 또는 구입 후 스피커를 처음 켜는 경우,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면 단계부터 반복합니다.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등의 작업 후에 페어링 정보가 삭제된 경우.
이미 9개의 장치와 페어링된 스피커에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스피커를 최대 9대의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9개의 장치가 페어링된 상태에서 새 장치를 추가로 페어링하면 페어링
된 장치 중 가장 연결이 오래된 장치가 새것으로 교체됩니다.

화면에 [h.ear go 2]가 나타나지 않으면 단계 절차를 반복합니다.
페어링 후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Connected music]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h.ear go 2]이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도 연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결할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
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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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와의 페어링 정보가 BLUETOOTH 장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초기화되었습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여러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의 페어링된 장치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암호키는 "0000"입니다. BLUETOOTH 장치에 "0000" 이외의 암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피커와의 페어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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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8.1)

페어링은 무선으로 연결할 BLUETOOTH 장치에 정보를 상호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BLUETOOTH 연결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장치를 스피커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PC에 BLUETOOTH 무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C를 스피커로부터 1 m 이내에 배치하십시오.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 또는 PC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C의 스피커 설정을 켬으로 설정하십시오. PC의 스피커 설정에서 음소거(끔) 모드가 설정된 경우 스피커에서 사운드
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PC의 스피커 설정이 음소거(끔) 모드인 경우

PC의 스피커 설정이 켬 모드인 경우

PC에서 스피커를 검색할 준비를 합니다.1

Start 화면에서 [Desktop]을 선택합니다.1.

마우스를 화면 오른쪽 위에 대고(터치 패널의 경우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밀기) 표시된 참 메뉴에서 [Settings]를
선택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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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참 메뉴가 표시되면 [Control Panel]을 클릭합니다.3.

[All Control Panel Items]가 표시되면 [Device and printer]를 선택합니다.
[All Control Panel Items] 대신 [Control Panel] 화면이 표시되면 화면 오른쪽 위의 [View by]에서 [Large icons] 또
는 [Small icons]를 선택합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됩니다.

4.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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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구입 후에 스피커를 처음 켜면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BLUETOOTH 모드
로 설정하기만 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
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3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
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4

PC에서 페어링 절차를 수행합니다.5

[Add a device]를 클릭합니다.1.

[h.ear go 2]를 클릭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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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키*가 필요한 경우 "0000"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h.ear go 2]가 나타나지 않으면 단계 절차를 반복합니다.

암호키를 "암호", "PIN 코드", "PIN 번호" 또는 "비밀번호"라고도 합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Close]를 클릭합니다.
PC용 드라이버 설치가 시작됩니다.

설치 중에 [ ] 마크가 [h.ear go 2] 아이콘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 ]가 사라지면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4단계로 이동합니다.

PC에 따라 설치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 설치가 오래 걸리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
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피커를 다시 켜십시오.

3.

[Device]의 [h.ear go 2]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표시된 메뉴에서 [Sound settings]를 선택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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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화면에서 [h.ear go 2 Stereo]를 체크 표시를 합니다.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녹색)가 나타나면 단계로 이동합니다.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녹색)가 나타나지 않으면 6단계로 이동합니다.
[h.ear go 2 Stereo]가 [Sound]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Sound]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how Disabled Devices]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5.

[h.ear go 2 Stere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표시된 메뉴에서 [Connect]를 선택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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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완료되면 [Sound] 화면의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단계로 이동합니다.

[h.ear go 2 Stereo]에서 [Connect]를 선택할 수 없으면, 체크 표시(녹색)가 있는 [Default Device]에서 [Disable]을
선택합니다.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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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PC에 BLUETOOTH 기능이 없으면 시판되는 BLUETOOTH 어댑터를 사용하여 PC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페어링 모드는 약 5분 후에 해제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입니다. 하지만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
지 않은 경우 또는 구입 후 스피커를 처음 켜는 경우,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면 단계부터 반복합니다.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등의 작업 후에 페어링 정보가 삭제된 경우.
이미 9개의 장치와 페어링된 스피커에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스피커를 최대 9대의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9개의 장치가 페어링된 상태에서 새 장치를 추가로 페어링하면 페어링
된 장치 중 가장 연결이 오래된 장치가 새것으로 교체됩니다.

스피커와의 페어링 정보가 BLUETOOTH 장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초기화됩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여러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의 페어링된 장치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암호키는 "0000"입니다. BLUETOOTH 장치에 "0000" 이외의 암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피커와의 페어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h.ear go 2 Stereo]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어도 연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결할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하십
시오.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
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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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와 페어링 및 연결(Windows 7)

페어링은 무선으로 연결할 BLUETOOTH 장치에 정보를 상호 등록하는 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BLUETOOTH 연결을 처음 수행하는 경우 장치를 스피커와 페어링해야 합니다. 다른 장치와 페어링하려면 동일한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PC에 BLUETOOTH 무선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C를 스피커로부터 1 m 이내에 배치하십시오.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 또는 PC에 BLUETOOTH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PC의 스피커를 켬으로 설정하십시오. PC의 스피커 설정이 음소거(끔) 모드인 경우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
습니다.

PC의 스피커 설정이 음소거(끔) 모드인 경우

PC의 스피커 설정이 켬 모드인 경우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구입 후에 스피커를 처음 켜면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BLUETOOTH 모드
로 설정하기만 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하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페어링 모드로 들어갑
니다. 그런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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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스피커를 페어링 모드로 설정합니다.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
이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3

PC에서 페어링 절차를 수행합니다.4

[Start] 버튼을 클릭한 다음, [Devices and Printers]를 클릭합니다.1.
[Add a device]를 클릭합니다.2.

[h.ear go 2]를 클릭한 다음, [Next]를 클릭합니다.

암호키*가 필요한 경우 "0000"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h.ear go 2]가 나타나지 않으면 단계 절차를 반복합니다.

3.

암호키를 "암호", "PIN 코드", "PIN 번호" 또는 "비밀번호"라고도 합니다.*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Close]를 클릭합니다.
PC용 드라이버 설치가 시작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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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중에 [ ] 마크가 [h.ear go 2] 아이콘 왼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 ]가 사라지면 드라이버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5단계로 이동합니다.

PC에 따라 설치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Devices]에서 [h.ear go 2]을 더블 클릭합니다.5.

[Listen to Music]을 클릭합니다.

연결이 되면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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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PC에 BLUETOOTH 기능이 없으면 시판되는 BLUETOOTH 어댑터를 사용하여 PC에 연결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페어링 모드는 약 5분 후에 해제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입니다. 하지만 페어링 정보가 스피커에 저장되
지 않은 경우 또는 구입 후 스피커를 처음 켜는 경우,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기 전에 페어링 모드가
해제되면 단계부터 반복합니다.

일단 BLUETOOTH 장치가 페어링되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페어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 등의 작업 후에 페어링 정보가 삭제된 경우.
이미 9개의 장치와 페어링된 스피커에 다른 장치를 페어링하는 경우.
스피커를 최대 9대의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이미 9개의 장치가 페어링된 상태에서 새 장치를 추가로 페어링하면 페어링
된 장치 중 가장 연결이 오래된 장치가 새것으로 교체됩니다.

스피커와의 페어링 정보가 BLUETOOTH 장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초기화됩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가 삭제됩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스피커를 여러 장치와 페어링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한 대의 페어링된 장치에서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암호키는 "0000"입니다. BLUETOOTH 장치에 "0000" 이외의 암호키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피커와의 페어링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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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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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원터치(NFC)로 NFC 호환 장치와 연결

스마트폰 같은 NFC 호환 장치를 스피커에 터치하면 자동으로 페어링(등록)이 됩니다.

호환 스마트폰
Android 4.1 이상이 설치된 NFC 호환 스마트폰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호환 WALKMAN® 모델
NFC 호환 WALKMAN® 모델*

NFC
NFC(Near Field Communication)는 스마트폰 및 IC 태그 등의 다양한 장치 간에 근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스피커의 특정 위치에 장치를 터치하면 데이터 통신이 간단하게 활성화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높은 볼륨으로 인해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WALKMAN®이 NFC 기능과 호환되더라도 원터치로 스피커와 BLUETOOTH로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환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ALKMAN®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장치에서 NFC 기능을 켭니다.1

장치로 스피커를 터치합니다.

장치의 화면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장치가 응답할 때까지 장치를 스피커의 N-Mark( )에 길게 터치합니다(몇 초 정도 걸릴 수 있음).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추고 점등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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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스피커를 켜지 않아도 장치를 터치하면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연결이 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Wi-Fi 네트
워크 기능 및 BLUETOOTH 네트워크 기능이 꺼진 경우 장치 터치로 켜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i-Fi 네트워
크/BLUETOOTH 기능을 끄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연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장치를 스피커의 N-Mark 위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장치가 케이스에 든 경우 케이스를 제거하십시오.

헤드폰 같은 다른 NFC 호환 장치에 연결된 NFC 호환 장치를 터치하는 경우 연결이 스피커로 자동 전환됩니다.

참고 사항
NFC 연결에 실패한 경우 장치를 다시 터치하십시오.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연결을 끊으려면 스피커를 장치와 다시 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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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와 연결

아래에 설명된 절차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가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경우 해당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십시오.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높은 볼륨으로 인해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힌트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
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2

BLUETOOTH 장치에서 페어링 절차를 수행하여 스피커를 감지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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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를 켜거나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으면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고 BLUETOOTH 연결
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
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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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10)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가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경우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
를 연결하려면 현재 연결된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여 현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합니다.

2

PC로 스피커를 검색합니다.3

화면 오른쪽 아래의 작업 표시줄에서 [  (Action Center)] – [ ]를 선택합니다.1.

화면 오른쪽 아래의 [  Action Center]에서 [Connect]를 선택합니다.2.

92



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스피커를 켜거나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으면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고 BLUETOOTH 연결
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항

[h.ear go 2]을 선택합니다.

[Connected music]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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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
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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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8.1)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가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경우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
를 연결하려면 현재 연결된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여 현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합니다.

2

PC로 스피커를 검색합니다.3

Start 화면에서 [Desktop]을 선택합니다.1.

마우스를 화면 오른쪽 위에 대고(터치 패널의 경우 화면 오른쪽에서부터 밀기) 표시된 참 메뉴에서 [Settings]를
선택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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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s] 참 메뉴가 표시되면 [Control Panel]을 클릭합니다.3.

[All Control Panel Items]가 표시되면 [Sound]를 선택합니다.
[All Control Panel Items] 대신 [Control Panel] 화면이 표시되면 화면 오른쪽 위의 [View by]에서 [Large icons] 또
는 [Small icons]를 선택합니다.

4.

[Sound] 화면에서 [h.ear go 2 Stereo]를 체크 표시를 합니다.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녹색)가 나타나면 단계로 이동합니다.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녹색)가 나타나지 않으면 6단계로 이동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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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 go 2 Stereo]가 [Sound] 화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Sound] 화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Show Disabled Devices]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

[h.ear go 2 Stere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표시된 메뉴에서 [Connect]를 선택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Sound] 화면의 [h.ear go 2 Stereo]에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단계로 이동합니다.

[h.ear go 2 Stereo]에서 [Connect]를 선택할 수 없으면, 체크 표시(녹색)가 있는 [Default Device]에서 [Disable]을
선택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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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스피커를 켜거나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으면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고 BLUETOOTH 연결
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
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스피커와 PC가 연결되었습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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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페어링된 PC와 연결(Windows 7)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스피커가 다른 장치에 연결된 경우 장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십시오.
PC의 볼륨을 낮추십시오.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PC에서 재생을 중단하십시오.
PC의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PC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 모드로 들어갑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
를 연결하려면 현재 연결된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여 현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합니다.

