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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주의
감전 위험

열지 마십시오

주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커버(또는 뒤 커버)를 열거나 분해하지 마
십시오. 기기 내부에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이 있는 서비스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 표시는 "위험 전압"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감전의 위

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상해를 입

을 수도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경고: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본체를 비나 습기 등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중요 안전 지침
1.  본 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2.  본 설명서를 보관하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4.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5.  본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만 청소하십시오.

7.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8.   라디에이터, 난방 장치, 히터 또는 열을 발산하는 기타 기기(앰프 포

함) 등의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플러그, 소켓이 기기에 연결된 지점과, 특히 플러그, 소켓이 집히거나 

밟히지 않도록 전원 코드를 보호하십시오.

10.   제조업체에서 규정한 부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

십시오.

11.   제조업체에서 규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된 카

트, 스탠드, 삼각 , 받침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

십시오.

   카트를 사용하는 경우, 카트와 기기를 함께 이동

할 때 카트가 뒤집어져 부상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12.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나 번개가 칠 때는 기기의 플러그를 분리해 

두십시오.

13.  모든 정비는 자격을 갖춘 정비 기술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기기에 액체가 엎질러졌거나 물

체가 떨어진 경우, 또는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정상적으

로 작동하지 않거나 바닥에 떨어진 경우 등 어떤 식으로든 기기가 손

상된 경우에는 수리해야 합니다.

14. 건전지를 직사광선, 불 등의 과도한 열원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주의:
본 제품을 전원에서 완전히 분리하려면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분리하십

시오.

메인 플러그는 본 기기에 한 전원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사용되

며 사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적합성 선언
 당사는 당사의 전적인 책임 하에 본 선언이 적용되는 본 제품이

  EN60065, EN55013, EN55020, EN61000-3-2, EN61000-3-3, 

EN300328, EN301489-01, EN301489-17 및 EN50371 표준을 준

수함을 선언합니다.

  유럽 전기제품에 한 저전압 지침 2006/95/EC 및 EMC 지침 

2004/108/EC, EC 규정 1275/2008 및 에너지 관련 제품(ErP)에 

한 기본 지침 2009/125/EC 규정을 준수합니다.

재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본 제품의 포장재는 재생 및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포

장재를 폐기할 때는 현지의 재활용 법규를 준수하십

시오.

본 기기를 폐기할 때는 현지의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건전지는 무단 폐기하거나 소각하지 말고 건전지 폐기 

관련 현지 법규에 따라 처분하십시오.

본 제품과 건전지를 제외한 부속품은 WEEE 법령에 따

라 해당 제품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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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 시 주의사항

경고

•  고온을 피해 설치하십시오.

 선반 설치 시에는 충분한 방열을 참작하십시오.

•  전원 코드를 주의해서 다루어 주십시오.

 코드를 뽑을 때에는 플러그 손잡이를 잡고 뽑아 주십시오.

•  기기에 수분, 습기 및 먼지 등이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코드를 뽑아 두십시오.

•  방열구를 막지 마십시오.

•  이물질이 기기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기기 가까이에 벤젠, 시너 및 살충제를 두지 마십시오.

•  기기를 함부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  신문, 책상보 또는 커튼 등으로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  촛불과 같은 화기를 기기 근처에 놓지 마십시오.

•  건전지 폐기에 한 현지 규정을 준수하고 따르십시오.

•  본체에 액체를 튀기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  꽃병 등과 같이 액체가 채워진 물체를 기기 위에 놓지 마십시오.

•  젖은 손으로 메인 코드를 잡지 마십시오.

•  스위치가 OFF (STANDBY) 위치에 있더라도 장비 주전원이 완전히 꺼

진 것은 아닙니다.

•  전원 공급이 쉽도록 전원 공급원과 가까운 곳에 장비를 설치해야 합

니다.

•  직사광선 또는 히터 부근과 같이 고온에 노출된 장소에 배터리를 보

관하지 마십시오.

 설치 시 주의사항

벽면

열이 적절하게 발산되기 위해 본 기기를 책장 등과 같은 비좁은 공
간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0.1 m 이상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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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marantz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 설명서를 주의해서 읽어 보십시오.

이 사용 설명서를 읽은 후 향후 참고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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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오디오 ..................................................................... 46

용어 설명 ..................................................................................48

고장이라 생각되면 .....................................................................50

 마이크로프로세서 재설정 ........................................................ 54

제품 사양 .................................................................................. 54

부속품
제품과 함께 다음과 같은 부속품이 제공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시작하기 ...............................................................................  1

2 CD-ROM (사용 설명서) .........................................................  1

3 안전 지침 ..............................................................................  1

4 전원 코드 ..............................................................................  1

5 리모콘(RC002NA)  ................................................................  1

6 R03/AAA 건전지 ................................................................... 2

7 오디오 케이블 ........................................................................  1

8 원격 커넥터 케이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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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DSD 파일 재생
본 기기는 USB B 타입을 통해 DSD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도너츠 형태 변압기
본 기기에는 기존 변압기와 비교하여 진동과 자기 누출이 적은 도너츠 

형태 변압기가 있습니다. 링 형태 코어의 재료 및 제조 공정이 진동을 

정확히 제어하는 반면, 변압기의 페리미터에 부착한 쇼트링은 자기 누

출을 줄입니다.

대용량 블록 커패시터
음향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선별된 용량 4700 μF 커패시터가 오디

오 전원 공급 회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고급 필름 커패시터 및 전해
질 커패시터
본 기기에는 오디오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최고급 모델에서 사용되는 필

름 커패시터와 전해질 커패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저소음 저왜곡 필터 회로 및 차별화된 입력 형식 HDAM
이 있는 고속 HDMASA2 형식 출력 앰프 

이중 레이어 섀시 

고급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커넥터

D/A 컨버터로 사용
본 기기의 D/A 컨버터를 사용하면 외부 기기 또는 컴퓨터에서 본 기

기에 입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변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위상이 반전될 수 있는 아날로그 출력 신호
본 기기의 미국 시스템 밸런스 출력을 유럽형 앰프로 밸런스 입력이 

가능하도록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디오 출력 신호 간섭을 최소화하는 주변 회로 차단 기
능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와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주변 회로의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기기에는 디지털 출력 회로, 디스플레이 및 조명등

을 끄는 주변 회로 차단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필터 전환 기능
DSD 파일 및 PCM 파일에서 재생하는 동안에 두 가지 유형의 필터 특

성 사이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각기 다른 음악의 미묘한 차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및 음악 스트리밍 지원
AirPlay® 지원(☞ 34페이지)

오디오 네트워크용 DLNA 버전 1.5 지원

온라인 음악 지원(Last.fm, Spotify 포함)

고음질 오디오 재생 WAV/FLAC/ALAC (Apple 무손
실 오디오 코덱) 지원

갭리스 재생 지원
음악 파일 간 끊김 없이 재생(WAV/FLAC만 해당)

본 기기가 대기 모드로 전환된 후에도 iPod 자동 감지 
및 충전

iPad®, iPhone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기본 조
작을 실행할 수 있는 "Marantz Remote App"

3줄로 표시 가능한 OLED (Organic Light Emitting 
Diode: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절전을 위한 자동 대기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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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시 주의사항

•  전원을 켜기 전에
  모든 연결부가 제 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결 케이블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십시오.

•  본 기기가 기 모드로 설정되어 있더라도 일부 회로에는 전원이 공급

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우거나 휴가를 떠나는 경우 전

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 두십시오.

•  수증기 응축에 대하여
  기기 내부와 주변간의 온도 차이가 큰 경우 기기 내부에 이슬이 맺혀서 

기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원을 끄고 기기를 한 두 시간 방치하여 온도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기다린 후에 기기를 사용하십시오.

•  휴대전화 사용 시 주의사항
  본 기기 근처에서 휴 전화를 사용하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런 경우 본 기기에서 멀리 떨어져서 휴 전화를 사용하십시오.

•  본체 이동 시
  전원을 끄고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 주십시오. 그 다음 기

기를 이동하기 전에 다른 시스템 기기와 연결된 케이블을 분리하십시

오.

리모콘 정보

건전지 삽입

1 리모콘의 뒷면 덮개를 엽니다. 2  두 개의 R03/AAA 건전지를 표

시된 방향 로 건전지 함에 넣

습니다.

3 뒷면 덮개를 다시 닫습니다.

    참고    

•  리모콘에는 지정된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  리모콘을 기기 근처에서 조작해도 기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건전지

를 새 건전지로 교체하십시오. (동봉된 건전지는 작동 확인용입니

다. 미리 새 건전지로 교체하십시오.)

•  건전지를 넣을 때는 건전지 함의  및  표시에 따라 건전지 극성

을 맞추어 넣으십시오.

•  리모콘의 손상이나 누액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하던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서로 다른 종류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  단락, 분해, 가열 또는 불 속에 던지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 또는 히터 부근과 같이 고온에 노출된 장소에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 액이 누출된 경우에는 건전지 함 내부를 말끔히 닦아낸 후에 

새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  리모콘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모콘에서 건전지를 빼

두십시오.

•  사용한 건전지는 건전지 폐기에 한 해당 지역의 규정에 따라 폐기

해야 합니다.

•  충전지를 사용하면 리모콘이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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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 정보

리모콘 작동 범위
리모콘 조작 시 리모콘을 리모콘 센서로 향하게 하여 사용합니다.

약 8 m

30° 30°

    참고    

•  리모콘 센서에 직사광선 또는 인버터 타입의 형광등이나 적외선 램프에

서 강한 인공 조명이 비치면 리모콘이 제 로 작동하지 않거나 리모콘 

기능이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기기(모니터, 3D 안경, 3D 송신기 등) 사이에서 무선 통신 신호

(적외선 신호 등)를 전송하는 3D 비디오 기기를 사용하면 무선 통신 신

호 간섭으로 인해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기기의 3D 통신 방향 및 거리를 조절하여 이들 신호에 리모콘 작동

이 영향을 받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Marantz Remote App
Marantz Remote App은 iPhone, iPod touch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전

용으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홈 네

트워크에 연결된 marantz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iPhone, 

iPod touch 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이 앱을 설치하여 본 기기를 제

어할 수 있습니다.

•  양방향으로 통신합니다.

•  Marantz Remote App은 Apple 앱 스토어 또는 Google Play 스토어에

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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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준비
여기서는 본 기기의 연결 및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연결 방법 ☞ 6페이지

● 설정 ☞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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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

R

L

RL

AUDIO

RL
IN

AUDIO

RL

BALANCED

L R
IN

AUDIO

RL

RL

연결 방법

    참고    

•  모든 코드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전원 코드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연결 시에는 다른 기기의 사용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  좌우 채널이 맞는지 확인한 후 연결하십시오(Left는 왼쪽, Right는 오

른쪽).

•  전원 코드를 연결 케이블과 함께 여러 겹으로 말지 마십시오. 허밍이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앰프의 PHONO 입력 커넥터에 기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에 사용되는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동봉품)

오디오 케이블

오디오 케이블(별매품)

밸런스 오디오 케이블

광 케이블

동축 디지털 케이블

아날로그 연결

UNBALANCED

앰프

 BALANCED 단자
   본 기기의 BALANCED 단자에는 프로페셔널 장비에 폭넓게 사용되

는 XLR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커넥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3핀 구조를 통해 외부 노이즈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음악 신호

를 밸런스 신호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분리 가능한 로킹 메커니즘이 커넥터 작동을 최소화하고 연결 신뢰

도를 강화합니다.

   프로페셔널용 XLR 커넥터는 다음 두 시스템 중 하나로 내부에 연결

되어 있습니다. 본 기기는 미국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   미국 시스템(2 PIN=COLD 3 PIN=HOT)

원격 커넥터 케이블

iPod 케이블

USB 케이블

케이블(별매품)

LAN 케이블

모노 미니 플러그 케이블

BALANCED

BALANCED 
단자

  •  유럽 시스템(2 PIN=HOT 3 PIN=COLD)

   유럽 시스템을 사용하는 제품을 밸런스 케이블로 본 기기와 연결하

는 경우, 재생된 신호의 위상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반전을 교정하려면 메뉴 설정에서 "Phase"를 "Inverted"로 설정합니

다(☞ 1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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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XIAL
IN

OPTICAL
IN

COAXIAL
OUT

OPTICAL
OUT

디지털 연결
연결 시 시중에서 판매하는 광 디지털 케이블 또는 동축 디지털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오디오 출력
본 기기에 AV 리시버 및 D/A 컨버터와 같은 디지털 장비를 연결하여 본 

기기에서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즐기십시오.

AV 리시버 / 
D/A 컨버터

또는

    참고    

•  DSD 신호 재생 중에는 디지털 오디오 출력이 정지됩니다.