2

PC로 스피커를 검색합니다.3

[Start] 버튼을 클릭한 다음, [Devices and Printers]를 클릭합니다.1.
[h.ear go 2]을 더블 클릭합니다.2.

[Listen to Music]에 체크 표시를 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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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en to Music]이 나타나면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Connecting to Bluetooth service]에 체크 표시가 있는 경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BLUETOOTH 표시등이 점
등되는지 확인합니다.

[Searching services] > [Error]가 나타나는 경우: 스피커가 다른 BLUETOOTH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장치
를 조작하여 현재 연결된 BLUETOOTH 장치를 분리한 다음, 2단계로 돌아갑니다.

[Listen to Music]을 클릭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4.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변경되는지 확인합니다.

스피커와 PC가 연결되었습니다. PC에서 재생된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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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을 수행하거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연결
이 끊깁니다.

스피커를 켜거나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
다. 장치의 BLUETOOTH 기능이 켜져 있으면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가 켜져 있는 경우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켜지고 BLUETOOTH 연결
이 시작됩니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다시 연결하려고 하면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LUETOOTH 장
치의 BLUETOOTH 기능을 끄거나 BLUETOOTH 장치를 끄십시오.

관련 항목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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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h.ear go 2 (SRS-HG10) 에서 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하면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아도 확장된 스테레오 사운
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h.ear go 2 (SRS-HG10) 2개가 필요합니다.

스피커를 서로 1 m 이내에 배치한 다음, 양쪽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1

각 스피커에서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일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BLUETOOTH 모드로 켜면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연결했던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 연결을 시도합니다.
장치가 근처에 있으면 BLUETOOTH로 자동 연결되고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다른 BLUETOOTH 장치
를 연결하려면 현재 연결된 BLUETOOTH 장치를 조작하여 현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합니다.

2

기능 설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한쪽 스피커 뒤에 있는 STEREO PAIR 버튼을 길게 누릅니
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몇 초간 깜박인 다음 점등됩니다.

3

연결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다른 쪽 스피커 뒤쪽에 있는 STEREO PAIR 버튼을 길게 누릅니
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몇 초간 깜박인 다음 점등됩니다.
연결이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스피커마다 울리고 스피커 2개가 스피커 추가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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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 다른 기능(예를 들면,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스테레오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 추가 기능을 취소하려면 기능이 취소되었음을 알리는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한쪽 스피커 뒤에 있는 STEREO
PAIR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 추가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런 다음, 그룹화도 취소됩니다.

힌트

1분 이내에 두 번째 스피커를 설정합니다. 1분 이내에 설정하지 않으면 첫 번째 스피커의 설정이 취소됩니다.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이는 스피커를 조작하여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로 연결합니다.

BLUETOOTH로 연결되면 스피커의 BLUETOOTH 표시등이 깜박임을 멈추고 점등됩니다.

5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에서 재생을 시작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6

스피커 중 하나의 –/+(볼륨)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피커 하나의 볼륨을 조절하면 다른 쪽 스피커에 반영됩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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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BLUETOOTH 표시등이 점등된 스피커만 조작하십시오.

스피커 중 하나를 조작하여 양쪽 스피커의 전원을 끌 수 있습니다(전원 인터록).

스피커가 꺼져도 스피커 추가 기능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스피커를 켜면 스피커는 연결된 다른 쪽 스피커와 스피커 추가 기능을
설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스피커 추가 기능을 다시 사용하려면 1분 이내에 다른 쪽 스피커를 켜십시오.

스피커 추가 기능의 스피커 중 하나로 사용되었던 스피커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면 (전원) 버튼을 눌러 스피커를 켠 다음, 비프음
이 들릴 때까지 STEREO PAIR 버튼을 길게 눌러 스피커 추가 기능을 중단하십시오. 다른 쪽 스피커를 동일하게 조작하여 스피커
추가 기능을 중단하십시오.

참고 사항
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사이에 약간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하는 중에는 스피커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
려면 스피커 추가 기능을 취소한 다음, 스피커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스피커 추가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스피커에서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려면 스피커 추가 기
능을 취소하십시오.

스피커 추가 기능을 설정하기 전에 스피커 볼륨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커 2개에서 스피커 추가 기능으로 사운드가 출력되
므로 스피커 하나로 재생할 때보다 휠씬 큰 사운드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Android 5.0 이상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스피커 추가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의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십시오. "Sony | Music Cente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관련 항목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더블 모드 및 스테레오 모드 사이를 전환(스피커 추가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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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더블 모드 및 스테레오 모드 사이를 전환(스피커 추가 기능)

스피커 2개를 사용하는 경우 양쪽 스피커에서 동일한 사운드가 재생되는 더블 모드와, 스피커 하나는 왼쪽 채널 사운드가
출력되고 다른 스피커에서는 스테레오 재생의 오른쪽 채널이 출력되는 스테레오 모드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한쪽 스피커의 STEREO PAIR 버튼을 눌러 오디오 재생을 변경합니다.

STEREO PAIR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됩니다.
양쪽 스피커의 (오른쪽)/ (왼쪽) 표시등에 오디오 재생 상태가 표시됩니다.

 더블 모드:
양쪽 스피커의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스테레오 모드(R(오른쪽) 채널/L(왼쪽) 채널):
한쪽 스피커의 (오른쪽) 표시등 및 다른 쪽 스피커의 (왼쪽)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스테레오 모드(L(왼쪽) 채널/R(오른쪽) 채널):
(오른쪽) 표시등이 꺼지고 한쪽 스피커의 (왼쪽)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다른 쪽 스피커의 (오른쪽)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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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 재생을 마친 후에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에서 BLUETOOTH 기능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를 끕니다.

스피커를 끕니다.

페어링된 장치를 스피커의 N-Mark에 터치합니다(NFC 호환 장치의 경우).

힌트

BLUETOOTH 장치에서 약 15분간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음악(사운드)도 입력되지 않으면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를 통해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 BLUETOOTH 연결이 종료됩니다. 스피커가 HFP로
BLUETOOTH에 연결된 경우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음악 재생 종료 시 BLUETOOTH 장치에 따라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이 종료된 경우 페어링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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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 연결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 및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을 사용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을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변환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출력하기 전에 스피커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아날
로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참고 사항

Sony는 스피커에 연결된 WALKMAN®의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WALKMAN®이 USB 포트에 연결된 경우 충전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은 가까운 Sony 서비스 센터에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을 WALKMAN®에 연결합니다.1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 및 USB 포트에 연결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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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연결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 및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를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변환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출력하기 전에 스피커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아날
로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참고 사항
Sony는 스피커에 연결된 Xperia의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Xperia가 USB 포트에 연결된 경우 충전되지 않습니다.

어댑터 케이블은 플러그 모양이 다양합니다. 구입 전에 플러그를 확인하십시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을 Xperia에 연결합니다.1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 및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을 Xperia에 연결했는지 확인합니다. 케이블을 잘못 연결하면 음악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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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 연결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관련 항목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로 장치를 AUDIO IN 잭에 연결합니다.1

저항이 상당한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을 사용하는 경우 사운드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저항률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
그가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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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10)

Windows 10은 DLNA1.5를 지원합니다. Windows 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설정하면 Windows 10 PC를 조작하여 홈 네트워크의 DLNA 서버(Windows 10 PC 포함)에 저장된 음악을 스피커
로 들을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고 Windows 10 PC를 조작하는 경우 " 네트워크를 통해 PC에
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를 수행하십시오.

화면 왼쪽 아래의 Start 메뉴에서 [  Settings]를 선택합니다.1

[Network & Internet]을 선택합니다.2

[Status] – [Change connection properties]를 선택합니다.3

[Private]을 선택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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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All Networks]의 [Media streaming]에서 [Choose media streaming options...]를 선택합니다.5

[Allow All]을 선택합니다.

[Allow All Media Devices] 화면이 나타납니다.

6

[Allow all computers and media devices]를 선택합니다.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서 네트워크 액세스가 허용되면([allow]) [OK]를 선택하고 화면을 닫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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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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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8.1)

Windows 8.1은 DLNA1.5를 지원합니다. Windows 8.1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설정하면 Windows 8.1 PC를 조작하여 홈 네트워크의 DLNA 서버(Windows 8.1 PC 포함)에 저장된 음악을 스피커
로 들을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고 Windows 8.1 PC를 조작하는 경우 " 네트워크를 통해 PC에
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를 수행하십시오.

마우스 포인터를 화면의 오른쪽 상단(또는 오른쪽 하단) 모서리로 이동하여 참 메뉴를 표시한 다음 [Settings]를 선
택합니다.

터치 패널의 경우 화면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밀어 참 메뉴를 표시한 다음 [Settings]를 선택합니다.

1

[Change PC settings]를 선택합니다.2

[Network]를 선택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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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Connections]를 선택한 다음  또는 를 사용하여 [Connected]가 있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4

[Find devices and content]를 켭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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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설정(Windows 7)

Windows 7 PC를 DLNA 서버 및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설정하면 홈 네트워크의 Windows 7 PC 및 DLNA 컨트롤러를 조작함으로써 홈 네트워크의 DLNA 서버(Windows 7
PC 포함)에 저장된 음악을 스피커로 들을 수 있습니다.

[Start]-[Control Panel]로 이동한 다음 [Network and Sharing Center]를 선택합니다.

[Network and Sharing Center] 화면이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항목이 나타나지 않으면 Control Panel 표시 유형을 변경해 보십시오.

1

[View your active networks]에서 [Public network]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에 [Public network] 이외의 항목이 표시되면 단계로 이동합니다.

[Set Network Location]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스피커 사용 환경에 따라 [Home network] 또는 [Work network]를 선택합니다.3

스피커 사용 환경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지침을 따릅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Network and Sharing Center] 화면에서 [View your active networks] 아래의 항목이 [Home
network] 또는 [Work network]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Change advanced sharing settings]를 선택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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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Media streaming]에서 [Choose media streaming options…]를 선택합니다.6

[Media streaming options] 화면에 [Media streaming is not turned on]이 나타나면 [Turn on media streaming]
을 선택합니다.

7

[Allow All]를 선택합니다.

[Allow All Media Devices]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컬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에서 네트워크 액세스가 허용되면([Allow])
[OK]를 선택하고 화면을 닫습니다.

8

[Allow all computers and media devices]를 선택합니다.9

[OK]를 선택하여 화면을 닫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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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 연결/전용 드라이버 설치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PC를 USB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재생하려면
본 스피커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192 kHz/24비트)과 호환됩니다.
PC의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스피커로 재생하려면 "Hi-Res Audio Player"를 PC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
니다.

참고 사항
USB 허브 또는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Sony는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동 중에 PC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PC를 분리하기 전에 재생을 중단한 다음 스피커의 전원을 끄십시
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PC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PC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Windows PC에 연결하는 경우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다음 웹사이
트를 방문하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웹사이트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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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PC를 컨트롤러(작동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Media Player"를 시작한 후에 "Cast to Device" 기능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PC 화면의 안내에
따라 조작하십시오.

스피커와 PC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스피커와 PC를 무선 라우터의 동일한 SSID에 연결합니다.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1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NETWORK 표시등을 점등합니다.

스피커가 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FUNCTION 버튼을 누르는 대신 "Windows Media Player"를 시작한 후에 "Play To" 기능을 사용하여 음악을 재생하면
스피커가 자동으로 NETWORK 모드로 전환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2

[All apps]에서 [Windows Media Player]를 선택합니다.3

재생할 곡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거나 길게 누릅니다.4

메뉴에서 [Cast to Device] 또는 [Play To]를 선택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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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에 스마트폰, iPhone 등을 리모컨으로 사용하여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위에 설명된 절차는 지침에 불과합니다. 일반적으로 PC와 스피커의 볼륨 레벨은 동기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PC에 설치된
"Windows Media Player"의 버전이나 PC의 상태에 따라 볼륨 레벨이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본 스피커는 MP3, WMA, AAC 및 WAV 형식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확장명이 ".m4a", ".mp4" 또는 ".3gp"인 AAC 파일만 재생
할 수 있음). 비트율과 파일 형식이 지원되더라도 모든 파일의 재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요 제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저작권 보호가 있는 파일은 스피커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WMA 파일이 DRM으로 보호되는
지 확인하려면 PC에서 해당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십시오. [License] 탭이 있으면 파일에 DRM 저작권이 있습니
다.

홈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경우 각 DLNA 호환 장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데 시
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일부 콘텐츠는 DLNA 인증 제품으로 재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h.ear go 2]을 누릅니다.6

재생할 곡을 선택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피커에서 선택한 노래가 들립니다.

7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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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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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한 "Windows Media
Player" 조작)

홈 네트워크의 스마트폰 또는 iPhone과 같은 컨트롤러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스피커가 있는 홈 네트워크의 Windows 8
이상의 PC에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iPhone 등에 "Sony | Music Center"를 다운로드한 후 Windows 8 이상의 PC를 조작하려면 아래 단계를 참조하
십시오.

[All apps]에서 [Windows Media Player]를 선택합니다.1

[Stream]을 클릭하거나 누른 다음 [More streaming options...]를 선택합니다.

[More streaming options...]가 나타나지 않으면 [Turn on media streaming...]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Media
streaming options] 화면에서 [Turn on media streaming]을 선택합니다.

2

모든 장치가 허용되는지 확인한 다음, [OK](일부 버전에서는 [Next] 선택)를 선택하여 화면을 닫습니다.

[OK]가 선택된 경우 단계로 이동합니다.

일부 장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Allow All]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Allow All Media Devices]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Automatically allow all computers and media devices.]를 선택하여 모든 장치를 허용합니다.

3

[Music]이 [Shared]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Next]를 선택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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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ish]를 선택하여 화면을 닫습니다.5

[Stream]을 선택한 다음 [Automatically allow devices to play my media...]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PC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Sony | Music Center"에서 [Home Network]를 선택하고 서버 목록에서 PC를 선택합니다. [MUSIC]에서 앨범, 아티스
트 또는 기타 항목을 선택하면 PC에서 저장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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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 여러 개로 듣기(무선 멀티룸, 무선 서라운드, 무선 스테레오)

무선 스피커 조합을 통해 즐겨 듣는 음악을 다양한 스타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호환 모델

무선 서라운드와 무선 스테레오 기능 및 무선 서라운드와 무선 스테레오 기능의 호환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URL을 참조하
십시오.
http://sony.net/nasite/

스피커 여러 개를 사용하여 음악 듣기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 및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을 전환하려면 사용 중인 기능을 취소한 다음, 다른 기능을 조작하십시오. 기능을 취소하려면 "Sony | Music
Center"에서 조작하십시오.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의 경우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스피커 뒤쪽의
SET UP 버튼을 길게 눌러도 기능이 취소됩니다. (오른쪽)/ (왼쪽) 표시등이 꺼지고 기능이 취소됩니다. 그룹화도 취
소됩니다.

참고 사항
Wi-Fi를 통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만 무선 멀티룸 기능, 무선 서라운드 기능 및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을 통해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PC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하려면 DLNA 서버 기능이 PC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C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홈 네트워크의 서버 장치에 있는 음악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파일의 사운드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만든 그룹화(무선 멀티룸 기능)는 Chromecast 호환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 수 없습니다. 새 그
룹화를 만들려면 "Google Home"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십시오.

집안 곳곳에서 음악 즐기기

스피커를 그룹화하면 동일한 음악이 동시에 실내에 흐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PC 또는 NAS에 저장된 음악의 경우 스피커별로 서로 다른 곡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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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 듣는 스피커 그룹 하나를 설정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무선 멀티룸 기능(예를 들면, 그룹화 및 그룹 재생)에 대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www.sony.net/smcqa/

무선 서라운드 기능과 호환되는 스피커를 추가로 사용하여 더 훌륭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을 참조하십시오.

더 넓은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려면 2개의 스피커를 쌍으로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을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무선 스테레오 기능으로 TV 또는 게임기를 연결하여 비디오를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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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인터넷 음악 서비스 듣기(Spotify)

"Spotify"는 수백만 가지 곡에 즉각적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potify Connect" 기능으로 Spotify 앱에서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기기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Spotify Connect" 기
능을 사용하려면 Spotify 계정이 필요합니다.
Spotify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을 참조하십시오:
www.spotify.com/connect

참고 사항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Spotify 서비스 가용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스마트폰, iPhone 등을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스피커와 스마트폰, iPhone 등을 무선 라우터의 동일한 SSID에 연결합니다.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LINK 표시등이 주황색이나 분홍색으로 점등됩니다.

1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NETWORK 표시등을 점등합니다.

스피커가 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2

Spotify 앱을 Google Play 또는 App Store에서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합니다.3

Spotify 앱을 시작하고 Spotify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4

음악을 선택하고 재생을 시작합니다.5

연결 아이콘(  사용 가능한 장치)을 누르고 오디오 출력 장치로 기기를 선택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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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potify Connect"가 활성화되면 연결 아이콘(  사용 가능한 장치)이 점등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h.ear go 2]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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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코덱)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 옵션으로 "음질 우선" 및 "안정적 연결 우선"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질 우선"을 통해 SBC는 물론 AAC 및 LDAC의 설정으로 재생할 수 있으므로, BLUETOOTH를 통해 고품질 사운드를 즐
길 수 있습니다. "안정적 연결 우선"은 더욱 안정적인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을 제공합니다. "음질 우선"은 기본 설
정입니다.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인 경우 음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생 품질
음질 우선(기본 설정): AAC, LDAC 및 SBC 중에서 최적의 코덱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안정적 연결 우선: SBC가 선택됩니다.

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재생 품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하려면 [Settings] - [Other Settings] - [Bluetooth Codec]을
선택합니다. "Sony | Music Center"로 설정할 때 "음질 우선"은 [Auto]로 나타나고 "안정적 연결 우선"은 [SBC]로 나타납니다.

참고 사항
"음질 우선" 모드에서는 BLUETOOTH 장치의 설정 및 주변 조건에 따라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의 

 및 단계를 수행하여 스피커를 "안정적 연결 우선" 모드로 재설정하십시오.

스피커가 켜진 상태에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재생 품질 설정을 변경하면, BLUETOOTH 연결이 종료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BLUETOOTH 장치를 수동으로 다시 연결하십시오. 다시 연결한 후에 재생 품질이 전환됩니다.

SBC, AAC, LDAC 등과 같은 재생 품질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연결된 장치의 설정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
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가 부속된 USB AC 어댑터 및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 스피커를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설정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1

STEREO PAIR 버튼과 +(볼륨) 버튼을 4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설정이 "음질 우선" 모드로 변경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세 번 깜박입니다.
설정이 "안정적 연결 우선" 모드로 변경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두 번 깜박입니다.

재생 품질이 전환되고 스피커가 켜집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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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설정 항목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사용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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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연결을 통해 장치에서 음악 듣기

다음 BLUETOOTH 프로파일이 지원되는 경우 BLUETOOTH 연결을 통해 BLUETOOTH 장치의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A2DP(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고품질 오디오 콘텐츠를 무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AVRCP(Audio Video Remote Control Profile)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에 따라 BLUETOOTH 장치의 볼륨을 조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BLUETOOTH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먼저 BLUETOOTH 장치의 볼륨이 적당한 레벨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스피커를 BLUETOOTH 장치와 연결합니다.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1

BLUETOOTH 장치 또는 스피커의 –/+(볼륨) 버튼으로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2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시작합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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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후에 스마트폰, iPhone 등을 리모컨으로 사용하여 스피커에
연결된 장치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장치에 따라 연결된 장치에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오디오 출력을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편의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ony | Music Center"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먼저 BLUETOOTH 장치에서 재생을 중단하고 장치의 볼륨을 줄이십시오. 페어링이 완료되면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
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페어링 후에 처음 음악을 재생할 때 스피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출력될 수 있습니다.

통신 환경이 열악한 경우 BLUETOOTH 장치가 스피커 작동에 잘못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코덱)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Sony | Music Center" 설치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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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 재생을 마친 후에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에서 BLUETOOTH 기능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를 끕니다.

스피커를 끕니다.

페어링된 장치를 스피커의 N-Mark에 터치합니다(NFC 호환 장치의 경우).

힌트

BLUETOOTH 장치에서 약 15분간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음악(사운드)도 입력되지 않으면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를 통해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 BLUETOOTH 연결이 종료됩니다. 스피커가 HFP로
BLUETOOTH에 연결된 경우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음악 재생 종료 시 BLUETOOTH 장치에 따라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이 종료된 경우 페어링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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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에서 음악 듣기

옵션인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USB 어댑터 WM-PORT 케이블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을 스
피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변환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출력하기 전에 스피커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아날
로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을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1

USB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USB 모드로 들어갑니다.

2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WALKMAN®을 조작하여 재생을 시작하고 볼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합
니다.

3

–/+(볼륨)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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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스피커는 WALKMAN®의 오디오 재생 기능만 지원합니다.

Sony는 스피커에 연결된 WALKMAN®의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원되는 WALKMAN®에 대해서도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WALKMAN®에 따라 다이내믹 노멀라이저, 이퀄라이저, VPT, DSEE HX 및 스피커 출력 옵티마이저가 켜짐(또는 조절됨)으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사운드가 왜곡되면 이러한 기능을 꺼짐으로 설정하십시오.

WALKMAN® 연결 시 사운드가 헤드폰 잭에서 출력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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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에서 음악 듣기

시판되는 어댑터 케이블(OTG 케이블)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를 스피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변환되지 않은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를 수신하고, 출력하기 전에 스피커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를 통해 아날
로그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Sony | Music Center"를 Xperia에 먼저 설치하십시오. 설치 방법은 아래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1

USB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USB 모드로 들어갑니다.

2

하이 레졸루션과 호환되는 Xperia의 설정 화면에서 [Detect USB device]를 수행합니다.3

[Device connection]를 선택합니다.1.

[USB Connectivity]를 선택합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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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 USB device]를 선택합니다.

참고 사항
스마트폰이 USB 장치와 처음 연결된 경우 [Tips for connecting with USB device]를 선택하고 지침을 따르십시오.

3.

"Sony | Music Center" 시작 후 [OK] – [This Mobile] – [My Library]를 선택하고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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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참고 사항
사운드가 들리지 않을 경우 케이블이 올바른 순서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연결"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는 Xperia의 오디오 재생 기능만 지원합니다.

Sony는 스피커에 연결된 Xperia의 데이터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볼륨은 스피커를 통해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Xperia를 통해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볼륨)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5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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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에서 Xperia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Xperia의 이퀄라이저 기능이 켬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사운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능을 끔으로 설정하십시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Sony | Music Center" 설치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과 호환되는 Xperia 연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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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에서 음악 듣기

스피커의 USB 포트에 연결된 PC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재생하려면
본 스피커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192 kHz/24비트)과 호환됩니다.
PC의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스피커로 재생하려면 "Hi-Res Audio Player"를 PC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합
니다.