•  디지털 오디오 출력은 "Digital Out" 메뉴(☞ 18페이지)에서 켜고 끌 

수 있습니다.

 광 디지털 출력 커넥터를 광 전송 케이블(별매품)과 
연결하는 경우

모양에 맞게 끝까지 밀어 넣으십시오.

디지털 오디오 입력
CD 트랜스포트 또는 디지털 오디오 출력이 장착된 기기를 본 기기에 연

결하면 본 기기를 D/A 컨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9페이지 "D/A 

컨버터로 사용").

CD 트랜스포트 / 
디지털 장치

또는

    참고    

•  샘플링 주파수가 32 kHz, 44.1 kHz, 48 kHz, 64 kHz, 88.2 kHz, 96 

kHz, 176.4 kHz 또는 192 kHz인 Linear PCM 신호가 본 기기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  Dolby Digital, DTS, AAC 등과 같은 Linear PCM 신호 이외의 신호를 

본 기기에 입력하지 마십시오. 잡음이 발생하여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

습니다.

PC 연결
시중에서 판매하는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본 기기 후면 패널의 USB 포

트에 컴퓨터를 연결하면 본 기기를 D/A 컨버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9페이지 "D/A 컨버터로 사용").

B 타입

연결 기기 커넥터의 모양에 

맞는 플러그

A 타입

미디어 플레이어가 

설치된 컴퓨터

    참고    

•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기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m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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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네트워크에 연결(LAN)
•  본 기기를 사용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홈 네트워크(LAN) 음악 파일과 

인터넷 라디오 등의 음악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웹 제어 기능을 사용하면 컴퓨터에서 본 기기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  marantz 웹사이트에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pdate" (☞ 1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네트워크 설정에 한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설정[Network]"

(☞ 15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유선 LAN

인터넷

라우터 

모뎀

WAN 쪽으로

LAN 포트로

LAN 포트로 

컴퓨터

LAN 포트/
이더넷 
커넥터

인터넷 연결에 대해서는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컴퓨터 판매
점에 문의하십시오.

필요한 시스템

 광대역 인터넷 연결

 모뎀
  광 역 회로에 연결되어 인터넷 상에서 통신하는 기기입니다.

  라우터가 통합된 유형도 사용 가능합니다.

 라우터
   본 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 라우터를 사용할 것

을 권장합니다.

  •  내장형 DHCP 서버

이 기능은 LAN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지정해 줍니다.

  •  내장형 100BASE-TX 스위치

여러 기기를 연결할 때 속도가 100 Mbps 이상인 스위칭 허브를 사

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AN 케이블(CAT-5 이상 권장)
  •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차폐형 STP 또는 ScTP LAN 케이블만 사용하

십시오.

  •  납작한 형태의 일부 LAN 케이블은 잡음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표준형 케이블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인터넷 제공업체와 계약한 회선에 한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경우 "네트워크 연결("DHCP" 설정이 "Off"인 경우)"(☞ 15페이지)에

서 설정하십시오.

•  본 기기의 경우 DHCP 및 자동 IP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자동으

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광 역 라우터의 DHCP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본 기기를 사용하면 

본 기기는 IP 주소 설정과 기타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본 기기를 DHCP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연결("DHCP" 설정이 "Off"인 경우)"(☞ 15페이지)

에서 IP 주소 등을 설정하십시오.

•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 네트워크 관리자로 설정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ISP에 문의하십시오.

•  이미 광 역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상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사용할 수 있는 라우터의 종류는 ISP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ISP나 컴퓨터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  marantz는 고객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연결된 기기로 인한 문제 또는 

통신 오류에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기기는 PPPoE와 호환되지 않습니다. PPPoE로 설정된 회선 유형을 

계약한 경우에는 PPPoE 호환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  컴퓨터의 LAN 포트/이더넷 커넥터에 직접 이더넷 커넥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오디오 스트리밍을 감상하려면 오디오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라우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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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치 연결 

RS-232C
정비할 외부 제어 장치 또는 다른 기기를 연결합니다. 

(연결 시 직선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외부 제어 장치

FLASHER IN
본 기기에 연결된 컨트롤 박스나 기타 제어 장치로 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박스 또는 제어 장치

GND

신호

모노 미니 플러그 케이블

FLASHER IN 단자를 사용하려면 리모콘 스위치를 

"INT."로 설정하십시오.

리모콘 단자 연결
본 기기가 marantz 앰프에 연결된 경우 Marantz Remote App 또는 웹 제어 기능(☞ 37페이지)을 사용하여 

본 기기에서 앰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앰프에서 수신되는 리모콘 신호를 사용하여 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연결
   동봉된 원격 연결 케이블을 사용하여 본 기기

의 REMOTE CONTROL IN 터미널을 앰프의 

REMOTE CONTROL OUT 터미널에 연결합니다.

 설정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본 기기 후면 패널의 리모

콘 스위치를 "EXT."로 설정합니다.

  •  이 설정은 본 기기의 원격 센서 수신을 비활성화

합니다.

  •  기기를 조작하려면 리모콘을 앰프의 원격 센서

로 향하게 하십시오.

본 기기를 앰프에 연결하지 않고 사용하려면 리모콘 

스위치를 "INT."로 설정하십시오.

"EXT."로 설정 본 기기

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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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코드 연결
모든 연결이 완료된 후에 전원 플러그를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가정용 전원 콘센트로

(AC 220 V, 60 Hz)
전원 코드

(동봉품)

    참고    

•  플러그를 제 로 꽂으십시오. 제 로 연결하지 않으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기가 작동 중일 때는 전원 코드를 뽑지 마십시오.

•  본 기기에 동봉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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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메뉴 맵

 설정 항목  상세 항목  설명  페이지

Quick Setup (빠른 설정)

Quick Setup (빠른 설정)

마법사 방식의 윈도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설정을 지

정합니다.

조작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작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

General (일반) Language (언어)  언어를 설정합니다.  12

Auto-Standby (자동 대기)  
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기기 전원을 기로 설정

합니다. 
12

Firmware 
(펌웨어)

Update (업데이트)  펌웨어를 업데이트합니다.  12

Notification (안내)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 안내 켜기/끄기를 설정합니다.  13

Add New Feature 
(새 기능 추가) 

다운로드 가능한 새 기능을 표시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14

Network (네트워크) Network Information (네트워크 정보)  네트워크에 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Network Control (네트워크 제어)  기 모드에서 네트워크 기능에 한 켜짐/꺼짐 설정을 

지정합니다.  
17

Friendly Name (네트워크 이름)  인터넷에 표시되는 이름을 편집합니다.  17
Last.fm Display (Last.fm 표시)  메뉴에서 Last.fm 표시를 해제합니다.  17

Settings (설정) 유선 LAN에 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15

DHCP (On) (DHCP (켜
짐)) 또는 DHCP (Off) 
(DHCP (꺼짐))  

DHCP 설정을 지정합니다.  15

IP Address (IP 주소)
Subnet Mask 
(서브넷 마스크) 

Gateway (게이트웨이)
Primary DNS (1차 DNS)
Secondary DNS 
(2차 DNS) 

Proxy (프록시)  

Test Connection 
(테스트 연결)  

IP 주소 설정을 지정합니다.  

서브넷 마스크 설정을 지정합니다.  

게이트웨이 설정을 지정합니다.  

1차 DNS 설정을 지정합니다.  

2차 DNS 설정을 지정합니다.  

프록시 설정을 지정합니다.  

유선 LAN 연결 설정을 지정합니다.  

15

15

15

15

15

16

15

Audio (오디오) Noise Shaper (노이즈 쉐이퍼)  노이즈 쉐이퍼 설정을 지정합니다.  18

DC Filter (DC 필터) DC 필터 설정을 지정합니다.  18

Digital Out (디지털 출력)  디지털 출력 설정을 지정합니다.  18

Phase (위상)  위상 설정을 지정합니다.  19

"DHCP" 설정(☞ 15페이지)이 "Off"인 경우에 표시됩니다.

 메뉴 조작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

레이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

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여 변경
하려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  메뉴의 상단으로 돌아가려면 메뉴 조작 중에 HOME을 누르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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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설정 
[Quick Setup]

•  "Quick Setup"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작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  "Quick Setup" 메뉴를 취소했거나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Menu" - "Quick Setup"을 실행하십시오.

일반 설정[General]

Language (언어)
메뉴를 표시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  기본 설정은 "English"입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여 
"General" - "Language"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일반 설정[General]

Auto-Standby (자동 대기)
본 기기가 정지 상태인 경우 30분 동안 신호가 입력되지 않거나 본 기기

를 조작하지 않으면 본 기기는 자동으로 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여 
"General" - "Auto-Standby"를 선
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
다.
"Select Auto-Standby" 메뉴가 나타납니

다.

3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설정이 입력됩니다.

    참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기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  소스가 "iPod" (Direct mode) 또는 "AirPlay"인 경우

Firmware (펌웨어)

 Update (업데이트)
 •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광 역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환경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8페이지).

 •  펌웨어 업데이트 조작은 본 기기의 전원을 켜고 최소한 2분이 경과한 

후에 실행하십시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
여 "General" - "Firmware" - 
"Update"를 선택한 후 ENTER 또
는 ▷를 누릅니다.

 Check For Update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업데이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략적인 시간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Update Start       업데이트 절차를 실행합니다.

•  업데이트에 실패하면 본 기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재시도하지만 

업데이트가 계속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 메시지 중 하나가 표시됩

니다. 디스플레이에 아래와 같이 표시되는 경우 설정과 네트워크 환

경을 확인한 후 다시 업데이트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
Updating fail  업데이트 실패

Login failed  서버에 로그인하지 못했습니다.
Server is busy   서버가 사용 중입니다.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

도하십시오.
Connection fail  서버에 연결하는 중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Download fail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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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General]

 웹 화면에서 업데이트
   "웹 제어 기능"(☞ 37페이지)을 사용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PC에서 사전에 "웹 제어 기능"(☞ 37페이지) 

설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공되는 업데이트 파일에 한 정보는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

시오.

1 "웹 제어 기능"(☞ 37페이지)의 5단계에서 4를 클릭합
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PC에 표시됩니다.

약 1분 동안 기다립니다.

웹 브라우저에 본 기기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액세스할 수도 있

습니다.

       [웹 디스플레이]

[본 기기의 화면 디스플레이]

2  다음 화면이 PC에 표시되면 "Choose File" (1) 버튼을 
클릭하고 업데이트 파일을 선택한 후 "Upload"(2) 버튼
을 클릭합니다.

3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OK" (3)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참고    

업데이트 중에는 본 기기를 조작하지 마십시오.

4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업데이트가 완료됩니다.

버튼 이름은 PC에 사용되는 OS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Notification (안내)

 Update (업데이트) 
"Update"로 최신 펌웨어가 발표되면 본 기기의 메뉴 화면에 안내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광 역 인터넷(☞ 8페이지)에 연결하십시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
여 "General" - "Firmware" - 
"Notification" - "Update"를 선택
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Update Notification" 메뉴가 표시됩니

다.

3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On   업데이트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ff   업데이트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는 동안 ENTER를 누르면 "Check For Update"

가 표시됩니다. ("Update"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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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General]

 Upgrade (업그레이드) 
"Add New Feature"로 다운로드 가능한 펌웨어가 발표되면 본 기기의 메

뉴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광 역 인터넷(☞ 8페이지)에 연결하십시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
여 "General" - "Firmware" - 
"Notification" - "Upgrade"를 선택
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Upgrade Notification" 메뉴가 표시됩

니다.

3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On   업그레이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Off   업그레이드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는 동안 ENTER를 누르면 "Add New Feature"가 

표시됩니다. ("Add New Feature"에 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4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안내 메시지를 삭제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Add New Feature (새 기능 추가)
 •  새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광 역 인터넷에 연결하는 데 필요한 환

경과 설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8페이지).

 •  새 기능 추가 조작은 본 기기의 전원을 켜고 최소한 2분이 경과한 후에 

수행하십시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

이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General" - 
"Firmware" - "Add New Feature"
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
릅니다.

Upgrade Status   업그레이드로 제공된 추가 기능의 목록을 표시

합니다.

Upgrade Start  업그레이드 절차를 실행합니다.

•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면 "Update" (☞ 12페이지)와 동일한 에러 메

시지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설정과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한 후 

다시 업데이트하십시오.

Upgrade ID   절차를 실행할 때는 이 화면에 표시된 ID 번호가 

필요합니다.

업데이트에 한 자세한 내용은 marantz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절차가 완료되면 "Registered"가 표시되고 업데이트를 실행할 수 있습니

다. 절차가 실행되지 않으면 "Not Registered"가 표시됩니다.

["Update"와 "Add New Feature"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지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  인터넷에 광 역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업데이트/업그레이드 절차

를 완료하는 데는 약 20분이 소요됩니다.

•  업데이트/업그레이드가 시작되면 업데이트/업그레이드가 완료될 때까

지 본 기기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습니다.

•  펌웨어를 업데이트/업그레이드하면 본 기기에 설정되어 있는 파라미터 

등의 백업 데이터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에 실패한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십시오. 디스플레이에 "Update Retry"가 나타나고 업데이트를 실패

한 지점부터 업데이트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도 에러가 계속되

면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  "Update" 기능 및 "Add New Feature"에 한 정보는 관련 계획이 정의

될 때마다 marantz 웹사이트에 발표됩니다.

•  "Update" 또는 "Add New Feature"로 사용 가능한 새로운 펌웨어가 발

표되면 메뉴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안내 메시지를 표시하

지 않으려면 "Update" (☞ 13페이지) 및 "Upgrade" (☞ 14페이지)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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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Network]
•  "Quick Setup" 조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작하기"를 참조
하십시오.

•  "Quick Setup" 메뉴를 취소했거나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Menu" - "Quick Setup"을 실행하십시오.

유선 LAN 연결
이 절차를 사용하여 유선 LAN 설정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DHCP" 설정이 "On"인 경우)

   광 역 라우터의 DHCP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본 기기를 사용하

면 본 기기는 IP 주소 설정과 기타 설정을 자동으로 수행합니다.

1  LAN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8페이지 "홈 네트워크에 연결
(LAN)" - "유선 LAN").

2  (켜짐/대기)를 눌러 본체 전원을 
켭니다.

3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4  △▽ 및 ENTER를 사용하여 "Network" - "Settings" - 
"DHCP (On)"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lect DHCP" 메뉴가 표시됩니다.

5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tup Ethernet" 메뉴가 나타납니다.

6  △▽를 사용하여 "Test Connecti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Wait for the network to connect..."가 표시되고 본 기기는 LAN 

연결을 시작합니다.

 •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Connected!"가 표시됩니다.

 •  연결할 수 없으면 "Connection Failed"가 표시됩니다. 1~6 단계를 다

시 실행하십시오.

사용하는 공급업체에 따라 네트워크 연결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결을 수동으로 설정하려면 "네트워크 연결("DHCP" 설정이 

"Off"인 경우)"의 설정 절차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연결
("DHCP" 설정이 "Off"인 경우)

   이 섹션에서는 DHCP 기능이 없는 네트워크에 본 기기를 연결할 때

의 설정에 해 설명합니다.

  

   설정을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네트워크 관리자로 설정 세부 항목을 확

인하십시오.

1  "네트워크 연결"("DHCP" 설정이 
"On"인 경우) 절차의 1~4 단계를 
실행하고 5단계에서 "Off"를 선택
합니다.
"Setup Ethernet" 메뉴가 나타납니다.

2 △▽를 사용하여 "IP Address"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
니다.
"Enter IP Address" 메뉴가 표시됩니다.

3 △▽▷ 또는 0~9를 사용하여 IP 주
소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4 △▽▷ 또는 0~9를 사용하여 "Subnet Mask", 
"Gateway", "Primary DNS" 및 "Secondary DNS"의 주
소를 입력합니다.

5  △▽를 사용하여 "Test Connecti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Wait for the network to connect..."가 표시되고 본 기기는 LAN 

연결을 시작합니다.

  •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Connected!"가 표시됩니다.

  •  연결할 수 없으면 "Connection Failed"가 표시됩니다. 1~5 단계를 다

시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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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Network]

 Proxy settings (프록시 설정)
  프록시 서버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할 때 이들 설정을 구성합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 및 ENTER를 사용하여 
"Network" - "Settings" - "Proxy"
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
릅니다.
"Setup Proxy" 메뉴가 나타납니다.

3 "Proxy(On)"가 나타나면 5단계로 
진행합니다. 
"Proxy(Off)"가 나타나면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lect Proxy" 메뉴가 표시됩니다.

4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tup Proxy" 메뉴가 나타납니다.

5  △▽를 사용하여 "Proxy (Address)" 또는 "Proxy 
(Name)"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lect Type" 메뉴가 표시됩니다.

6  △▽를 사용하여 "Address" 또는 "Name"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tup Proxy" 메뉴가 나타납니다.

7  △▽를 사용하여 "Address" 또는 "Name"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Enter Proxy Address" 또는 "Enter Proxy Name" 메뉴가 표시됩

니다.

8 △▽▷ 또는 0~9, +10을 사용하여 주소 또는 이름을 입
력하고 ENTER를 누릅니다.
"Setup Proxy" 메뉴가 나타납니다.

9 △▽를 사용하여 "Port"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Enter Proxy Port" 메뉴가 표시됩니다.

10  △▽▷ 또는 0~9를 사용하여 포트를 입력한 후 ENTER
를 누릅니다.
프록시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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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Network]

기타 네트워크 설정

 Network Control (네트워크 제어)
  기 중에 네트워크 기능 켜기/끄기를 설정합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Network" - 
"Network Control"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Network Control"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On   기 중에 네트워크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네트워크 호환 컨

트롤러로 본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완료

되기까지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  "Network Control"이 "On"으로 설정되면 전원 표시등은 주

황색으로 켜집니다.

    •  기 상태일 때 더 많은 전력이 소비됩니다(소비 전력: 3 W).

 Off   기 중에 네트워크 기능을 중지합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완

료되기까지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  기 상태일 때 최소한의 전력이 소비됩니다(소비 전력: 0.3 

W).

   •  이 설정이 기본 설정입니다.

4  MENU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Friendly Name (네트워크 이름)
   Friendly Name (이름 표시)은 네트워크에 표시되는 본 기기 이름입

니다(최  63문자).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Network" - 
"Friendly Name"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Friendly Name"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이름(Marantz NA-11S1)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4  네트워크 이름을 편집합니다.

  •  문자 입력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이름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

3단계에서 "Default"를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Last.fm Display (Last.fm 표시)
  메뉴에 Last.fm 항목을 표시할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Network" - 
"Last.fm Display"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Last.fm Display"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Show" 또는 "Hide"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how  Last.fm 항목이 표시됩니다.

 Hide  Last.fm 항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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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Audio]
본 기기에는 음질 조정 기능이 내장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재생 음질을 즐

길 수 있습니다. 

•  이 설정은 전원이 꺼져도 계속 유지됩니다.

Noise Shaper (노이즈 쉐이퍼)
디지털 피드백을 사용하여 가청 역의 저음 선형성과 노이즈 특성을 개

선합니다.

측정된 값에는 차이가 없지만 음질이 변경되어 사용자가 좋아하는 음질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

이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Audio" - "Noise 
Shaper"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Noise Shaper"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On" 또는 "Off"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참고    

32 kHz 샘플링 주파수 소스와 DSD를 재생하는 동안에는 노이즈 쉐이퍼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DC Filter (DC 필터)

이 필터는 노이즈 특성이 매우 낮은 오디오가 레코딩된 음악 소스를 재생

할 때 과도한 스피커 진동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차단 주파수는 

1.7 Hz로 설정됩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

이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Audio" - "DC 
Filter"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DC Filter"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On" 또는 "Off"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참고    

•  32 kHz 샘플링 주파수 소스와 DSD를 재생하는 동안에는 DC 필터 기

능이 비활성화됩니다.

•  "Noise Shaper", "DC Filter" 및 필터 특성에는 최종 메모리 기능이 있

습니다. 이들 설정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메모리에 그 로 유지됩니다.

Digital Out (디지털 출력 설정)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

이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Audio" - 
"Digital Out"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Digital Out"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On" 또는 "Off"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  "Digital Out"이 "Off"로 설정되면 디스플레이에 디지털 출력 꺼짐 표시

등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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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Audio]

Phase (아날로그 출력 위상 전환)

밸런스 출력의 출력 신호 위상을 전환합니다. 본 기기의 밸런스 출력은 

미국 시스템을 따릅니다. 위상이 다른(반전된) 유럽 시스템 앰프로 밸런

스 출력을 실행하려면 이 설정을 "Inverted"로 설정해야 합니다.

1 MENU를 누릅니다.
메뉴 설정 모드가 활성화되고 디스플레이

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1페이지 

"메뉴 맵").

2  △▽를 사용하여 "Audio" - 
"Phase"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Phase" 메뉴가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Normal" 또는 "Inverted"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Normal  미국 시스템입니다.

 Inverted  유럽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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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작동
여기서는 본 기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 준비 ☞ 21페이지

● 재생 중 가능한 조작 ☞ 21페이지

●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 23페이지

● 즐겨찾기 기능 ☞ 29페이지

● iPod 재생 ☞ 30페이지

● USB 메모리 저장 장치 재생 ☞ 32페이지

● AirPlay 기능 ☞ 34페이지

● 원격 재생 기능 ☞ 36페이지

● 웹 제어 기능 ☞ 37페이지

● D/A 컨버터로 사용 ☞ 39페이지

● 기타 기능 ☞ 4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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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이 섹션에서는 재생 작동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준비

전원 켜기

 (켜짐/대기)를 누릅니다.
전원이 켜지고 STADNBY 표시등이 꺼집니다.

•  본체의  ON/STANDBY를 눌러 전원을 기 

모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 후 본 기기의 전원을 처음 켜면 "Quick Setup" 메뉴가 시작합니

다. "Quick Setup" 조작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시작하기"를 참

조하십시오.

•  "Quick Setup" 메뉴를 취소했거나 네트워크 환경을 변경한 경우에는 

"Menu" - "Quick Setup"을 실행하십시오.

전원을 대기 모드로 전환

 (켜짐/대기)를 누릅니다.
기기가 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  STANDBY 표시등

일반 기: 적색

"Network Control" - "On" : 주황색

iPod 충전 기 : 주황색

    참고    

전원이 기 모드에 있더라도 일부 회로에는 전원이 계속 공급됩니다. 오

랜 기간 동안 집을 비우는 경우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아 두십

시오.

 전원 완전히 끄기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재생 중 가능한 조작

입력 소스 선택

 본체를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1 INPUT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입력 소스 선택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2  △▽를 눌러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입력 소스가 전환됩니다.

본 기기에서 iPhone/iPod touch에 저장된 음악 파일 및 iTunes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AirPlay 기능").

 Favorites Call Internet Radio  Music Server  Last.fm  Spotify

 Menu  Optical  Coaxial  PC USB

 리모콘을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입력 소스 선택 버튼(INTERNET RADIO, 
MUSIC SERVER, ONLINE MUSIC, 
USB, DIGITAL IN)을 누릅니다.
•  원하는 입력 소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IGITAL IN을 누를 때마다 입력 소스는 다음과 

같이 전환됩니다.

PC  Coaxial

Optical

•  ONLINE MUSIC을 누를 때마다 입력 소스는 다음과 같이 전환됩니

다.

Spotify  Last.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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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중 가능한 조작

슬립 타이머 설정
이 기능을 사용하여 지정된 시간(분) 이후 전원을 자동으로 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슬립 타이머는 10분 간격으로 최  90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생 중에 SLEEP을 누르고 설정 시간을 
선택합니다.
약 3초 후에 설정이 입력되고 디스플레이가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슬립 타이머 취소
SLEEP을 눌러 "Sleep ▶ OFF"를 선택하거나  (켜짐/ 기)를 누

릅니다.

 슬립 타이머가 작동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
면

  SLEEP을 누릅니다.

조명등 설정 전환

본체의 메인 패널 양측에 있는 조명등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  기본 설정은 "On"입니다.

DIMMER를 2초 이상 누릅니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켜짐/꺼짐 설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켜짐  꺼짐

•  본체의 DIMMER를 눌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전환

DIMMER를 누릅니다.

•  DIMMER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 밝기가 아래와 같이 조정됩니

다.

100%  70%

꺼짐  40%

•  디스플레이 밝기가 "꺼짐"으로 설정되면 디스플레이에 DISPLAY 

OFF 표시등이 켜집니다.

디스플레이 밝기가 "꺼짐"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버튼을 조작하면 디스플

레이가 일시적으로 "100%" 밝기로 켜집니다.

헤드폰으로 감상

헤드폰 단자(PHONES)에 헤드폰(별매품)을 연결합니다.

 볼륨 조절 
본체의 LEVEL을 돌립니다.

    참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볼륨을 지나치게 올리지 

마십시오.