PC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Windows PC에 연결하는 경우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설치되지 않으면 다음 웹사이
트를 방문하여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웹사이트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1

USB 표시등이 점등될 때까지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스피커가 USB 모드로 들어갑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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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에 리모컨으로 사용하여 스피커의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사항
USB 허브 또는 USB 연장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Sony는 올바른 작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동 중에 PC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려면 PC를 분리하기 전에 재생을 중단한 다음 스피커의 전원을 끄십시오.

PC의 USB 포트에서 디지털 방송 오디오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방송 오디오를 들으려면 PC의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을 스
피커의 AUDIO IN 잭에 연결하십시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PC에 "Hi-Res Audio Player" 설치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PC에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려면 "Hi-Res Audio Player"를 사용합니다.

참고 사항
볼륨은 스피커를 통해서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PC를 통해서는 볼륨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3

–/+(볼륨)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4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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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에서 음악 듣기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을 사용하여 휴대용 오디오 장치 등을 연결하면 스
피커를 일반 유선 오디오 스피커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역동적인 사운드를 즐기려면

스피커 바닥의 레버를 아래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그릴을 제거합니다.*

시판되는 오디오 케이블(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있는 케이블/무저항)로 장치를 스피커에 연결합니다.1

스피커를 켭니다.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2

FUNCTION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AUDIO IN 표시등을 점등합니다.

스피커가 AUDIO IN 모드로 들어갑니다.

3

연결된 장치를 켭니다.4

연결된 장치를 조작하여 재생을 시작하고 볼륨을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합니다.5

–/+(볼륨) 버튼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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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Sony | Music Center"를 스마트폰, iPhone 등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에 리모컨으로 사용하여 스피커의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사항
TV에 연결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TV를 스피커의 AUDIO IN 잭에 연결하면 사운드가 지연됩니다.
TV 또는 게임기를 스피커의 AUDIO IN 잭에 연결하면 사운드와 영상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스피커 그릴을 제거한 후 스피커의 노출된 부분(스피커 유닛)을 만지지 말고, 제거한 그릴이 휘지 않도록 평평한 면에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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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전화 받기

BLUETOOTH 프로파일 HFP(핸즈프리 프로파일)를 지원하는 BLUETOOTH 휴대폰을 사용하여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있
습니다.

조작 방법은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벨소리에 대하여
전화가 걸려오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고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들립니다.
벨소리는 휴대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스피커의 사운드로 설정된 벨소리
휴대폰의 사운드로 설정된 벨소리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경우에만 휴대폰의 사운드로 설정된 벨소리

BLUETOOTH로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1

전화를 받으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의 마이크에 대고 통화합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고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들립니다.

스피커에서 벨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
HFP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을 연결하십시오.

2

스피커의 –/+(볼륨) 버튼 또는 휴대폰을 조작하여 볼륨을 조절합니다.

스피커의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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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BLUETOOTH 휴대폰을 조작하여 전화를 받는 경우 장치에 따라 휴대폰에 우선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HFP로 연결된 상태에서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2초 정도 눌러 통화 장치를 스피커로 전환합니다. 또는 휴대폰을 조작하여 통화 장치를 스피커

로 전환합니다.

음악 재생 볼륨과 통화 볼륨은 스피커에서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사항
휴대폰에 따라 전화를 받으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로부터 최소한 50cm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십시오. 스피커와 휴대폰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스마트폰 모델, 운영 체제 또는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핸즈프리 통화의 일부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NETWORK 모드일 때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전화 걸기
통화용 버튼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통화를 종료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가 끝나면 재생이 다시 계속됩니다(중단된 경우). BLUETOOTH 휴대폰을 조작하여 통화를 끝낸 경우 통화가 끝
나면 재생이 다시 계속됩니다(중단된 경우). 
스피커의 모드에 따라 재생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4

146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전화 걸기

BLUETOOTH 프로파일 HFP(핸즈프리 프로파일)를 지원하는 BLUETOOTH 휴대폰을 사용하여 핸즈프리로 통화할 수 있
습니다.

조작 방법은 휴대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로 휴대폰에 연결합니다.

BLUETOOTH 연결이 설정되면 BLUETOOTH 표시등이 흰색으로 점등됩니다.

1

휴대폰을 조작하여 통화합니다.

전화를 걸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고 스피커에서 발신음이 들립니다.
수신자가 전화를 받으면 스피커의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스피커에서 발신음이 들리지 않는 경우
HFP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BLUETOOTH를 통해 휴대폰을 연결하십시오.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2초 정도 눌러 통화 장치를 스피커로 전환합니다.

2

스피커의 –/+(볼륨) 버튼 또는 휴대폰의 볼륨 컨트롤을 눌러 볼륨을 조절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전원)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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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트

음악 재생 볼륨과 통화 볼륨은 스피커에서 개별적으로 설정됩니다.

참고 사항
휴대폰에 따라 통화 시 재생이 일시 중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로부터 최소한 50cm 거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십시오. 스피커와 휴대폰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관련 항목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전화 받기
통화용 버튼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통화를 종료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통화가 끝나면 재생이 다시 계속됩니다(중단된 경우). BLUETOOTH 휴대폰을 조작하여 통화를 끝낸 경우 통화가 끝
나면 재생이 다시 계속됩니다(중단된 경우). 
스피커의 모드에 따라 재생이 재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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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연결 종료(사용 후)

BLUETOOTH 장치에서 음악 재생을 마친 후에 다음 작업 중 하나를 수행하여 BLUETOOTH 연결을 종료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에서 BLUETOOTH 기능을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BLUETOOTH 장치를 끕니다.

스피커를 끕니다.

페어링된 장치를 스피커의 N-Mark에 터치합니다(NFC 호환 장치의 경우).

힌트

BLUETOOTH 장치에서 약 15분간 아무 작업도 하지 않고 음악(사운드)도 입력되지 않으면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를 통해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간 다음 BLUETOOTH 연결이 종료됩니다. 스피커가 HFP로
BLUETOOTH에 연결된 경우 자동으로 연결이 끊기지 않습니다.

음악 재생 종료 시 BLUETOOTH 장치에 따라 BLUETOOTH 연결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BLUETOOTH 연결이 종료된 경우 페어링 정보가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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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통화용 버튼 기능

사용 가능한 기능은 휴대폰에서 지원되는 프로파일에 따라 다릅니다. 프로파일이 같더라도 장치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대기

음성 다이얼을 시작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음성 다이얼 호환 휴대폰만 해당).

전화 발신

전화 발신을 취소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스피커와 휴대폰 간에 통신 장치를 변경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릅니다.

전화 수신

전화를 받으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릅니다.

통화 중

통화를 끝내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스피커와 휴대폰 간에 통신 장치를 변경하려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릅니다.

참고 사항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재다이얼 기능 또는 음성 다이얼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
다.

관련 항목
전화 받기
전화 걸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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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음성 지원 기능 사용(Google app)

Android 스마트폰에 제공되는 Google 앱 기능을 사용하면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음성으로 Android 스마트폰을 조
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Google 앱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 사항
Android 스마트폰의 [OK Google] 설정이 켜져 있어도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OK Google"이라고 말하면 Google 앱이 활성
화되지 않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Assist & Voice input]의 [Assist App]에서 Google 앱을 선택합니다.

Android 스마트폰에서 [Settings] – [Apps]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위에 기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기어 아이콘, [Default Apps] – [Assist & Voice input] – [Assist App]을 선택한 다음, [Assist App]을 Google 앱으로 설
정합니다.
위의 조작은 예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스마트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oogle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스마트폰의 사용 설명서 또는 지원 웹사이트 또는 Google Play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최신 버전의 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droid 스마트폰의 주요 제원에 따라 Google 앱이 스피커에서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스피커를 Android 스마트폰에 연결합니다.2

스피커가 BLUETOOTH 연결을 통해 Android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Android 스마트폰이 대기 모드이거나 음악을
재생 중이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약 3초간 길게 누릅니다.

Google 앱이 활성화되고 시작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3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Google 앱에게 요청합니다.

Google 앱과 함께 작동되는 앱 등 Google 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oid 스마트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Google 앱을 활성화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요청을 하지 않으면 비프음이 울리고 Google 앱이 비활성화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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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음성 지원 기능 사용(Siri)

iPhone/iPod touch에 제공되는 Siri 기능을 사용하면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음성으로 iPhone/iPod touch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ir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 사항
iPhone/iPod touch의 [Allow “Hey Siri”] 설정이 켜져 있어도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Hey Siri"라고 말하면 Siri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Siri를 켭니다.

iPhone/iPod touch에서, [Settings] – [Siri]를 선택하여 Siri를 켭니다.
위의 조작은 예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iPhone/iPod touch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i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hone/iPod touch 사용 설명서 또는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BLUETOOTH 연결을 통해 스피커를 iPhone/iPod touch에 연결합니다.2

스피커가 BLUETOOTH 연결을 통해 iPhone/iPod touch와 연결되고 iPhone/iPod touch가 대기 모드이거나 음악
을 재생 중이면 (재생) 버튼/ (통화) 버튼을 약 3초간 길게 누릅니다.

Siri가 활성화되고 시작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3

스피커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Siri에게 요청합니다.

Siri와 함께 작동되는 앱 등 Siri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Phone/iPod touch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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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는 일반적으로 96 kHz/24 비트 이상이며 원본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를 디지털로 샘플링하여 만듭니
다. 샘플링이 수행되는 횟수(초당 증분 단위)를 샘플링 주파수라고 하며 헤르츠 또는 "Hz"로 표시합니다. 디지털화는 샘플
링된 신호가 1과 0으로 구성된 이진수로 변환(또는 양자화)되는 오디오 프로세스를 나타내며 "비트"로 표현합니다. 비트
수가 높을수록 샘플이 원본 소스에 가깝습니다. CD는 44.1 kHz/16 비트로 표준화되어 있지만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에 대
한 단일 표준은 없습니다.
아날로그 소스를 디지털화하는 다른 방법은 DSD(Direct Stream Digital)라는 방법으로, 사운드 정보를 2.8 MHz 또는 5.6
MHz라는 극도로 높은 샘플링 속도를 지닌 일련의 단일 비트 값으로 캡처합니다. 이는 CD 오디오 샘플링 속도의 약 64배
또는 128배이며 단순히 DSD 2.8 MHz 또는 DSD 5.6 MHz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엔지니어의 경우 이는 원본 아날로그
소스에 가장 가까운 디지털 파일 샘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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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에 "Hi-Res Audio Player" 설치

"Hi-Res Audio Player"는 스피커가 장착된 PC에서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재생하는 데 필요합니다.
다음 웹사이트에 액세스하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인터넷 계약에 따라 통신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자세한 방법은 다운로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에 대하여
PC에서 음악 듣기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154

http://www.sony.eu/support
http://esupport.sony.com/US
http://esupport.sony.com/CA/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네트워크를 통해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 듣기

네트워크에 연결된 PC에 저장되어 있는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Hi-Res Audio Player"를 사용하여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형식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음악 재생 및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를 통해 하이 레졸루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는 경우 사운드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를 스피커의
USB 포트에 연결한 다음, 재생을 시작합니다.

관련 항목
홈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의 음악 듣기("Sony | Music Center")
Wi-Fi 네트워크 연결 방법 선택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음악 듣기("Windows Media Player")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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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주요 제원

스피커 부문

스피커 시스템
직경 약 35 mm x 2

인클로저 시스템
패시브 라디에이터 유형

네트워크 부문

호환 표준
IEEE 802.11 a/b/g/n(WEP 64비트, WEP 128비트, WPA/WPA2-PSK(AES), WPA/WPA2-PSK(TKIP))

무선 주파수
2.4 GHz 대역, 5 GHz 대역

BLUETOOTH 부문

출력

BLUETOOTH 제원 Power Class 2

최대 통신 범위

가시거리 약 10 m*1

무선 주파수
2.4 GHz 대역(2.4000 GHz ~ 2.4835 GHz)

통신 시스템
BLUETOOTH 제원 버전 4.2

변조 방식
FHSS

호환 BLUETOOTH 프로파일*2

A2DP(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AVRCP(Audio Video Remote Control Profile)
HFP(Hands-free Profile)
SPP(Serial Port Profile)

지원되는 코덱*3

SBC*4 
AAC*5 
LDAC*6

해당 콘텐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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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S-T

전송 대역폭(A2DP)
20 Hz ~ 20,000 Hz(44.1 kHz 샘플링 사용)

마이크 부문

모델

일렉트렛 콘덴서 유형

방향성 특성
전방향

유효 주파수 대역
100 Hz ~ 7,000 Hz

기타

USB 연결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본 기기와 호환되는 PC를 연결합니다.

AUDIO IN(외부 입력) 잭
ø3.5 mm 스테레오 미니 잭

소비 전력
약 12 W(내장 충전식 배터리 충전 중)
약 0.2 W(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켰을 때)
약 0.2 W(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껐을 때)

사용 온도
5 °C ~ 35 °C

관련 항목
상표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실제 범위는 장치 간의 장애물, 전자레인지 주변의 자기장, 정전기, 수신 감도, 안테나의 성능,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달
라집니다.

*1

BLUETOOTH 표준 프로파일은 장치 간 BLUETOOTH 통신 목적을 나타냅니다.*2
코덱: 오디오 신호 압축 및 변환 형식*3
Subband Codec*4
Advanced Audio Coding*5
LDAC는 Sony에서 개발한 오디오 코딩 기술로, BLUETOOTH 연결을 통해서도 하이 레졸루션(Hi-Res) 오디오 콘텐츠의 전송이 가능합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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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표시등에 대하여

(전원) 표시등

CHARGE 표시등

LINK 표시등

AUDIO IN 표시등*1

점등
(녹
색)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점등
(주
황
색)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 상태입니다.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는 본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로만 작동하는 경우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꺼짐 스피커가 꺼졌습니다.

깜박
임
(녹
색)

스피커를 켜면 표시등이 녹색으로 느리게 깜박인 다음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 조절에 따라 표시등이 한 번 또는 세 번 깜박입니다.

깜박
임
(빨
간
색)

스피커가 보호 모드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재설정한 후에 볼륨, 기능 및 사운드 설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꺼짐 스피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점등(주황색) 스피커가 충전 중입니다.

깜박임(주황색) 내장 배터리 잔량이 부족합니다.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꺼짐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점등(주황색)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습니다.

깜박임(주황색)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 진행 중입니다.

깜박임(빨간색) 네트워크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점등(빨간색) 네트워크 연결에 실패했거나 네트워크 설정이 완료되었는데도 연결에 실패했습니다.

점등(흰색) 스피커가 AUDIO IN 모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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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표시등*1

BLUETOOTH 표시등*1*2*3*4

NETWORK 표시등*1*2*4

UPDATE 표시등*5

EXTRA BASS 표시등

(오른쪽)/ (왼쪽) 표시등

무선 서라운드 기능, 무선 스테레오 기능 또는 스피커 추가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스피커의 상태에 따라 점등되거나 깜박
입니다.

관련 항목
각 부분과 조작 버튼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 확인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점등(흰색) 스피커가 USB 모드 상태입니다.

점등(흰색) 스피커가 BLUETOOTH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빠르게 깜박임(초당 세 번) (흰색) 스피커가 BLUETOOTH 장치와 페어링 중입니다.

깜박임(초당 한 번) (흰색) 스피커가 연결할 BLUETOOTH 장치를 찾는 중입니다.

점등(흰색) 스피커가 NETWORK 모드 상태입니다.

점등(녹색 또는 옅은 파란색) 스피커가 음악 서비스에 연결되었습니다.

점등
(주황
색)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동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감지했습니다. 표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2초간
UPDATE 버튼을 길게 누른 후 스피커에서 비프음이 울리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깜박임
(주황
색)

스피커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중입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스피커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 스피커가 처음 켜질 때 UPDATE 버튼이 세 번 깜박이면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음
을 나타냅니다.

점등 저음 효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꺼짐 저음 효과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됩니다.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를 확인하는 경우 Wi-Fi 네트워크에 연결 중이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1
무선 기능을 켬/끔으로 전환하면 표시등이 깜박입니다.*2
스피커의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을 전환하면 표시등이 깜박입니다.*3
Wi-Fi 네트워크 기능 및 BLUETOOTH 네트워크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경우 표시등이 깜박입니다.*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하면 표시등이 점등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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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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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iPhone/iPod touch 모델

스피커에서 사용할 수 있는 iPhone/iPod touch 모델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사용하기 전에 iPhone/iPod touch의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최신 iPhone/iPod touch 호환 모델의 경우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Bluetooth 기술은 iPhone 7 Plus, iPhone 7, iPhone SE, iPhone 6s Plus, iPhone 6s, iPhone 6 Plus, iPhone 6,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iPod touch(6세대), iPod touch(5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Sony는 본 스피커에 연결한 경우 iPhone/iPod touch에 기록된 데이터가 소실되거나 손상된 경우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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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WALKMAN® 모델

최신 호환 모델을 보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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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운영 체제(Windows)

호환 PC

IBM PC/AT 호환 PC

지원되는 운영 체제

Windows 10
Windows RT 8.1
Windows 8.1 Enterprise
Windows 8.1 Pro
Windows RT
Windows 8 Enterprise
Windows 8 Professional
Windows 8 Core Edition
Windows 7 Ultimate
Windows 7 Professional
Windows 7 Home Premium
Windows 7 Home Basic
Windows 7 Starter

적합한 브라우저

Internet Explorer 9 이상
  

출고 시 위의 운영 체제가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PC에서 올바른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립식 PC,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운영 체제 또는 멀티부트 환경에서는 올바른 작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PC에서 대기 모드, 절전 모드 또는 일시 중지 모드의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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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운영 체제(Mac)

지원되는 운영 체제

Mac OS X v10.11 El Capitan
Mac OS X v10.10 Yosemite
Mac OS X v10.9 Mavericks
Mac OS X v10.8 Mountain Lion
Mac OS X v10.7 Lion
Mac OS X v10.6 Snow Leopard

적합한 브라우저

Safari(Mac OS X v10.6 Snow Leopard 릴리스 시점에서 가장 최신 버전 또는 그 이상)
  

출고 시 위의 운영 체제가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PC에서 올바른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립식 PC, 개인적으로 업그레이드한 운영 체제 또는 멀티부트 환경에서는 올바른 작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PC에서 대기 모드, 절전 모드 또는 일시 중지 모드의 작동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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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DLNA 장치

최신 호환 모델을 보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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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BLUETOOTH 장치

최신 호환 모델을 보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호환 BLUETOOTH 프로파일*1

A2DP(Advanced Audio Distribution Profile)
AVRCP(Audio Video Remote Control Profile)
HFP(Hands-free Profile)
SPP(Serial Port Profile)

지원 코덱*2

SBC*3

AAC*4

LDAC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BLUETOOTH 표준 프로파일은 장치 간의 BLUETOOTH 통신 목적을 나타냅니다.*1
코덱: 오디오 신호 압축 및 변환 형식*2
Subband Codec*3
Advanced Audio Codin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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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호환 USB 장치

최신 호환 모델을 보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USB 포트 지원 형식*

PCM: 44.1/48/88.2/96/176.4/192 kHz(16/24/32비트)
DSD(DSF/DSDIFF): 2.8/5.6 MHz(1비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모든 인코딩/기록 소프트웨어, 기록 장치, 기록 매체와 호환성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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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새로 출시된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스피커의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업데이트 전에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 등의 그룹화를 취소하십시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되면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업데
이트됩니다. 이 기능은 스피커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이것
은 기본 설정입니다.

힌트

UPDATE 표시등은 스피커 뒷면에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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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본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가 자동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스마트폰, iPhone 등에서 "Sony | Music Center"를 시작하고 [Settings] 메뉴에서 [System]을 설정합니다. 
스피커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Auto Update])은 작동됩니다. [Auto Update]가 비활성화된 경우 설정을 활
성화로 변경하십시오.
한밤중 같이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또는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일 때 업데이트가 수행
됩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
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려면
스마트폰, iPhone 등에 설치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Settings] 메뉴에서 [Auto Update]를 비활성화합니
다.
하지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표시등 및 버튼이 다음에 설명된 대로 깜박이는 경우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업데이트가 재시작됩니다. 스피커를 껐다가 다시 켠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
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힌트

UPDATE 표시등의 깜박임 횟수는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이고 하나씩 줄어든
다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끄지 마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된 경우 스피커의 UPDATE 표시등이 주황
색으로 점등됩니다.

[Auto Update] 설정과 무관하게 스피커가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감지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Auto Update]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3분 ~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하는 동안 USB AC 어댑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와 AC 콘센트의 연결
을 유지하십시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만으로 켜진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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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경우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일 때 UPDATE/WPS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
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취소하면 UPDATE 표시등이 다시 점등됩니다.

관련 항목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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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된 경우 스피커의 UPDATE 표시등
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이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재생 중인 음악이 중단됩니다. BLUETOOTH 연결도 끊깁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업데이트가 재시작됩니다. 스피커를 껐다가 다시 켠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
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힌트

UPDATE 표시등의 깜박임 횟수는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이고 하나씩 줄어든
다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끄지 마십시오.

참고 사항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3분 ~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USB AC 어댑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와 AC 콘센트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만으
로 켜진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됩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경우 비프음이 날 때까지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스피커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
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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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경우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일 때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눌러 업데이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취소하면 UPDATE 표시등이 다시 점등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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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스피커에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고 스피커가 이를 검색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네트워크 서버에 액세스가 몰려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별로 검색 시간대가 다릅니다. 최신 소
프트웨어 릴리스를 수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그룹을 취소합니다.
UPDATE 표시등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면 스피커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준비가 된 것이고, 다음 절차는 조작할 수 없습니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스피커 뒤쪽의 UPDATE/WPS 버튼을 누릅니다.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1, NETWORK 표시등이 점등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었는지에
대한 검색이 스피커에서 시작됩니다.

1

UPDATE 표시등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꺼짐: 이 스피커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입니다.
주황색으로 점등: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로 활성화되도록 스피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설정한 경우 한밤중
또는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일 때처럼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스피커가 소프트웨
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경우 단계를 진행하고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재생이 중단되고 BLUETOOTH 연결이 끊깁니다.

2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경우 비프음이 날 때까지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스피커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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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확인이 즉시 완료됩니다. 따라서 깜박이는 표시등을 볼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분 정도 기다리십시
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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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 확인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켜져 있는 경우 신호 강도(수신 감도)가 스피커 표시등의 점등 상태로 나타납니다.

신호를 더 강하게 수신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방향/위치를 변경합니다.
다른 무선 장치를 끕니다.