필터 특성 전환
2가지 필터 특성 유형은 DSD 소스용과 PCM 소스용으로 선택할 수 있습

니다. 2가지 필터 특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터 
유형

PCM 소스 DSD 소스

필터 1

프리 에코와 포스트 에코 모

두에 해 짧은 임펄스 응

답을 제공합니다. 용량이 큰 

정보 콘텐츠 오디오에 적합

합니다. 명확하게 정의된 오

디오 소스의 위치 관계로 깊

은 사운드 이미지를 생성

합니다.

DSD 데이터(SACD 레코딩 신

호)에 비해 필터링이 없는 다이

렉트 모드입니다. 오리지널 소

스 데이터가 원래의 질감 및 공

간과 함께 그 로 재생됩니다.

필터 2

이 필터는 비 칭 임펄스 응

답을 제공합니다. 포스트 에

코가 프리 에코보다 약간 더 

깁니다. 아날로그 음질과 유

사합니다.

100 kHz를 초과하는 DSD 데이

터는 감쇠됩니다. 일반 위상 신

호와 반전 위상 신호에도 DAC

가 제공됩니다(각각 23개씩). 

비 칭 DAC 작동이 해상도에 

우선 적용되므로 사운드가 보

다 부드러워집니다.

FILTER를 누릅니다.
•  버튼을 누를 때마다 설정은 아래와 같이 2가지 

모드(필터 1/필터 2)를 순환합니다.

필터 1  필터 2

    참고    

"Noise Shaper", "DC Filter" 및 필터 특성에는 최종 메모리 기능이 있습

니다. 이들 설정은 전원이 꺼지더라도 메모리에 그 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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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이 절차를 수행하면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파일이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

국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기능 정보(☞ 46페이지)

 음악 서버 정보(☞ 46페이지)

 Last.fm 정보(☞ 47페이지)

 Spotify 정보(☞ 47페이지)

인터넷 라디오 청취

1  재생을 준비합니다.
 1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한 후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21페이지 "전원 켜

기").

   2  설정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Network]"(☞ 15페이지)을 실행합니

다.

2  INTERNET RADIO를 눌러 입력 소
스를 "Internet Radio"로 전환합니
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

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를 눌러 재생하려는 항목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4  방송국 목록이 표시될 때까지 3단계를 반복합니다.
방송국 목록이 표시됩니다.

  •  표시할 수 없는 문자는 "." (마침표) 또는 " " (공백)으로 체됩니다.

5 △▽를 눌러 방송국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
릅니다.
버퍼링이 "100%"에 도달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  인터넷에는 수많은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 있으며, 트랙의 비트 레이

트는 물론 이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의 질도 매우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 레이트가 높을수록 음질도 높아지지만 통신선과 서버 

트래픽에 따라 스트리밍 중인 음악 신호 또는 오디오 신호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반 로 비트 레이트가 낮으면 음질이 낮아지지만 사운드가 

차단되는 경향은 적습니다.

•  방송국이 수신되지 않거나 방송 중이 아닐 때는 "Server Full" 또는 

"Connection Down"이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전환

인터넷 라디오 수신 중에 INFO를 누릅니
다.
방송국 정보 및 신호 형식 비트레이트가 표시됩

니다.

 최근에 재생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Recently Played"에서 최근에 재생한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Recently Played"에는 방송국을 최  2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의 최상위 
메뉴에서 △▽를 눌러 "Recently 
Played"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2 △▽를 눌러 재생하려는 항목을 선
택한 후 ENTER 또는▷를 누릅니
다.

 키워드(영문자)로 방송국 검색

1  △▽를 눌러 "Search by Keyword"
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
릅니다.

2 △▽▷ 또는 0~9, +10을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한 후 ENTER를 누릅
니다.

  • 문자 입력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즐겨찾기로 등록
   즐겨 찾는 인터넷 방송국을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 29페이지).

 인터넷 라디오 조작
 조작 버튼  기능

 FAVORITES ADD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

 FAVORITES CALL  즐겨찾기 목록에서 불러오기

 
△▽◁▷

 커서 조작

  (위/아래/왼쪽/오른쪽)

 ENTER  엔터

 MENU  메뉴

 SEARCH  문자 검색

 ■ 정지

SEARCH를 누른 후 ENTER를 눌러 검색하려는 첫 번

째 문자를 선택하십시오.

목록이 알파벳 순서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검색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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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미디어 공유 설정 적용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통해 NAS 및 PC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설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PC에 저장된 미디어 공유
  미디어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먼저 이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 12 (Windows 7, 

 Windows 8)를 사용하는 경우

    참고    

제어판 화면을 "범주"로 변경한 후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1  PC의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인터넷" - "홈 그룹 및 
공유 옵션 선택"을 선택합니다.

2  "사진, 음악 및 비디오를 홈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로 스
트리밍" 체크 박스를 선택한 후 "미디어 스트리밍 옵션 
선택"을 선택합니다.

3 "Marantz NA-11S1" 드롭다운 목록에서 "허용"을 선택
합니다.

4  "이 PC 및 원격 연결의 미디어 프로그램" 드롭다운 목록
에서 "허용"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Windows Media Player 11을 사용하는 경우 

1  PC에서 Windows Media Player 11을 시작합니다.

2  "라이브러리"에서 "미디어 공유"를 선택합니다.

3 "내 미디어 공유"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Marantz NA-
11S1"을 선택한 후 "허용"을 클릭합니다.

4  3단계에서 실행한 바와 같이 미디어 컨트롤러로 사용하
려는 기기(다른 PC 및 모바일 기기)의 아이콘을 선택한 
후 "허용"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NAS 장치에 저장된 미디어 공유 
미디어 컨트롤러로 사용된 다른 기기(PC 및 모바일 기기)와 본 기기가 

NAS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장치에

서 설정을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NAS와 함께 제공되는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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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PC 및 NAS에 저장된 파일 재생
이 절차를 사용하여 음악 파일 또는 재생목록을 재생합니다.

1  재생을 준비합니다.
 1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한 후 본 기기의 전

원을 켭니다(☞ 21페이지 "전원 켜기").

   2  설정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Network]"(☞ 15페이지)을 실행합니

다.

   3  컴퓨터를 준비합니다(☞ 24페이지 "미

디어 공유 설정 적용", ☞ 46페이지 "음

악 서버 정보").

2  MUSIC SERVER를 눌러 입력 소스를 "Music Server"로 
전환합니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

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를 눌러 재생하려는 파일이 있는 서버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4  △▽를 눌러 검색 항목이나 폴더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5  파일이 표시될 때까지 4단계를 반복합니다.

6  △▽를 눌러 파일을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
니다.
버퍼링이 "100%"에 도달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  음악 파일을 재생하려면 필요한 시스템에 연결하고 특정 설정을 지정해

야 합니다(☞ 8페이지).

•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서버 컨텐츠로 파

일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버 소프트웨어의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  트랙/파일이 표시되는 순서는 서버 사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트랙/파일

이 알파벳 순으로 표시되지 않는 서버 사양에서는 첫 문자를 제 로 검

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Media Player 11 이후 버전과 같은 서버 지원 트랜스코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WMA 비손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무선 LAN으로 연결된 PC 또는 NAS를 사용하여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경우 무선 LAN 환경에 따라 오디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는 유선 LAN으로 연결된 PC 또는 NAS를 사용하여 음악 파일을 재생하

십시오.

 반복해서 재생(반복 재생)
  (☞ 32페이지)

 무순서로 재생(무순서 재생)
  (☞ 32페이지)

 디스플레이 전환

재생 중에 INFO를 누릅니다.
•  INFO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전환됩니

다.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필터 유형/비트 레이트 또는 샘플링 주파수

 음악 서버 조작

 조작 버튼  기능

 FAVORITES ADD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

 FAVORITES CALL  즐겨찾기 목록에서 불러오기

 △▽◁▷ 커서 조작

 ENTER  엔터

 MENU  메뉴

 SEARCH  문자 검색*1

 ,  이전 또는

 (눌렀다 놓음)  다음 파일로 건너뛰기

 ,  파일 빠르게 되감기/

 (길게 누름) 파일 빠르게 감기*2

  재생 / 일시 정지

  정지

 
RANDOM

 무순서 재생

  (☞ 32페이지)*3

 REPEAT 반복 재생

  (☞ 32페이지)

1  SEARCH를 누른 후 ENTER를 눌러 검색하려는 첫 번째 문자를 선

택하십시오.

2  이 기능은 MP3 / WAV / AAC / FLAC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PC에 저장된 파일을 무순서로 재생하는 동안 트랙 재생이 끝날 때

마다 폴더 내의 트랙에서 다른 트랙이 무순서로 선택되어 재생됩니

다.

•  목록이 알파벳 순서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검색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사용 중인 서버에 따라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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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Last.fm 감상
일부 국가에서는 Last.fm 라디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st.fm/hardware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 www.

last.fm/subscribe에서 가입하십시오.

1  재생을 준비합니다.
 1  본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 21페이지 "전원 켜기").

   2  설정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Network]"(☞ 15페이지)을 실행합니

다.

2  ONLINE MUSIC을 눌러 입력 소스
를 "Last.fm"으로 전환합니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  Last.fm 계정이 없으면 ▽를 눌러 "I am 

new to Last.fm"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ENTER 또는 ▷를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 설명에 따라 계정을 만드십시오.

3  Last.fm 계정이 있으면 △▽를 눌러 "I have a Last.fm 
account"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4  △▽▷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

다.

  • 문자 입력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Last.fm 최상위 메뉴가 표

시됩니다.

  • 입력할 수 있는 문자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기호]
[숫자] 

 비밀번호
[소문자]

[대문자]

[기호]

! (공백)
[숫자] 

 사용자 이름

6  △▽를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Popular Tags   지역에서 인기 있는 태그를 재생합니다.

  Popular Artists    지역에서 인기 있는 아티스트 태그를 재생합니

다.

  Your Recent 
Stations 

  최근 방송을 재생합니다.

  

Your 
Recommended 

Radio
  권장하는 라디오를 재생합니다.

  Your Library   라이브러리를 재생합니다.

  Your Friend's 
Radio 

  즐겨 찾는 라디오를 재생합니다.

  Your Top Artists   최상위 아티스트를 재생합니다.

  Search Tag Radio  태그로 방송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Search Artist 

Radio
  아티스트로 방송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7 △▽를 사용하여 방송국을 선택하고 ENTER, ▷ 또는 
를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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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8  재생 중에 ▷를 누르면 다음 메뉴가 표시됩니다.

  Love this track    좋아하는 트랙을 지정하면 Last.fm 추천 목록이 

갱신되며 해당 목록을 유명 소셜 네트워크에서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Ban this track    트랙을 금지하면 해당 트랙이 다시 재생되지 않

습니다. 이 작업은 Last.fm 웹사이트에서 취소

할 수 있습니다.

  Scrobbling    재생한 트랙을 Last.fm 계정으로 전송합니다. 청

취한 음악 차트를 보고 지역 내 새로운 음악과 

이벤트에 한 추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친구

와 청취 내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사

용하여 이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크로블링을 수행할수록 추천 정

보가 향상됩니다.

    참고    

비밀번호는 90문자 이내여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전환

재생 중에 INFO를 누릅니다.
파일 형식/비트레이트, 아티스트 이름 및 앨범명

이 표시됩니다.

 Last.fm 조작

 조작 버튼  기능

 △▽◁▷  커서 조작

 ENTER  엔터

 MENU  메뉴

  다음(큐)

  재생

  정지

Spotify 감상
전세계 새로운 음악을 marantz에서 소개합니다. Spotify로 수백만 곡을 

간편하게 접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Softify Premium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Spotify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potify.com

1  재생을 준비합니다.
 1  본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 21페이지 "전원 켜기").

   2  설정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 설정

[Network]"(☞ 15페이지)을 실행합

니다.

   3  4단계를 완료하여 Spotify 계정을 만

듭니다.

    •  Spotify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Spotify 계정을 사용하십시오.

2  ONLINE MUSIC을 눌러 입력 소
스를 "Spotify"로 전환합니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Spotify 계정이 있으면 ENTER를 누릅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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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4 △▽▷를 사용하여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합니
다.

[대문자/숫자/기호]

[소문자/숫자/기호]

•  Spotify 계정 및 검색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숫자 버튼을 사용하여 

발음 구별 부호가 포함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 글자를 

선택한 후 MODE를 눌러 발음 구별 부호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문자 입력은 40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5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login"을 선택한 
다음 ENTER를 누릅니다.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등록 확인 메시지가 스크롤

됩니다.

  •  계속하려면 ENTER를 누른 후 "[accept]"를 선택하십시오. Spotify 최

상위 메뉴가 표시됩니다. 돌아가려면 ◁를 누르고 "[back]"을 선택하

십시오.

6  △▽를 사용하여 메뉴를 선택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Search   키워드를 입력하여 트랙, 아티스트, 앨범을 검색

합니다.

   What's New  최신 앨범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Starred   별표 표시된 트랙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Playlists  Spotify 재생목록을 표시합니다.

  Accounts   계정을 관리합니다(로그아웃, 신규 사용자 추가, 

사용자로 전환).

7  △▽를 사용하여 방송국을 선택하고 ENTER, ▷ 또는 
를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8  재생 중에 ▷를 누르면 다음 메뉴가 표시됩니다.

  Star this track  선택한 트랙에 별표를 추가합니다.

   Browse "Artist 
name"

  재생 중인 트랙의 아티스트 별로 앨범 목록을 표

시합니다.

  
Browse "Album 

name"
 재생 중인 앨범에 있는 트랙 목록을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 전환

재생 중에 INFO를 누릅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는 아티스트 이름

과 앨범 제목으로 전환됩니다.

 Spotify 조작
 조작 버튼  기능
 HOME  최상위 메뉴로 이동

 △▽◁▷  커서 조작

 ENTER  엔터

 INFO  디스플레이 전환

 ,  다음/이전(큐)

  재생/일시 정지

  정지

 RANDOM  무순서 재생

 REPEAT  반복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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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겨찾기 기능
이 섹션에서는 즐겨찾기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면 즐겨 찾는 방송국과 파일을 즐겨찾기 목록에 

사전에 등록해두고 원할 때면 언제든 방송국이나 파일을 즉시 불러와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불러올 수 있는 컨텐츠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및 음악 서버

입니다.

•  최  50개 항목을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목록에 방송국 또는 파일 등록

1  등록하려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국 또는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FAVORITES ADD를 누릅니다.
"Favorite" 메뉴가 표시됩니다.

2 △▽를 눌러 방송국 또는 파일을 등
록할 번호를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Added to Favorites"가 표시되고 등록이 

완료됩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방송국 또는 파일 불러
오기

1  FAVORITES CALL을 누릅니다.
즐겨찾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2  또는 △▽를 눌러 불러
오려는 파일이나 방송국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해당 기능이 시작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   0~9, +10을 눌러 즐겨찾기 목록에 번호로 등

록된 파일을 불러오십시오.

 재생 중에 등록된 방송국 또는 파일 사이에서 전환하
려면

   또는 △▽를 누릅니다.

즐겨찾기 목록에서 방송국 또는 파일 삭제

1  FAVORITES CALL을 누릅니다.
즐겨찾기 목록이 나타납니다.

2  △▽를 눌러 삭제하려는 파일이나 
방송국을 선택한 후 CLEAR를 누릅
니다.

3 "Delete?" 프롬프트가 나타나면 
ENTER를 누릅니다.
"Deleted"가 표시되고 삭제가 완료됩니다.

 작동을 취소하려면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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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재생
본 기기는 iPod, iPod touch, iPod classic, iPod nano 및 iPhone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iPod (☞ 45페이지)

iPod

iPod을 본 기기에 연결하려면 iPod에 동봉된 iPod 케이블을 사용하

십시오.

    참고    

•  후면 패널의 디지털 입력 USB 포트에 컴퓨터를 연결하십시오. 전면 

패널의 USB 포트에 연결하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는 USB 허브를 경유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는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

시오. 다른 기기와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에 iPhone을 연결할 때는 iPhone과 본 기기 사이의 거리를 

20 c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iPhone과 본 기기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iPhone으로 통화하면 본 기기에서 잡음이 출력될 수 있습

니다.

•  2 m 이상인 iPod 케이블(시중에서 판매하는)을 사용하여 iPod을 연

결하면 사운드가 제 로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품 

iPod 케이블 또는 1 m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  본 기기에 장치를 연결하면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일 읽는 시간은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

이터 양에 따라 다릅니다.

 최  허용 파일 및 폴더 수를 읽는 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의 전원을 끄기 전에 항상 USB 메모리 저장 장치 또는 iPod 

재생을 정지하십시오.

iPod 재생

1  (켜짐/대기)를 눌러 본체 전원을 
켭니다.

2  USB를 눌러 입력 소스를 "USB"로 
전환합니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

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

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3  MODE를 눌러 디스플레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MODE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 모드가 

전환됩니다.

  •  아래 2가지 모드로 iPod에 기록된 내용을 표

시합니다.

  Remote mode  

   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iPod 정보를 표시합니다.

  Direct mode  

   iPod 정보를 iPod 화면에 표시합니다.

   • 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는 "Direct iPod"이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모드 Remote mode Direct mode

디스플레이 위치 본체 iPod 디스플레이

재생 가능한 

파일

오디오 파일

비디오 파일

사용 가능한 

버튼 

리모콘과 

본체

iPod

오디오만 재생됩니다.

•  기본 디스플레이 모드 설정은 "Direct mode"입니다.

4  △▽를 사용하여 항목을 선택한 후 ENTER를 눌러 재생
할 음악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를 누릅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참고    

•  1세  iPod nano 및 iPod video는 Direct mode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marantz는 iPod 데이터 손실에 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iPod 종류와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일부 기능은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iPod 조작
 조작 버튼  기능
 

MODE
 Remote mode와 

  Direct mode 전환

 △▽  커서 조작(위/아래)

 
◁

 메뉴 표시 또는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ENTER 또는 ▷

 선택 사항 입력 또는 

  트랙 재생

  처음부터 트랙 재생/

 (눌렀다 놓음) 다음 트랙 재생

  트랙 빠르게 되감기/

 (길게 누름) 트랙 빠르게 감기

  트랙 재생 / 트랙 일시 정지

  정지

 REPEAT  반복 기능 전환

 RANDOM  셔플 기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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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d 재생

 디스플레이 전환

재생 중에 INFO를 누릅니다.

•  INFO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전환됩니

다(Remote mode에서만).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반복해서 재생(반복 재생)
  (☞ 32페이지)
  (Remote mode에서만)

 무순서로 재생(무순서 재생)
  (☞ 32페이지)

iPod 분리

1  (켜짐/대기)를 눌러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2  USB 포트에서 iPod을 분리합니다.

iPod 충전

USB 포트에 iPhone/iPod을 연결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기 충전
   iPod/iPhone이 충전 중인 상태에서 기기가 전원 기 모드로 전환되

면 기 충전 모드로 전환되어 iPod/iPhone이 계속 충전됩니다. 기 

충전 모드일 때는 전원 표시등은 주황색으로 켜집니다.

   iPhone/iPod이 완충되면 본 기기는 자동으로 충전을 위한 전원 공급

을 중지한 후 일반 전원 기 모드로 전환되고 전원 디스플레이가 적

색으로 켜집니다.

 지원되는 iPod 모델 

•  iPod classic

iPod classic
80GB

iPod classic
160GB (2007)

iPod classic
160GB (2009)

•  iPod nano

iPod nano
3세 (비디오)

4GB 8GB

iPod nano
4세 (비디오)

8GB 16GB

iPod nano
5세 (비디오 카메라)

8GB 16GB

iPod nano
6세

8GB 16GB

iPod nano
7세  

16GB

•  iPod touch

iPod touch
1세

8GB 16GB 32GB

iPod touch
2세

8GB 16GB 32GB

iPod touch
3세

32GB 64GB

iPod touch
4세

8GB 32GB 64GB

iPod touch
5세

32GB 64GB

•  iPhone

iPhone
4GB 8GB 32GB

iPhone 3G
8GB 16GB

iPhone 3GS
8GB 16GB 32GB

iPhone 4
8GB 16GB 32GB

iPhone 4S
16GB 32GB 64GB

iPhone 5
16GB 32GB 64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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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저장 장치 재생

본 기기를 사용하여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음악을 재생할 수 있

습니다.

 USB 메모리 저장 장치(☞ 45페이지)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파일 재생

1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USB 
메모리 저장 

장치

2  (켜짐/대기)를 눌러 본체 전원을 
켭니다.

3  USB를 눌러 입력 소스를 "USB"로 
전환합니다.

  •  본체 버튼을 사용한 입력 소스 선택에 한 

자세한 내용은 "본체를 사용하여 입력 소스 

선택"(☞ 21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4  △▽를 눌러 파일 또는 폴더를 선택
한 후 ENTER 또는 ▷를 누릅니다.

5  △▽를 눌러 파일을 선택한 후 
ENTER, ▷ 또는 를 누릅니
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뉜 경우 최상위 파티

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는 "MPEG-1 Audio Layer-3" 표준에 따라 MP3 파일과 호환됩

니다.

•  marantz는 모든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작동 또는 전원 수신을 보장

하지 않습니다. AC 어댑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유형의 

휴 용 USB 연결형 HD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AC 어댑터를 사용하십

시오.

    참고    

•  USB 메모리 저장 장치는 USB 허브를 경유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본 기기의 USB 포트를 통해 컴퓨터를 연결하

거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는 확장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십시

오. 다른 기기와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를 USB 메모리 저장 장치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marantz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USB 메모리 저장 장치 분리

1  (켜짐/대기)를 눌러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2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통신 표
시등이 깜박이지 않는지 확인한 후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분리합니
다.

    참고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통신 표시등이 깜박일 때는 본 기기에서 USB 메

모리 저장 장치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손상되거

나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재생(반복 재생)

REPEAT를 누릅니다.
반복 재생이 시작됩니다.

•  REPEAT를 누를 때마다 반복 모드는 아래와 

같이 전환됩니다.

한 트랙 반복  모든 트랙 반복

반복 꺼짐

(표시등 꺼짐)

(한 트랙 반복)  한 트랙만 반복 재생합니다.

(전체 트랙 반복)  
현재 재생 폴더 내 모든 트랙이 반

복됩니다.

반복 꺼짐

(표시등 꺼짐)  
일반 재생으로 재생됩니다.

무순서로 재생(무순서 재생)

RANDOM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표시등이 켜지고 현재 재생 폴

더 내 모든 트랙이 무순서로 재생됩니다.

 무순서 재생 취소
  RANDOM을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등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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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저장 장치 재생

 USB 조작
 조작 버튼  기능

 △▽ 커서 조작

 ENTER 또는 ▷ 엔터 / 재생

 ◁ 메뉴 표시 또는 

  이전 메뉴로 돌아가기

 SEARCH  문자 검색1

   이전 또는 다음 파일로 

 (눌렀다 놓음) 건너뛰기

  파일 빠르게 되감기/

 (길게 누름) 파일 빠르게 감기2

  재생 / 일시 정지

  정지

 RANDOM  무순서 재생3

 REPEAT  반복 재생

1   SEARCH를 누른 후 ENTER를 눌러 검색하려는 첫 번째 문자를 선

택하십시오.

2   이 기능은 MP3 / WAV / AAC / FLAC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3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무순서로 재생하는 동안 트

랙 재생이 끝날 때마다 폴더 내의 트랙 중에서 다른 트랙이 무순서로 

선택되어 재생됩니다.

목록이 알파벳 순서가 아닌 경우에는 문자를 검색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디스플레이 전환

재생 중에 INFO를 누릅니다.
•  INFO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전환됩니

다.

아티스트 이름 앨범명

필터 유형/비트 레이트 또는 샘플링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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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Volume

Multiple Speakers

My Computer
This Computer

Marantz NA-11S1
AirPlay Device

AirPlay 기능
가정 어디에서나 고음질로 iTunes 라이브러리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

다.

iPhone, iPod 및 iPad용 Apple Remote 앱을 사용하여 가정에서 

iTunes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Phone, iPod touch 또는 iPad에 저장된 
음악을 본 기기로 직접 스트리밍
"iPhone/iPod touch/iPad"를 iOS 4.2.1 이후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iPhone/iPod touch/iPad"에 저장된 음악을 직접 본 기기로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1 iPhone, iPod touch, iPad music이나 iPod 앱을 시작합
니다.
iPhone, iPod touch 또는 iPad 화면에 가 표시됩니다.

2  AirPlay 아이콘 을 터치합니다.
본 기기에 해 "Network Control" (☞ 17페이지)을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Network Control"이 "On"으로 설정되면 본 기기가 "Network Control 

- Off" 모드로 설정된 경우보다 기 모드에서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

다. 그러나 여전히 소량의 전력을 소비합니다.

3  사용할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본 기기에서 iTunes 음악 재생

1  본 기기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Mac 또는 PC에서 
iTunes 10 이후 버전을 설치합니다.

2  본 기기 전원을 켭니다.
본 기기에 해 "Network Control" (☞ 17페이지)을 "On"으로 설

정합니다.

     참고    

  "Network Control"이 "On"으로 설정되면 본 기기는 기 전력을 보다 많

이 소비합니다.