그런 다음, 버튼을 눌러 Wi-Fi 신호 강도 표시를 취소하고 단계부터 절차를 반복하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됨), 스피커를 켠 다음 +(볼륨) 버튼과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상단 패널의 기능 표시등(NETWORK, BLUETOOTH, USB, AUDIO IN)이 점등되기 시작합니다. 
점등된 표시등의 숫자는 신호 강도를 나타냅니다.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신호의 강도 표시가 취소됩니다.

아무 표시등도 점등되지 않으면 신호 강도가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네 개의 표시등이 점등되면 신호 강도가 가장 강
한 상태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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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주의사항

휴대폰에 대하여

음악을 스피커로 전송 중인 휴대폰에서 전화를 받는 방법은 휴대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안전에 대하여

기명판 및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스피커 밑면 바깥쪽과 USB AC 어댑터 겉면에 있습니다.
스피커를 작동하기 전에 스피커의 작동 전압이 해당 지역의 전압과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구입처: 모든 국가/지역
작동 전압: 100 V – 240 V AC, 50 Hz/60 Hz

마이크로 USB 케이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USB 타입 A 플러그: USB AC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USB 마이크로 B 플러그: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USB AC 어댑터에 대한 주의 사항

AC 콘센트에서 USB AC 어댑터를 분리하려면 USB AC 어댑터를 잡고 빼십시오.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USB AC 어댑터 연결 또는 분리 시 먼저 스피커를 끄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 및 마이크로 USB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스피커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른 USB AC 어댑터 또
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속된 USB AC 어댑터 및 마이크로 USB 케이블은 이 스피커 전용입니다. 다른 장치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책장이나 붙박이장과 같이 갇힌 공간에 USB AC 어댑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뜨거워지는 현상에 대하여

충전 시 또는 장시간 스피커 사용 시 스피커 및 USB AC 어댑터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조작에 대하여

스피커가 정밀하게 조절됩니다.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다음 위치에는 스피커를 두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사광선, 열원 근처 또는 조명 장치 아래와 같은 고온의 장소
창문이 밀폐된 자동차(특히 여름)
욕실 같이 습기가 있는 장소
과도한 먼지가 날리는 장소 또는 모래 위
자성에 민감한 물건 근처(예: 녹화된 테이프, 시계, 신용 카드)
진동이 심한 장소
평평한 곳에 스피커를 두십시오.
스피커가 제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스피커 근처에 귀중품을 두지 마십시오.
스피커 이동 시 신용 카드와 같이 자성에 민감한 물건을 스피커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스피커가 더러워진 경우 부드러운 헝겊에 세제를 약간 묻혀서 닦으십시오. 알코올, 벤젠 또는 시너를 사용하여 캐비닛
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스피커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 스피커는 방수 기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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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사용 시간은 환경 및 작동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 배
터리 사용 수명이 짧아집니다.
스피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충전된 배터리의 사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몇 회 충전한 후 충전량이 정
상으로 복구됩니다.
장기간 스피커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성능을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스피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충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고온의 장소에서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충전이 중단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사용 수명이 끝난 것입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가까운 Sony 대리점
에 문의하십시오.
의문점 또는 문제가 있을 경우 본 가이드를 읽은 후 가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스피커를 폐기할 때는 반드시 초기화하여 모든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하십시오.

Wi-Fi 네트워크의 MAC 주소는 본 스피커 바깥쪽 바닥(USB AC 어댑터 표면)에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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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BLUETOOTH 무선 기술이란?

BLUETOOTH 무선 기술은 PC 및 디지털 카메라 같은 디지털 장치 간에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근거리 무선 기술
입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은 약 10 m 이내의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두 개의 장치만 연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장치는 동시에 여러 장치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 시 케이블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적외선 기술처럼 장치끼리 서로 마주 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
한 장치를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LUETOOTH 표준은 전세계 수천 개의 회사에서 지원하는 국제 표준이며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통신 범위

최대 통신 범위는 다음 조건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 간에 사람, 금속 또는 벽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스피커 근처에서 무선 LAN 장치를 사용 중인 경우.
스피커 근처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 중인 경우.
전자파가 방출되는 장치를 스피커 근처에서 사용 중인 경우.

다른 장치로부터 간섭

BLUETOOTH 장치 및 무선 LAN(IEEE802.11b/g/n)은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피커를 무선 LAN 장치 근처에
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 간섭이 발생하여 통신 속도가 느려지거나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연결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무선 LAN 장치에서 10 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스피커를 사용하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LAN 장치로부터 10 m이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선 LAN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다른 장치 간섭

BLUETOOTH 장치에서 방출되는 극초단파는 전자 의료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스피커와 다른 BLUETOOTH 장치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인화성 가스가 발생되는 곳, 병원, 기차, 비행기 또는 주유소
자동문 또는 화재 경보기 근처

참고 사항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려면 연결하려는 BLUETOOTH 장치와 스피커의 프로파일이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파일이 동일하더라도 장치 주요 제원에 따라 장치의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십시오.

BLUETOOTH 무선 기술의 특징으로 인해 전화 통화나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에는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사운드가 BLUETOOTH 장
치에서 재생되는 사운드보다 약간 늦게 재생됩니다.

이 스피커는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BLUETOOTH 표준을 따르는 보안 기능을 지원합니
다. 그러나 설정에 따라 보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LUETOOTH 무선 기술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주의하십시오.

Sony는 BLUETOOTH 통신 도중 정보 노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LUETOOTH 기능을 지원하는 장치는 Bluetooth SIG에서 지정한 BLUETOOTH 표준을 준수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장치가 위에서 언급한 BLUETOOTH 표준을 따르더라도 장치의 기능 또는 주요 제원에 따라 일부 장치가 연결되지 않거나 올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피커와 연결된 BLUETOOTH 장치, 통신 환경 또는 사용 환경에 따라 노이즈나 사운드 끊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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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LDAC란?

LDAC는 Sony에서 개발한 오디오 코딩 기술로, BLUETOOTH 연결을 통해서도 하이 레졸루션(Hi-Res) 오디오 콘텐츠의
전송이 가능합니다. SBC와 같은 다른 BLUETOOTH 호환 코딩 기술과 달리, Hi-Res 오디오 콘텐츠의 다운 변환 없이 작동
하고*1, BLUETOOTH 효율적인 코딩과 최적화된 패킷화 방식으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탁월한 음질로 다른 기술보다 약
세 배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2.

참고 사항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높은 비트 전송률에서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DAC를 사용하여 비디오를 보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사이에 약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DSD 형식 콘텐츠 제외*1
990 kbps(96/48 kHz) 또는 909 kbps(88.2/44.1 kHz)의 비트 전송률이 선택된 경우 SBC(Subband Coding)와 비교 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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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음성 안내에 대하여

스피커 상태에 따라 스피커에서 다음과 같이 음성 안내가 출력됩니다.

참고 사항
이 스피커의 음성 안내는 영어로만 출력됩니다.

BLUETOOTH 기능

"Bluetooth pairing"(Bluetooth 페어링)

무선 서라운드/무선 스테레오 기능

"Wireless stereo"(무선 스테레오)
"Start connecting"(연결 시작)
"Disconnected"(연결 끊김)
"Left"(왼쪽)
"Right"(오른쪽)

스피커 추가 기능

"Speaker Add"(스피커 추가)
"Connected"(연결됨)
"Disconnected"(연결 끊김)
"Double Mode"(더블 모드)
"Left"(왼쪽)
"Right"(오른쪽)

배터리 잔량

"Battery fully charged"(배터리 만충전)
"Battery about 80%"(배터리 약 80%)
"Battery about 60%"(배터리 약 60%)
"Battery about 40%"(배터리 약 40%)
"Battery about 20%"(배터리 약 20%)
"Battery level low, please charge"(배터리 잔량 부족, 충전하십시오.)
"Battery level low"(배터리 잔량 부족)(스피커 충전 중)

힌트

"Sony | Music Center"의 메뉴에서 [Settings] – [Power Option] – [BATT Level (Voice)] – [Off]를 선택하면 배터리 잔량에 대한 음성
(BATT Level)을 끌 수 있습니다.

관련 항목
BLUETOOTH 장치와 무선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 스피커를 후면 스피커로 사용(무선 서라운드)
스피커 2개 연결(무선 스테레오)
스피커 2개 연결(스피커 추가 기능)
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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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상표

Google, Android, Google Play, Chromecast built-in 및 기타 마크 및 로고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Windows Media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본 제품은 Microsoft Corporation의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Microsoft 또는 공인 Microsoft 자회사의 라이센스
없이 본 제품 이외에서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iPhone 및 iPod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Made for iPod" 및 "Made for iPhone"은 전자 부품이 각각 iPod 또는 iPhone에 연결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으며
Apple 성능 표준을 충족하도록 개발자에 의해 인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Apple은 본 기기의 작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
며, 안전 및 규제 표준을 준수할 의무도 없습니다. iPod 또는 iPhone에서 이 부품을 사용하면 무선 성능에 영향을 줄 수
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App Sto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Wi-Fi®, Wi-Fi CERTIFIED 로고, Wi-Fi Protected Access®(WPA) 및 Wi-Fi Alliance®는 Wi-Fi Alliance의 등록 상표입니
다.
Wi-Fi CERTIFIED™, Wi-Fi Protected Setup™, WPA™ 및 WPA2™는 Wi-Fi Alliance의 상표입니다.
MPEG Layer-3 오디오 코딩 기술 및 특허는 Fraunhofer IIS 및 Thomson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N-Mark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NFC Forum,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BLUETOOTH® 워드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가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Sony Corporation은 라이센스 하에
이러한 마크를 사용합니다. 기타 상표 및 상호는 해당 소유자의 상표입니다.
"Xperia" 및 "Xperia Tablet"은 Sony Mobile Communications AB의 상표입니다.
WALKMAN 및 WALKMAN 로고는 Sony Corporation의 등록 상표입니다.
LDAC™ 및 LDAC 로고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DLNA™, DLNA Logo 및 DLNA CERTIFIED™는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상표, 서비스 마크 또는 인증 마크입
니다.
Spotify 및 Spotify 로고는 Spotify Group의 상표입니다. 
Spotify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있는 타사 사용 허가권을 따릅니다: 
https://www.spotify.com/connect/third-party-licenses
"DSEE" 및 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ClearAudio+ 및 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본 도움말 안내에 나오는 기기 이름과 제품 이름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조업체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도움말 안
내에서는 ™ 및 ® 마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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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한 정보

무선 네트워크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새 버전이 발견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자동 검색의 타이밍 또는 수동 업데이트 방법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을 참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의 최신 버전은 아래 URL을 참조하십시오.
http://rd1.sony.net/help/speaker/sl/16/

관련 항목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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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의 사항

라이센스에 대한 주의 사항
본 스피커에는 Sony가 해당 저작권자와 라이센스 계약 하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ony는 소프트웨
어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나오는 라이센스 내용을 읽으십시오.