3 iTunes를 시작하고 창의 우측 하단에 표시된 AirPlay 아
이콘 을 클릭한 후 목록에서 본 기기를 선택합니다.

4  곡을 선택하고 iTunes에서 재생을 클릭합니다.
음악이 본 기기에서 스트리밍됩니다.

 여러 스피커(기기) 선택
   iTunes의 음악을 가정의 여러 스피커로 쉽게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

다.

1  AirPlay 아이콘 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Multiple 
Speakers"를 선택합니다.

2  사용할 스피커를 체크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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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Cancel?

Devices

General Playback Sharing Store Parental Advanced

iTunes is not paired with any Remotes

more than 5%Warn when

Delete Backup ...

Device backups:

Forget All Remotes

Reset Sync History

of the data on this computer will be changed

Prevent iPods, iPhones, and iPads from syncing automatically

Allow iTunes audio control from remote speakers

Devices

AirPlay 기능

 본 기기의 리모콘으로 iTunes 재생
   marantz 리모콘을 사용하여 iTunes를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

고, 다음 또는 이전 트랙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1  메뉴에서 "Edit (편집)" - "Preferences... (기본 설정)"
를 선택합니다.

2  iTunes 설정 창에서 "Devices (장비)"를 선택합니다.

3  "Allow iTunes audio control from remote speakers 
(원격 스피커에서 iTunes 오디오 제어 허용)"를 선택한 
후 "OK (확인)"를 클릭합니다.

•  AirPlay 재생이 시작되면 입력 소스는 "AirPlay"

로 전환됩니다.

•  ◁를 누르거나 다른 입력 소스를 선택하여 

AirPlay 재생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 이름이나 앨범명을 같이 확인하려면 

INFO를 누르십시오.

•  iTunes 사용 방법에 한 정보는 Help for 

iTunes (iTunes 도움말)도 참조하십시오.

•  화면은 OS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AirPlay 재생 중에 USB 커넥터에 iPod을 연결하면 AirPlay 재생이 중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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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재생 기능
홈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PC, NAS, 휴  전화 및 휴 용 오디오 플레이어

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PC, 휴

 전화 및 휴 용 오디오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기가 DLNA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 버전 1.5 표준과 

호환되어야 합니다.

•  휴  전화 또는 휴 용 오디오 플레이어의 음악 파일을 재생하려면 무선 

LAN 환경이 필요합니다.

•  일부 휴  전화의 경우 DLNA 음악 재생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해야 합니다.

 각 기기의 재생 역할
   원격 재생에 사용되는 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DLNA 표준에 규정된 

로 이들 기기는 해당 역할에 따라 DMC, DMS 또는 DMR이라 합니

다.

        이름      기기 예                 역할

DMC 
(Digital Media 

Controller)

•  PC

•  휴  전화

•  휴 용 오디오 플레

이어

원격 재생 작동을 수행합니다.

DMC도 이들 기기에 저장된 음

악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DMS 
(Digital Media 

Server)

•  PC

•  NAS 

  (Network Attached 

Storage)

음악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들 기기에 저장된 음악 파일

은 DMC로 재생됩니다.

DMR 
(Digital Media 

Renderer)

•  본 기기

스피커에서 원격 재생을 통해 

재생되는 음악 파일의 오디오

를 출력합니다. DMR은 재생 

작동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각 기기에 필요한 설정

 재생 가능한 파일
  "음악 서버 정보"(☞ 4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DMC 및 DMS를 원격 재생이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다음 설정을 

수행합니다. 설정에 해서는 각 기기의 사용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PC 및 NAS 설정
   DMR 기기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PC 및 NAS를 설정합니다.

   설정에 해서는 "미디어 공유 설정 적용"(☞ 24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휴대 전화 설정
    휴  전화를 사용하여 본 기기(DMR)와 DMS를 조작하려면 휴  전

화에 DLNA 음악 재생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휴  전화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휴  전화는 공장 출고 시 설정으로 DLNA 음악 재생을 지원합니다. 

휴  전화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설정
   본 기기(DMR)가 휴 용 오디오 플레이어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재생

할 수 있도록 설정합니다. 설정에 해서는 사용자 휴 용 플레이어

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본 기기 설정
   본 기기를 DLNA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다른 설정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에 해서는 제공된 시작하기, "홈 네트워크에 연결

(LAN)" (☞ 8페이지) 및 "네트워크 설정[Network]"(☞ 15페이지)

을 참조하십시오.

 원격 재생 작동
   기기마다 작동은 다르지만 원격 재생을 준비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준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기기 전원을 켭니다.
•  본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DMC에 음악 파일 재생 화면을 표시합니다.
•  PC의 경우 Windows Media Player 12 등을 여십시오.

   • 휴  전화의 경우 음악 파일 재생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3  재생 화면에서 재생 기기를 설정하는 항목에 대해 본 기
기의 네트워크 이름을 선택합니다.
• 본 기기의 기본 네트워크 이름은 "Marantz NA-11S1"입니다.

4  DMC의 음악 파일 재생을 시작합니다.
•  본 기기의 기능이 자동으로 음악 서버로 전환되고 디스플레이에 

원격 재생 표시( )가 표시됩니다. 원격 재생이 시작됩니다.

    참고    

원격 재생 중에는 본 기기로 재생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DMC 기기를 사

용하여 재생하십시오.

 원격 재생을 종료하려면
  ◁를 누릅니다.

  원격 재생 모드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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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제어 기능
웹 브라우저의 웹 제어 화면에서 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웹 제어 기능을 사용하려면 본 기기와 PC를 네트워크에 제 로 연결해

야 합니다(☞ 8페이지 "홈 네트워크에 연결(LAN)").

•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정에 따라 PC에서 본 기기에 액세스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변경하

십시오.

1  "Network Control" 설정을 "On"으로 전환합니다(☞ 17
페이지).

2 "Network Information"으로 본 기기의 IP 주소를 확인
합니다.

IP 주소 확인

3  웹 브라우저를 시작합니다.

4  브라우저 주소창에 본 기기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본 기기의 IP 주소가 "192.168.100.19"이면 

"http://192.168.100.19"를 입력합니다.

1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   본 기기의 IP 주소를 브라우저의 북마크에 추가하여 다음에 브라우

저를 사용할 때 북마크 기능을 사용하여 웹 제어 화면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를 사용하고 "Network Control" (☞ 17페이

지)이 "Off"로 설정된 경우 전원을 켜고 끄면 IP 주소가 변경됩니다.

2  Safari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 "Bonjour"를 선택하여 개요 섹

션에서 본 기기의 웹 제어 화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최상위 메뉴가 표시되면 조작하려는 메뉴 항목을 클릭합
니다.

3 본 기기의 전원 조작을 수행할 때 클릭합니다.

4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경우에 클릭합니다.

    개는 조작할 때마다 최신 정보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본체

를 조작할 때 이 항목 또는 다른 항목을 클릭해도 화면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5  원격 커넥터 케이블(☞ 9페이지)로 연결된 marantz 앰프를 조작

하려면 클릭합니다.

6 "v"를 클릭하여 슬립 타이머 기능을 설정합니다.

7 입력 소스를 변경할 버튼을 클릭합니다.

8 FILTER 설정을 지정할 항목을 클릭합니다.

9 설정 메뉴를 조작할 때 클릭합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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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제어 기능

6  조작합니다.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이름 설정

0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하려면 텍스트 상자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Set"을 클릭합니다.

a 네트워크 이름을 재설정하려면 "Set Default"를 클릭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설정

b 새로 적용된 설정을 사용하여 연결하려면 클릭합니다.

c  DHCP/프록시 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각 항목을 입력하거나 선택합

니다.

d  펌웨어를 업데이트(☞ 13페이지)하는 경우에 클릭합니다.

    참고    

•  선택한 항목과 연결 상태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선택한 후 디스플레이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십

시오.

•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적용하려면 변경 후 "Test Connection"을 클릭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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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컨버터로 사용
본 기기(D/A 컨버터)를 사용하면 외부 기기 또는 컴퓨터에서 본 기기에 

입력된 디지털 오디오 신호를 변환하여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할 수 있습

니다.

디지털 기기 연결 및 재생
(동축/광)

DIGITAL IN을 눌러 입력 소스를 
"Coaxial" 또는 "Optical"로 변경합니다.

입력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Coaxial  "Optical 

  PCM xxxx kHz"    또는  PCM xxxx kHz"

 (xxxx는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  샘플링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으면 "Signal Unlock"이 표시됩니다.

    참고    

•  샘플링 주파수가 32 kHz, 44.1 kHz, 48 kHz, 64 kHz, 88.2 kHz, 96 

kHz, 176.4 kHz 및 192 kHz인 Linear PCM 신호가 본 기기에 입력될 

수 있습니다.

•  Dolby Digital 및 DTS와 같이 PCM 신호가 아닌 신호는 입력하지 마십

시오. 잡음이 발생하여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샘플링 주파수가 전환되면(예를 들어, CS 브로드캐스트의 A 모드에서 

B 모드로) 1~2 초 동안 음소거가 작동하여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연결 및 재생
(USB)
본 기기는 PCM 소스와 DSD 소스를 모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전용 드라이버 설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파일을 본 기기에서 재생하기 전에 marantz 

웹사이트에서 전용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설치해야 합

니다. 

  단, Mac OS의 경우에는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    

•  컴퓨터에 본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컴퓨터에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

해야 합니다. 전용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전에 본 기기를 컴퓨터에 연

결하면 기기가 제 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가 

Windows XP를 운영 체제로 실행 중인 경우에는 컴퓨터 속도가 매우 

느려져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컴퓨터(권장 시스템)

 OS 
•  Windows® XP Service Pack3, Windows® Vista, Windows 7 또는 

Windows 8

•  Macintosh OSX 10.6.4 이상

 소프트웨어 
•  Windows Media Player® 및 iTunes를 지원하는 서버 소프트웨어

 USB 
•  USB 2.0: USB 고속/USB 오디오 클래스 V2.0

•  DSD는 등록 상표입니다.

•  Microsoft,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및 Windows 8

은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또

는 상표입니다.

•  Apple, Macintosh 및 Mac OS는 미국과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연결
   후면 패널의 USB 포트를 사용하여 본 기기를 PC에 연결합니다. 연결 

절차는 "PC 연결"(☞ 7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DIGITAL IN을 눌러 입력 소스를 "PC"로 
변경합니다.

입력 디지털 오디오 신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PC  "PC 

  PCM xxxx kHz"    또는   DSD xxxx MHz"

 (xxxx는 샘플링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  샘플링 주파수를 감지할 수 없으면 "Signal Unlock"이 표시됩니다.

•  본 기기에 "PC/PCM xxxx kHz"가 표시되면 약 10초간 기다린 후 컴

퓨터의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고 조작하십시오. 본 기기는 

D/A 컨버터 기능을 수행합니다.

    참고    

•  컴퓨터에서 재생 및 일시 정지와 같은 조작을 실행하십시오. 이 때, 본 

기기 또는 리모콘의 버튼으로는 조작할 수 없습니다.

•  컴퓨터에서 볼륨 및 이퀄라이저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볼륨으

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가 D/A 컨버터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컴퓨터 스피커에서 사

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컴퓨터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 실행 도중에 본 기기에서 컴퓨터를 분리하

면 재생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생 소프트웨

어를 종료한 후 컴퓨터를 분리하십시오.

•  컴퓨터에 이상이 발생하면 USB 케이블을 분리한 후 컴퓨터를 다시 시작

하십시오.

•  지원되는 샘플링 주파수는 32 / 44.1 / 48 / 64 / 88.2 / 96 / 176.4 / 

192 kHz (PCM) 및 2.8224 MHz (DSD)입니다.

•  음악 재생 소프트웨어의 샘플링 주파수와 본 기기에 표시되는 샘플링 주

파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 m 이하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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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문자 입력
본 기기에서 "Friendly Name"에 표시되는 이름, 검색, 화면을 원하는 

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방법  조작

숫자 버튼 사용
•  리모콘으로 조작

•  버튼에 여러 문자가 지정되며 버튼을 누

를 때마다 문자가 전환됩니다.

커서 버튼 사용

•  리모콘 또는 본체 조작

•  △▽◁▷와 ENTER를 사용하여 문자

를 입력합니다.

 입력 화면 표시
        [네트워크 이름 입력]

커서

현재 입력 문자 형식이 표시됩니다.

 a : 소문자

 A : 문자

 1 : 숫자

 ä : 발음 구별 부호가 포함된 소문자

 Ä : 발음 구별 부호가 포함된 문자

 숫자 버튼 사용 

1  문자 입력 화면을 표시합니다

2  ◁▷를 사용하여 변경하려는 문자
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3  +10을 눌러 문자 형식(대문자, 소문
자 또는 숫자)을 선택하고 0~9를 눌
러 원하는 문자를 선택합니다.

•  Spotify 계정 및 검색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 발음 구별 부호가 포함

된 문자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할 수 있는 문자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문자를 삭제하려면 CLEAR를 누르십시오.

•  특정 숫자 버튼에 지정되는 문자를 계속 입력하려면 문자를 입력하

고 ▷를 눌러 커서를 오른쪽으로 이동한 후 다음 문자를 입력하십시

오.

•  별도 버튼에 지정된 문자를 입력하려면 숫자 버튼을 계속 누르십시

오. 커서가 다음 위치로 자동 이동하고 입력 문자가 등록됩니다.

(공백)

4  2단계를 반복하여 이름을 변경한 후 ENTER를 눌러 등
록합니다.

예: "POPS"에서 "ROCK"으로 문자를 변경하는 경우

1 "P"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2 CLEAR를 누릅니다.

   "P"가 삭제됩니다.

3 +10을 눌러 문자 형식을 문자로 설정합니다.

4 을 세 번 누릅니다.

 "R"이 입력됩니다.

5 ▷를 두 번 누릅니다.

  "R"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커서가 "P"로 이동합니다.

6 를 세 번 누릅니다.

  "C"가 입력됩니다.

7 를 두 번 누릅니다.

  "C"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K"가 입력됩니다.

8 ▷를 한 번 누릅니다. 

  "P"에 커서가 위치합니다.

9 CLEAR를 두 번 누릅니다. 

  "P"와 "S"가 삭제됩니다.

0 ENTER를 눌러 입력 이름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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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능

커서 버튼 사용

1  문자 입력 화면을 표시합니다.

2  ◁▷를 사용하여 커서를 변경하려
는 문자로 설정합니다.

3  △▽를 사용하여 문자를 변경합니
다.

• 입력할 수 있는 문자 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문자]

[대문자]

[기호] 

[숫자] (공백)

•  문자를 삭제하려면 CLEAR를 누르십시오.

•  공백을 삽입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4  2, 3단계를 반복하여 이름을 변경한 후 ENTER를 눌러 
등록합니다.

자동 전원 켜짐 기능

를 누릅니다.
본 기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켜지고 이전에 선택

한 소스가 재생됩니다.

마지막 기능 메모리
기 모드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로 설정이 저장됩니다.

전원을 다시 켜면 설정은 기 모드로 전환되기 바로 전으로 복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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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정보
여기서는 본 기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정보는 필요에 따라 참조하십시오.

● 각부의 명칭과 기능  ☞ 43페이지

● 기타 정보  ☞ 45페이지

● 용어 설명  ☞ 48페이지

● 고장이라 생각되면  ☞ 50페이지

● 제품 사양  ☞ 54페이지

● 색인  ☞ 5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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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과 기능
여기 설명되어 있지 않은 버튼의 경우 괄호( )에 표시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면 패널

1 DIMMER 버튼 ........................................  (22)

2 USB 포트.........................................  (30, 32)

   iPod 또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연결할 때 사

용합니다.

3 INPUT 버튼 ......................................  (21, 54)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4 전원 조작 스위치
  (  ON/STANDBY) ................................ (21)

5 헤드폰 단자(PHONES) ...........................  (22)
  헤드폰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참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볼

륨을 지나치게 올리지 마십시오.

6 헤드폰 볼륨 조절 노브
  (LEVEL) ...............................................  (22)

7 정보 버튼(INFO)
   ...........................  (23, 25, 27, 28, 31, 33, 35)

8 정지 버튼
  (■) ..........................  (23, 25, 27, 28, 30, 33)

9 재생/일시 정지 버튼( )
   ....................................... (27, 28, 30, 32, 41)

0 조명등  ..................................................  (22)

a 커서 버튼(△▽◁▷)
   .................  (11, 12, 15, 18, 23, 29, 30, 32, 40)

b ENTER 버튼 
   .................. (11, 12, 15, 18, 23, 29, 30, 32, 40)

c 디스플레이
  재생 상태, 설정 등을 표시합니다.

d STANDBY 표시등 .................................... (21)

   본 기기의 전원을 켜고 끕니다( 기).

   기기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STANDBY 표시등

이 변경됩니다.

  • 전원 켜짐 : 꺼짐

  •  기 : 적색

  •  "Network Control" - "On" : 주황색

  •  iPod 충전 기 : 주황색

e 디지털 출력 꺼짐 표시등
  (DIGI. OUT OFF) .................................. (18)

f DISPLAY OFF 표시등 ............................  (22)

g 리모콘 센서 ..............................................  (4)

h 건너뛰기/검색 버튼
  ( ) .........................................  (29)

후면 패널

1 ANALOG OUT 커넥터
  (UNBALANCED/BALANCED) ................  (6)

2 DIGITAL OUT 커넥터 ...............................  (7)

3 DIGITAL IN 커넥터 ..................................  (7)

4 NETWORK 커넥터 ...................................  (8)

5 REMOTE CONTROL 커넥터
  (IN/OUT) ................................................  (9)

6 External/Internal 스위치
  (EXT./INT.) ............................................  (9)

7 AC 입력(AC IN) ..................................... (10)

8 RS-232C 커넥터 .....................................  (9)

9 FLASHER IN 단자(IN) .............................  (9)
 

43

작
동

준
비

정
보



리모콘

1 DIMMER 버튼 ........................................  (22)

2 INTERNET RADIO 버튼....................  (21, 23)

3 MUSIC SERVER 버튼 .......................  (21, 25)

4 FAVORITES CALL 버튼
   .................................................. (23, 25, 29)

5 USB 버튼....................................  (21, 30, 32)

6 HOME 버튼........................................ (11, 28)

7 FILTER 버튼 ..........................................  (22)

8 ENTER 버튼
   .................  (11, 12, 15, 18, 23, 29, 30, 32, 40)

9 커서 버튼(△▽◁▷)
   .................  (11, 12, 15, 18, 23, 29, 30, 32, 40)

0 MENU 버튼 ............  (11, 12, 15, 18, 23, 25, 27)

a 건너뛰기/검색 버튼( )
   ................................  (25, 27, 28, 29, 30, 33)

b 재생/일시 정지 버튼
  ( ) ............................ (27, 28, 30, 32, 41)

c RANDOM 버튼 ..................... (25, 28, 30, 32)

d 숫자/문자 버튼(0~9, +10) ...............  (23, 40)

e 앰프 조작 버튼
  AMP 전원 버튼( )
  감쇠기 버튼(ATT)
  INPUT 버튼(▲▼)
  VOLUME 버튼(▲▼)

  

  •  동봉된 리모콘으로 marantz 앰프를 조작할 수 있

습니다.

  •  리모콘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기기 사용 설명서도 

참조하십시오.

      참고    
   일부 기기에는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f POWER 버튼( ) .................................... (21)

g ONLINE MUSIC 버튼 ................... (21, 26, 27)

h FAVORITES ADD 버튼 ............... (23, 25, 29)

i DIGITAL IN 버튼 ..............................  (21, 39)

j SLEEP 버튼 ...........................................  (22)

k MODE 버튼 ...................................... (27, 30)

l 정보 버튼(INFO)
   ...........................  (23, 25, 27, 28, 31, 33, 35)

m SEARCH 버튼 ............................ (23, 25, 33)

n 정지 버튼( )
   ................................  (23, 25, 27, 28, 30, 33)

o REPEAT 버튼 ....................... (25, 28, 30, 32)

p CLEAR 버튼 ...............................  (2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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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iPod

"Made for iPod" 및 "Made for iPhone"은 전자장치 액

세서리가 각각 iPod 또는 iPhone 연결 전용으로 설계

되었고 개발업체에서 Apple 성능 표준에 충족됨을 인

증했음을 의미합니다.

Apple은 본 기기의 작동이나 안전 및 규제 표준에 따

를 책임이 없습니다. iPod 또는 iPhone에 이 액세서리

를 사용하면 무선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irPlay, AirPlay 로고, iPhone, iPod, iPod classic, 

iPod nano, iPod shuffle 및 iPod touch는 미국 및 기

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iPhone, iPod, iPod classic, iPod nano, iPod 

shuffle 및 iPod touch를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는 저

작권이 적용되지 않는 컨텐츠와 법적으로 복사 및 

재생이 허용된 컨텐츠에 한해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USB 메모리 저장 장치
USB 메모리 저장 장치에 기록된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중요 정보
•  본 기기는 용량 USB 메모리 저장 장치 및 MTP (미디어 전달 프로토콜) 표준 

USB 메모리 저장 장치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는 "FAT16" 또는 "FAT32" 형식의 USB 메모리 저장 장치와 호환됩니다.

•  본 기기는 "MPEG-1 Audio Layer-3" 표준에 따라 MP3 파일과 호환됩니다.

•  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는 파일 형식과 사양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파일 형식]

 지원 파일 형식  USB 메모리 저장 장치 1

WMA (Windows Media Audio) 

MP3 (MPEG-1 Audio Layer-3) 

WAV 

MPEG-4 AAC 

FLAC (무료 무손실 오디오 코덱) 

ALAC (Apple 무손실 오디오 코덱) 

 2

 3

1 USB 메모리 저장 장치

  •  본 기기는 MP3 ID3-Tag (버전 2) 표준과 호환됩니다.

  •  본 기기는 WMA META 태그와 호환됩니다.

  •  WAV 형식 양자화 비트 길이: 16 또는 24비트

  •   FLAC 형식 양자화 비트 길이: 16 또는 24비트

*2   저작권이 보호된 파일은 MTP와 호환되는 특정 휴 용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파일만 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컨텐츠는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CD 등으로부터 추출될 때 WMA 형식으로 인코딩된 파일은 컴퓨터 

설정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참고    

본 기기가 지원하지 않는 파일 형식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호환되는 형식]

샘플링 
주파수

비트 레이트 비트 길이 확장자

WMA 
(Windows Media Audio)

MP3 
(MPEG-1 Audio Layer-3) 

WAV  

MPEG-4 AAC  

FLAC 
(무료 무손실 오디오 코덱)

ALAC 
(Apple 무손실 

오디오 코덱)

Copyright [2012] [D&M Holdings. Inc.]

  Apache License, Version 2.0 ("라이센스") 허가 하에서 라이센스 이행을 배제

한 이 파일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www.apache.org/licenses/

LICNES-2.0에서 라이센스 사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변 비트 레이트(VBR)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디스플레

이 창의 시간 디스플레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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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저장 장치

 재생할 수 있는 최대 파일 및 폴더 수
   본 기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폴더와 파일 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

다.

미디어 

항목  
USB 메모리 저장 장치

메모리 용량  FAT16 : 2 GB, FAT32 : 2 TB

폴더 디렉토리 레벨 수 1  8레벨

폴더 수  500

파일 수 2 5000

1  제한된 수에는 루트 폴터가 포함됩니다.

2   재생할 수 있는 파일 수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 용량과 파일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중요 정보

 인터넷 라디오 기능 정보
 •  인터넷 라디오는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라디오 방송을 말합니다.

  전세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터넷 라디오 기능이 있습니다.

  •  장르와 지역에 따라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MP3와 WMA (Windows Media Audio) 형식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

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 전용 marantz 인터넷 라디오 URL에 접

속하여 자신이 즐겨찾는 라디오 방송국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용자에 한 기능이 관리되므로 MAC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용 URL: http://www.radiomarantz.com

 •  라디오 방송국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공지 없이 중단될 수 있습니

다.

 •  본 기기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목록은 라디오 방송국 데이터베이스 

서비스(vTuner)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본 기기용으로 편집 및 생성된 목록을 제공합니다.

 음악 서버 정보
   이 기능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본 기기에 연결된 컴퓨터(음악 

서버)에 저장된 음악 파일과 재생목록(m3u, wpl)을 재생할 수 있습니

다.

   본 기기의 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기능으로 아래 기술 중 한 가지를 사

용하여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Media Player 네트워크 공유 서비스

  •  Windows Media DRM10

[각 기능으로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

인터넷 음악 서버 1 

WMA (Windows 

Media Audio)

MP3 (MPEG-1 Audio 

Layer-3) 

WAV 

MPEG-4 AAC 

FLAC (무료 

무손실 오디오 코덱)

ALAC (Apple 

무손실 오디오 코덱)

 2

네트워크를 통해 음악 파일을 재생하려면 해당 형식의 배포물과 호환되

는 서버나 서버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1 음악 서버

  •  본 기기는 MP3 ID3-Tag (버전 2) 표준과 호환됩니다.

  •  본 기기는 WMA META 태그와 호환됩니다.