GNU/GPL/LGPL 적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주의 사항
본 스피커에는 다음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 또는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LGPL")가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공된 GPL 또는 LGPL의 약관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를
획득, 수정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권한이 고객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에 나오는 소프트웨어의 소스 코드는 웹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려면 다음 URL에 액세스하여 모델 이름 "SRS-HG10"을 선택하십시오.
URL: http://oss.sony.net/Products/Linux/
Sony는 소스 코드의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업데이트에 대한 주의 사항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본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가 자동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려면 스마트폰, iPhone 등에 설치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이 기능
을 비활성화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안정적인 사용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
능을 비활성화해도 여전히 수동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및 작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가 작
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고지 사항
타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고 없이 변경, 지연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Sony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 정책
스피커에는 스피커의 사용 상태를 수집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참조하십시오.
URL: http://policies.sony.net/vs/01/index.html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위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기반으로 정보 수집과 관련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미동의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합의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 변경이 있는 경우:
"Sony | Music Center"에 연결된 경우 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미동의를 선택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동의/미동의를 화
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미동의가 설정된 경우:
"Sony | Music Center"의 주요 메뉴에서 [Settings] - [Conditions of use of the device] - [Share usage data]를 선택하여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미동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ony | Music Center"가 비활성화된 경우:
스피커를 초기화하여 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미동의를 미설정 상태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는 방법
은 "스피커 초기화"를 참조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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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고객 지원 웹사이트

스피커에 대한 지원 정보를 보려면 다음 지원 홈 페이지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188

http://www.sony.eu/support
http://esupport.sony.com/US
http://esupport.sony.com/CA/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피커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이 도움말 안내에서 문제의 증상을 찾아 제시된 해결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스피커를 연결하고 배터리를 1시간 이상 충전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면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스피커를 재설정한 후에 볼륨, 기능 및 사운드
설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를 초기화하십시오.
스피커의 모든 설정이 출고 시 기본값으로 복원됩니다. 모든 페어링 정보와 모든 네트워크 설정이 삭제됩니다.

고객 지원 웹사이트에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항목
스피커 초기화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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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를 켜거나 내장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내장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USB AC 어댑터가 스피커와 AC 콘센트에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스피커를 재설정한 후에 볼륨, 기능 및 사운드
설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스피커 재설정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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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의 버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버튼이 일절 작동되지 않고, (전원) 버튼으로 스피커를 끌 수 없는 경우는
스피커가 보호 모드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스피커를 재설정한 후에 볼륨, 기능 및 사운드
설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항목
배터리 충전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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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전원이 갑자기 꺼집니다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기능이 활성화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 볼륨이 낮은 경우 등 특정한 환경에서는 15
분 후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사용하려면 연결된 장치의 볼륨을 올리거나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기능을 끄
기로 설정하십시오.

관련 항목
자동 전원 끄기(자동 대기) 모드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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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스피커가 보호 모드이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다음을 확인해보십시오: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계속 깜박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업데이트가 재시작됩니다. 스피커를 껐다
가 다시 켠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버튼이 일절 작동되지 않고 (전원) 버튼을 눌렀는데도 스피커가 꺼지지 않습니다. 
스피커가 보호 모드 상태입니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전원)
표시등이 계속 깜박이면 가까운 Sony 대리점이나 본 스피커를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항목
배터리 충전
스피커의 버튼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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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CHARGE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이용한 스피커 사용

배터리 부족.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 및 USB AC 어댑터를 통해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고 1시간 이상 충
전하십시오.

부속된 마이크로 USB 케이블 및 USB AC 어댑터를 통해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

스피커가 충전에 실패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CHARGE 표시
등이 계속 깜박이면 가까운 Sony 대리점이나 본 스피커를 구입한 상점에 문의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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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한쪽 스피커에서만 사운드가 들립니다/사운드 레벨이 낮습니다

스피커와 연결된 장치가 모두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와 연결된 장치의 볼륨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연결된 장치에서 음악이 재생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장치가 AUDIO IN 잭에 연결되어 있으면 오디오 케이블(무저항)의 양쪽 스테레오 미니 플러그가 스피커와 연결된 장치
에 단단히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AUDIO IN 잭에 연결된 장치가 모노인 경우 왼쪽 스피커에서만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스피커를 금속 물체에서 떨어진 위치에 두십시오.
스피커 사용 중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CHARG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
속된 USB AC 어댑터를 연결하거나, 스피커를 끄고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고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끄고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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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왜곡됩니다/스피커 출력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소음이 들립니다

연결된 장치의 볼륨이 너무 크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재생 파일에 따라 사운드 볼륨 레벨이 다를 수 있으
므로 연결된 장치의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연결된 장치의 이퀄라이저 기능이 켬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를 전자레인지나 Wi-Fi 기능이 있는 TV나 라디오 등과 같은 다른 무선 장치에서 떨어진 위치에 두십시오.
CHARG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면 USB AC 어댑터를 연결하여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내장 라디오 또는 튜너가 있는 장치를 스피커에 연결하면 방송이 수신되지 않거나 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스피커
를 장치에서 더 멀리 떨어진 위치에 두고 방송이 만족스럽게 들리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를 소음 발생원에서 멀리 이동하십시오.
스피커를 다른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노이즈 필터가 있는 시판되는 AC 전원 연장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잡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금속 물체에서 떨어진 위치에 두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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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용 중에 볼륨이 작아집니다

스피커 사용 중에 배터리 잔량이 부족한 경우 CHARG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
속된 USB AC 어댑터를 연결하거나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장시간 높은 볼륨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 AC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배터리 잔량이 부족해지고 볼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고장이 아닙니다. 이 경우 스피커를 끄고 스피커를 1시간 이상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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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네트워크의 다른 장비가 스피커를 찾거나 인식할
수 없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장치에서 동일한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른 IP 주소를 사용하십
시오.
홈 네트워크가 2개 이상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이 스피커와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정확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스피커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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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와 스피커를 더 가까이 배치하고 설정을 다시 수행
하십시오.
스마트폰, iPhone 등에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Wi-Fi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경우 스마트폰, iPhone 등을
Wi-Fi 네트워크에 먼저 연결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의 SSID 스텔스 모드가 꺼짐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더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전자레인지, BLUETOOTH 또는 디지털 장치 등 2.4 GHz 주파수 대
역을 사용하는 장치는 Wi-Fi 통신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이러한 장치로부터 떨어뜨리거나 해당 장치를 끄십
시오.
본 스피커는 IEEE 802.11a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4 GHz 대역(11b, 11g 및 11n) 또는 5 GHz 대역(11a 및 11n)에 연
결합니다.
홈 네트워크가 2개 이상 있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이 스피커와는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정이 정확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스피커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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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Wi-Fi 연결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올바른 SSID를 선택한 경우).

무선 라우터에 대해 올바른 SSID를 선택했는데도 스피커가 연결되지 않으면 입력한 암호(암호화 키)가 올바른지 확인
하십시오.
암호(암호화 키)는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대소문자를 바르게 입력했는지 확인하십시오. 멀티바이트 문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싱글바이트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실수하기 쉬운 문자 예제:
"I(대문자 I)" 및 "l(소문자 L)"
"0(숫자 0)" 및 "O(대문자 O)"
"d(소문자 D)" 및 "b(소문자 B)"
"9(숫자 9)" 및 "q(소문자 Q)"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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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UPDATE/WPS 버튼을 사용하여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 중인 경우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 등의 그룹화를 취소하십시오.
스피커에 연결된 PC를 사용하여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를 검색한 후에 네트워크를 설정하십시오(액세스 포인트
검색).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의 펌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비프음이 들릴 때까지 UPDATE/WPS 버튼을 2초 정도 길게 누르십시오.
무선 라우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무선 라우터에서 Wi-Fi Protected Setup (WPS) 버튼이 올바로 작동하고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에 따라 Wi-Fi Protected Setup (WPS) 버튼을 몇 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를 무선 라우터에 더 가깝게 배치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에 Wi-Fi Protected Setup (WPS) 버튼이 있는 경우 이 방법으로 Wi-Fi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설정이 정확하면 다음과 같이 해보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스피커를 끄고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전원을 켜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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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PC 음악 재생 응용 프로그램의 장치 목록에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PC에 사전 설치된 일부 소프트웨어는 스피커를 오디오 출력 장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를 "Windows Media Player" 등의 오디오 출력 장치로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와 PC가 라우터의 동일한 SSID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C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가 목록에 나타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화벽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방화벽 소프트웨어의 사용 설명서나 도움말 안내를 참조
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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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Sony | Music Center"의 장치 선택 화면에 스피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스마트폰, iPhone 등의 Wi-Fi 네트워크 설정을 켬으로 설정합니다.
무선 라우터의 프라이버시 구분자 기능이나 네트워크 분리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라우터가 스피커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라우터에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의 사
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스피커와 스마트폰, iPhone 등이 무선 라우터의 동일한 SSID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바람직한 네트워크 연결의 예
(스피커( )와 스마트폰, iPhone 등( )이 무선 라우터의 동일한 SSID에 연결되어 있고( ) 따라서 동일한 네트워
크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iPhone 등이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나쁜 네트워크 연결의 예
(스피커( )와 스마트폰, iPhone 등( )이 모바일 라우터 등 무선 라우터의 다른 SSID에 연결되어 있고( ) 따라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습니다.)
이 경우 스마트폰, iPhone 등이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스피커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와 스마트폰,
iPhone 등이 BLUETOOTH를 통해 연결된 경우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스피커에 연결된 SSID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203



: 인터넷
: 모뎀
: 라우터
: 스피커
: 스마트폰, iPhone 등

스피커와 스마트폰, iPhone 등을 직접 하나의 라우터에 연결하기 어려우면 인프라 모드로 설정된 네트워크 허브 또는
Wi-Fi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연결을 분배합니다(예를 들어, 스피커와 다른 방에 있는 스마트폰, iPhone 등의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는 경우).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예를 들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입주자가 라우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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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를 음악 서비스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와 스피커를 더 가까이 배치하고 설정을 다시 수행
하십시오.
제공업체에 따라 인터넷 연결이 하나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연결이 점유 상태이면 스피커가
연결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통신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스마트폰, iPhone 등을 잠시 껐다가 다시 켠 다음 "Sony | Music Center"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활성화된 음악 응용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iPhone 등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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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컨트롤러가 스피커를 찾을 수 없습니다(컨트롤러가 스피커의 콘텐츠를 검색할 수 없음).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와 스피커를 더 가까이 배치하고 설정을 다시 수행
하십시오.
컨트롤러와 스피커가 무선 라우터의 SSID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에서 멀티캐스트 컨트롤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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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음악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홈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가 스피커를 작동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를
끔으로 설정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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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끊깁니다

DLNA 서버가 과부하 상태입니다. 실행 중인 모든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십시오.
무선 신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 등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보안 방법이 WEP 또는 WPA/WPA2-PSK(TKIP)로 설정된 경우 IEEE802.11n 호환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에서 Wi-
Fi 네트워크의 통신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려지면 보안 방법을 WPA/WPA2-PSK(AES)로 변경하십시
오. 
암호화(보안) 체계는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Wi-Fi 신호 강도(수신 감도) 확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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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스피커와 네트워크 장치가 홈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파일이 호환되지 않거나 서버에서 삭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버가 스피커에서 지원되지 않는 오디오 형식으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려고 시도합니다. 서버에서 오디오 형식 정
보를 확인하십시오.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에서 멀티캐스트 컨트롤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무선 라우터/액세스 포인트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오디오가 출력되는 데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서버가 스피커의 액세스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스피커의 액세스를 허용하도록 서버의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서버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항목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209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마트폰, iPhone 등을 페어링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 간의 거리를 1 m 이내로 좁히십시오.

BLUETOOTH 표시등이 흰색으로 빠르게 깜박이지 않는 경우, 음성 안내가 들릴 때까지 표시등/  PAIRING 버튼이
있는 EXTRA BASS 버튼을 길게 누르면 BLUETOOTH 표시등이 흰색으로 빠르게 깜박이기 시작합니다(초당 세 번).
스피커를 AC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스피커의 배터리를 만충전하십시오.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iPhone/iPod touch 또는 PC의 네트워크 설정을 재설정하면 스피커를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페어링 절차를 다
시 수행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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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원터치(NFC)로 스피커를 BLUETOOTH 장치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 잠금이 작동된 경우 연결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화면 잠금을 취소하십시오.
NFC 호환 장치가 반응할 때까지 NFC 호환 장치를 스피커 가까이에 두십시오. 그래도 연결에 실패하면 NFC 호환 장
치를 스피커의 N-Mark 위로 천천히 이동하십시오. 화면 안내를 따릅니다.
NFC 호환 장치의 NFC 기능이 켬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NFC 호환 장치가 케이스에 든 경우 케이스를 제거하십시오.
NFC 수신 감도는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원터치로 스피커를 NFC 호환 장치와 연결하는 데 계속 실패하면 화면 조작으
로 연결하십시오.
장치가 NFC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다음 URL에 액세스하십시오.
유럽 고객의 경우:
http://www.sony.eu/support
미국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US
캐나다 고객의 경우:
http://esupport.sony.com/CA/
기타 다른 국가/지역 고객의 경우:
http://www.sony-asia.com/section/support

(전원) 표시등이 꺼진 경우 스피커가 절전 모드로 들어간 것이므로 스마트폰으로 터치해서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스피커를 켜서 (전원) 표시등이 깜박임에서 점등으로 바뀐 후 스마트폰으로 다시 터치하십시오.

관련 항목
호환 BLUETOOTH 장치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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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BLUETOOTH)

스피커에 PC를 연결하는 경우 PC의 오디오 출력 설정이 BLUETOOTH 장치에 대해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가 BLUETOOTH 장치와 BLUETOOTH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를 다시 페어링하십시오.
BLUETOOTH 장치와 스피커의 볼륨을 확인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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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왜곡됩니다/스피커 출력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나 소음이 들립니다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에 대해 "안정적 연결 우선"을 선택하십시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를 서로 가깝게 이동하십시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제거
하십시오.
BLUETOOTH 연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장소에서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사운드가 왜곡되고 연결이 실패할 수 있습니
다.

스피커와 BLUETOOTH 장치 간에 금속 또는 벽 등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무선 LAN 장치나 전자레인지 또는 전자파가 방출되는 장치가 스피커 근처에서 사용되는 경우.

스마트폰/iPhone/iPod touch에서 실행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 많으면 이러한 장치 작동에 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BLUETOOTH 신호 전송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을 시도하여 사운드 끊김, 윙윙거림 또는 잡음을
개선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을 모두 닫습니다.
스마트폰/iPhone/iPod touch를 재부팅하고 BLUETOOTH를 통해 스피커에 다시 연결합니다.

일부 BLUETOOTH 장치의 무선 재생 품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치가 이 기능과 호환되는 경우, 음질보다 안정적
연결에 우선 순위를 두는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 부속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장치의 이퀄라이저 기능이 꺼짐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관련 항목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재생 품질 선택(코덱)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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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지원되지 않는 USB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USB 장치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환 USB 장치"의 URL을 참조하고 지원
되는 USB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USB 장치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재생할 수 없습니다.
사운드를 건너뜁니다.
잡음이 있습니다.
사운드가 왜곡됩니다.

관련 항목
호환 USB 장치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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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USB)

USB 장치가 올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USB 장치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연결된 PC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PC에서 음악 재생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FUNCTION 버튼을 눌러 USB 모
드를 제외한 다른 모드로 변경하면 PC의 응용 프로그램과 스피커 간에 연결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음악
재생 프로그램의 사용 설명서나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FUNCTION 버튼을 눌러 USB 모드 이외의 다른 모드로 변경한 후 FUNCTION 버튼을 다시 눌러 USB 모드로 변경하
십시오.

관련 항목
각 부분과 조작 버튼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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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잡음이 나거나 사운드가 튀거나 왜곡됩니다

지원되지 않는 USB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호환 USB 장치"의 URL을 참조하고 지원되는 USB 장치를 사용하십시
오.
스피커를 끈 다음 USB 장치를 다시 연결하고 스피커를 켜십시오.
음악 데이터 자체에 잡음이 포함되었거나 사운드가 왜곡됩니다. 음악에 포함된 노이즈가 전송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러한 경우에는 USB 장치에서 음악 파일을 삭제하고 USB 장치에 다시 원본 음악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매번 동일한 재
생 위치에서 소음이나 왜곡된 사운드가 발생하면 음악 데이터가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인코딩 시 사용된 비트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USB 장치에서 음악 파일을 삭제하고 USB 장치에
더 높은 비트 전송률로 다시 원본 음악 파일을 복사하십시오.

관련 항목
호환 USB 장치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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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재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이 스피커에서 지원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지원되지 않는 USB 장치가 연결되었습니다. "호환 USB 장치"의 URL을 참조하고 지원되는 USB 장치를 사용하십시
오.

관련 항목
호환 USB 장치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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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재생이 첫 번째 트랙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결된 장치에서 재생 모드를 일반 재생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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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새로 출시된 경우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스피커의 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
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업데이트 전에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 등의 그룹화를 취소하십시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되면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업데
이트됩니다. 이 기능은 스피커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이것
은 기본 설정입니다.

힌트

UPDATE 표시등은 스피커 뒷면에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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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업데이트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자동 업데이트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본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커가 자동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스마트폰, iPhone 등에서 "Sony | Music Center"를 시작하고 [Settings] 메뉴에서 [System]을 설정합니다. 
스피커의 자동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Auto Update])은 작동됩니다. [Auto Update]가 비활성화된 경우 설정을 활
성화로 변경하십시오.
한밤중 같이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또는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일 때 업데이트가 수행
됩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
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하려면
스마트폰, iPhone 등에 설치된 "Sony | Music Center"를 사용하여 [Settings] 메뉴에서 [Auto Update]를 비활성화합니
다.
하지만 이 기능을 비활성화하더라도 중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표시등 및 버튼이 다음에 설명된 대로 깜박이는 경우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업데이트가 재시작됩니다. 스피커를 껐다가 다시 켠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
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힌트

UPDATE 표시등의 깜박임 횟수는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이고 하나씩 줄어든
다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끄지 마십시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된 경우 스피커의 UPDATE 표시등이 주황
색으로 점등됩니다.

[Auto Update] 설정과 무관하게 스피커가 새 소프트웨어 버전을 감지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Auto Update]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에도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항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3분 ~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업데이트하는 동안 USB AC 어댑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와 AC 콘센트의 연결
을 유지하십시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만으로 켜진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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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는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됩니다.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경우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일 때 UPDATE/WPS 버튼을 눌러 업데이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
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취소하면 UPDATE 표시등이 다시 점등됩니다.

관련 항목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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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에서 새 소프트웨어 버전이 감지된 경우 스피커의 UPDATE 표시등
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이 경우 아래 단계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재생 중인 음악이 중단됩니다. BLUETOOTH 연결도 끊깁니다.

업데이트를 위한 준비
스피커가 다음과 같은 상태일 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중에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는 경우
업데이트가 실패했습니다.
스피커를 끈 다음 다시 켜십시오. 업데이트가 재시작됩니다. 스피커를 껐다가 다시 켠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
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힌트

UPDATE 표시등의 깜박임 횟수는 업데이트 진행 상황을 나타냅니다. 처음에는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이고 하나씩 줄어든
다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꺼집니다. 업데이트 중에 스피커를 끄지 마십시오.

참고 사항
업데이트는 일반적으로 3분 ~ 10분 정도 걸립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동안 USB AC 어댑터 및 네트워크를 통해 스피커와 AC 콘센트의 연결을 유지하십시오. 스피커가 내장 배터리만으
로 켜진 경우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스피커가 USB AC 어댑터를 통해 AC 콘센트에 연결된 경우에만 업데이트됩니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1.

Wi-Fi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스피커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2.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경우 비프음이 날 때까지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스피커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
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처음으로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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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하는 경우 UPDATE 표시등이 네 번 깜박일 때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눌러 업데이트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데이트를 취소하면 UPDATE 표시등이 다시 점등됩니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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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최신 소프트웨어 검색

스피커에는 Wi-Fi 네트워크를 통해 최신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고 스피커가 이를 검색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됩니다.
네트워크 서버에 액세스가 몰려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스피커별로 검색 시간대가 다릅니다. 최신 소
프트웨어 릴리스를 수동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최신 소프트웨어를 수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부속된 USB AC 어댑터를 사용하여 AC 콘센트에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장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 중인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스피커가 Wi-Fi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LINK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는지 확인합니다.
무선 서라운드 기능 또는 무선 스테레오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그룹을 취소합니다.
UPDATE 표시등이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되면 스피커가 최신 소프트웨어를 검색할 준비가 된 것이고, 다음 절차는 조작할 수 없습니
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스피커 뒤쪽의 UPDATE/WPS 버튼을 누릅니다.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이고*1, NETWORK 표시등이 점등되고,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었는지에
대한 검색이 스피커에서 시작됩니다.

1

UPDATE 표시등이 다음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꺼짐: 이 스피커의 소프트웨어가 최신 버전입니다.
주황색으로 점등: 최신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었습니다.
"Sony | Music Center"로 활성화되도록 스피커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기능을 설정한 경우 한밤중
또는 스피커가 BLUETOOTH/네트워크 대기 모드일 때처럼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때 스피커가 소프트웨
어를 업데이트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즉시 업데이트하는 경우 단계를 진행하고 수동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재생이 중단되고 BLUETOOTH 연결이 끊깁니다.

2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점등된 경우 비프음이 날 때까지 UPDATE/WPS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업데이트 중에는 스피커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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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업데이트 방법 2: 인터넷을 통한 수동 업데이트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UPDATE 표시등이 꺼지고 스피커가 자동으로 BLUETOOTH/NETWORK 모드로
들어갑니다. 
업데이트 후 스피커를 켜면 UPDATE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세 번 깜박입니다.

확인이 즉시 완료됩니다. 따라서 깜박이는 표시등을 볼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분 정도 기다리십시
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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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재설정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스피커의 (전원) 버튼을 8초 이상 길게 눌러 스피커를 재설정합니다.
–스피커가 켜지지 않습니다. 
–스피커가 켜져 있지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스피커가 재설정되고 꺼집니다. 
스피커를 재설정하면 일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재설정한 후에 볼륨, 기능 및 사운드 설정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
다.

시동 모드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까운 Son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226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h.ear go 2 (SRS-HG10) 

스피커 초기화

스피커가 켜진 상태에서 +(볼륨) 버튼과 SET UP 버튼을 동시에 4초 이상 길게 누릅니다.

해당 조작을 스피커가 수신하면 NETWORK 표시등, BLUETOOTH 표시등, USB 표시등 및 AUDIO IN 표시등이 동시에 흰
색으로 점등되고 초기화가 시작됩니다. 초기화는 60초 ~ 8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 (전원) 표시등이 녹색으로 점
등되고 초기화가 완료됩니다. 초기화 후 BLUETOOTH 페어링 정보 및 네트워크 설정이 삭제됩니다.

참고 사항
스피커를 초기화하면 iPhone/iPod touch 또는 PC를 BLUETOOTH로 연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Phone/iPod
touch 또는 PC에서 스피커의 페어링 정보를 삭제한 다음 페어링 절차를 다시 수행하십시오.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227



도움말 안내

무선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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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스피커의 폐기 또는 양도

본 스피커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스피커의 정보를 지우십시오. 반드시 초기화하여 모든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
로 재설정하십시오.
음악 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업체가 스피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
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정보를 삭제하십시오.
스피커에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본 스피커를 폐기하는 경우 가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관련 항목
스피커 초기화

4-735-503-51(2) Copyright 2018 Son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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