  •   앨범 커버의 이미지 크기(픽셀)가 500x500 (WMA/MP3/WAV/

FLAC) 또는 349x349 (MPEG-4 AAC)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음악

이 올바르게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은 파일만 본 기기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의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 컨텐츠는 저작권이 보호

됩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CD 등으로부터 추출될 때 WMA 형식으로 

인코딩된 파일은 컴퓨터 설정에 따라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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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재생 파일 사양]

샘플링 
주파수

비트 레이트 비트 길이 확장자

WMA 

(Windows 

Media Audio) 

MP3
(MPEG-

1 Audio 

Layer-3)

WAV 

MPEG-4 AAC  

FLAC 
(무료 무손실 

오디오 코덱)

ALAC 
(Apple 무손실 

오디오 코덱) 



Copyright [2012] [D&M Holdings. Inc.]

   Apache License, Version 2.0 ("라이센스") 허가 하에서 라이센스 

이행을 배제한 이 파일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http://www.

apache.org/licenses/LICNES-2.0에서 라이센스 사본을 구할 수 있

습니다.

    참고    

•  특히 큰 음악 파일을 재생하는 경우 무선 LAN 환경에 따라 재생 사운

드가 끊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선 LAN으로 연결하십시오.

•  가변 비트 레이트(VBR)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생할 수 있는 경우에

는 디스플레이 창의 시간 디스플레이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집니다.)

 Last.fm 정보
   Last.fm을 사용하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음

악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marantz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에는 최신 기능이 탑재되어 

marantz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를 시작할 때 Last.fm 프로파일을 

만들고 감상하는 모든 음악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www.last.fm에 가입하면 인기 음악 차트를 볼 수 있으며 수천 개의 리

뷰, 아티스트 약력 및 아트워크와 놓칠 수 없는 지역 공연 정보까지 얻

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면 나만

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광고 없이 무제한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

다. 자세한 내용은 www.last.fm/subscribe를 참조하십시오.

   회원으로 가입하면 marantz 네트워크 오디오 플레이어를 포함한 다

양한 음악 기기에서 Last.fm 라디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st.fm/

hardware를 참조하십시오.

 Spotify 정보
   전세계 새로운 음악을 marantz에서 소개합니다. Spotify로 수백만 곡

을 간편하게 접속해서 즐길 수 있습니다. 

  Spotify Premium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Spotify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potif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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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바                
비트 레이트
디스크에 기록된 비디오/오디오 데이터의 1초당 읽기

량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음질이 좋

으며 파일 크기도 커집니다.

                 사                
샘플링 주파수
샘플링은 음파(아날로그 신호)를 정해진 간격으로 읽

고 각 읽기의 음파 높이를 숫자 형식으로 표현(디지

털 신호 생성)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1초 동안의 읽

기 수를 "샘플링 주파수"라고 합니다. 값이 클수록 재

생된 사운드가 원음에 가깝습니다.

                 아                
앱 스토어
앱 스토어는 iPhone 또는 iPod Touch와 같은 기기

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Apple Inc.가 운영합니다.

                 A                
AirPlay
AirPlay는 네트워크를 통해 iTunes 또는 iPhone/

iPod touch에 기록된 컨텐츠를 호환 기기로 전송(재

생)합니다.

ALAC (Apple 무손실 오디오 코덱)
Apple Inc.에서 개발한 무손실 오디오 압축 방식 코

덱입니다. 이 코덱은 iTunes, iPod 또는 iPhone에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약 60~70 %로 압축된 데이터

는 오리지널 데이터와 거의 동일하게 압축 해제될 수 

있습니다.

                 D                
DLNA
DLNA 및 DLNA CERTIFIED는 Digital Living 

Network Alliance의 상표 및/또는 서비스 기호입니

다.

일부 컨텐츠는 다른 DLNA CERTIFIED® 제품과 호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DSD (Direct-Stream Digital)
오디오 데이터 기록 방식입니다. 오디오 신호는 

SACD 등과 같은 미디어에 델타 시그마 변조된 디지

털 오디오로 저장됩니다. 신호는 2.8224 MHz의 샘플

링 레이트에서 단일 비트 값으로 구성됩니다.

                 F                
FLAC
FLAC는 Free lossless Audio Codec의 약자로, 무손

실 무료 오디오 파일 형식입니다. 무손실은 음질 손실

없이 오디오를 압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FLAC 라

이센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Copyright (C) 2000,2001,2002,2003,2004,2005,

2006,2007,2008,2009 Josh Coalson

수정 또는 수정하지 않은 소스와 이진 형식의 재배

포 및 사용은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제공될 수 있습

니다.

•  소스 코드의 재배포 시에는 위의 저작권 표시, 이 

조건 목록 및 다음의 보증 책임 결여 표시를 보유해

야 합니다.

•  이진 형식으로 재배포 시에는 본 설명서에 명시된 

위의 저작권 표시, 이 조건 목록 및 다음의 보증 책

임 결여 표시 및/또는 판매 시에 제공된 기타 자료

를 복제해야 합니다.

•  사전에 서면 허가 없이 이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제품을 홍보하거나 보증하는 경우에는 Xiph.org 재

단의 이름도, 기여자의 이름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와 기여자가 "있는 그 로" 

제공하며 특정한 목적에 한 적합성 및 상업성 여부

에 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을 부인합니다. 재단

이나 기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품이나 서비스

의 조달, 사용 손실, 데이터 손실, 이윤 손실, 또는 사

업 중단을 포함하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은 어떠한 직

접, 간접, 부수적, 시범적, 결과적 또는 특수한 손상

에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단이나 기여자가 이러

한 손상 가능성에 해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이 소프

트웨어의 용도에서 벗어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

실 등의 불법 행위 또는 무과실 책임, 계약서 명시 여

부 또는 법적 책임의 어떠한 이론에 해서도 책임지

지 않습니다.

                 I                
iTunes
iTunes는 Apple Inc.에서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플

레이어 명칭입니다. 음악과 영화를 포함한 멀티미디

어 컨텐츠를 관리 및 재생할 수 있습니다. iTunes는 

AAC, WAV 및 MP3를 포함한 많은 주요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M                
MP3 (MPEG Audio Layer-3)
"MPEG-1" 비디오 압축 표준을 사용하는 국제 표

준 오디오 데이터 압축 형식으로서 음악 CD와 동일

한 음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 볼륨을 원래 크기의 약 

1/11 크기로 압축합니다.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MPEG-2, MPEG-4
비디오 및 오디오 인코딩에 사용되는 디지털 압축 형

식 표준 이름입니다.

비디오 표준에는 "MPEG-1 Video", "MPEG-2 

Video", "MPEG-4 Visual", "MPEG-4 AVC"가 있으

며, 오디오 표준에는 "MPEG-1 Audio", "MPEG-2 

Audio", "MPEG-4 AAC"가 있습니다.

                 V                
vTuner
인터넷 라디오 무료 온라인 컨텐츠 서버입니다. 업그

레이드 가격에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 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아래 

vTuner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vTuner 웹사이트: http://www.radiomarantz.com

이 제품은 Nothing Else Matters Software와 

BridgeCo의 지적 재산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Nothing Else Matters Software와 BridgeCo 또는 

승인된 자회사의 허가 없이 이 기술을 본 제품 외부

에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W                
Windows Media DRM
Microsoft에서 개발한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다. 

컨텐츠 제공업체들은 컨텐츠의 내용(보안 컨텐츠

(Secure Content))을 보호하여 컨텐츠에 있는 저작

권을 포함한 자사의 지적 재산이 오용되지 않도록 하

기 위해 본 기기에 있는 Windows Media용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WM-DR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기기는 WM-D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보안 컨

텐츠(Secure Content)를 재생합니다(WM-DRM 소프

트웨어). 본 기기에 있는 WM-DRM 소프트웨어의 보

안이 침해되면 보안 컨텐츠(Secure Content)의 소

유권자(Secure Content Owners)는 Microsoft에게 

WM-DRM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취소하고 보안 컨텐

츠(Secure Content)를 복사, 표시 및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라이센스를 획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취소되더라도 WM-DRM 소프트웨어는 

보호되지 않은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PC에서 보안 컨텐츠(Secure Content)

에 한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할 때마다 취소된 WM-

DRM 소프트웨어의 목록이 본 기기로 송신됩니다.

Microsoft는 보안 컨텐츠 보유자(Secure Content 

Owners)를 리하여 그와 같은 라이센스와 함께 취

소 목록도 사용자의 기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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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Media Player 11 이후 버전
Microsoft Corporation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미디어 

플레이어입니다.

WMA, DRM WMA, MP3 및 WAV 형식과 같은 파일은 

물론 Windows Media Player 11 이후 버전에서 만든 

재생 목록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WMA (Windows Media Audio)
Microsoft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오디오 압축 기

술입니다.

WMA 데이터는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하

여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WMA 파일은 Microsoft Corporation에서 승인한 응

용 프로그램으로만 인코딩할 수 있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파일이 올바르게 실

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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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라 생각되면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1.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2. 본체는 사용 설명서에 설명된 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3. 다른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본 기기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래 표의 해당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고장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즉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한 후에 해당 구입처에 문의하십시오.

[일반 사항]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본체가 올바르게 작

동하지 않는다.

•  외부 노이즈 또는 간섭이 본체 작

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재설정하십

시오. 

54

전원을 켜면 디스플

레이가 켜지지 않고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다.

•  전원 코드가 제 로 연결되지 않

았습니다.

•  기기 후면 패널의 연결부, 전원 플

러그와 전원 콘센트의 연결부를 

확인하십시오.

10

디스플레이는 켜지

지만 사운드가 출

력되지 않는다.

•  잘못된 입력 소스를 선택했습니

다. 

•  적절한 입력 소스를 선택하십시

오.

21

디스플레이가 꺼져 

있다. 

•  Dimmer 설정이 "꺼짐"으로 지정되

었습니다.

•  "꺼짐" 이외의 항목으로 설정하십

시오.

22

스테레오 소스의 경

우 악기의 위치가 

뒤바뀐다.

•  스피커 케이블이나 입력 케이블이 

반 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  연결을 확인하고 조치하십시오. 6

전원이 갑자기 꺼

지고 STANDBY 표

시등이 적색으로 

깜박인다. (0.25

초 간격으로 깜박

인다.)

•  기기가 손상되었습니다. •  전원을 끄고 marantz 서비스 센터

에 문의하십시오.

-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No Network 

Connection"이 표

시된다.

•  네트워크가 올바르게 설정되지 않

았습니다.

•  네트워크 기능 이외의 소스를 선

택하십시오.

•  "Quick Setup"을 실행하십시오.

21

시작하기

[인터넷 라디오/음악 서버/iPod/USB 메모리 저장 장치]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연결한 경우 

"USB"가 표시되지 

않는다.

•  본 기기가 USB 메모리 저장 장

치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  용량 저장 CLASS 또는 MTP 

표준에 따르지 않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  설정을 인식할 수 없는 USB 메

모리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습

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USB 

허브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용량 저장 CLASS 또는 MTP 표

준을 준수하는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  오작동이 아닙니다. marantz는 모

든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작동 

또는 전원 수신을 보장하지 않습

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를 USB 포

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32

45

32

32

iPod을 재생할 수 

없다.

•  입력 소스가 "USB" 이외 다른 소

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

지 않습니다.

•  입력 소스를 "USB"로 전환하십시

오.

•  다시 연결하십시오.

21

30

파일 이름이 제

로 표시되지 않는다

("..." 등).

•  표시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되었

습니다.

•  본 기기에 연결된 USB 메모리 저

장 장치 내의 파일에 유효하지 않

은 태그가 사용되었습니다.

•  오작동이 아닙니다. 본 기기에서 

표시할 수 없는 문자는 "." (마침

표)로 체됩니다.

•  본 기기가 지원하는 태그를 사용

하십시오.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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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USB 메모리 저장 

장치의 파일을 재

생할 수 없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FAT16 

또는 FAT32 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USB 메모리 저장 장치가 여러 파

티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이 보호된 파일을 재생하

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형식을 FAT16 또는 FAT32로 설정

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USB 메

모리 저장 장치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여러 파티션으로 나뉜 경우 상위 

파티션에 저장된 파일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  호환되는 형식으로 파일을 기록

하십시오.

•  저작권이 보호된 파일은 본 기기

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45

-

45

45

인터넷 라디오를 재

생할 수 없다.

•  LAN 케이블이 제 로 연결되지 

않았거나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프로그

램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  컴퓨터나 라우터의 방화벽이 작

동되었습니다.

•  라디오 방송국에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IP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

•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MP3 및 WMA 형식의 인터넷 라

디오 프로그램만 본 기기에서 재

생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나 라우터의 방화벽 설정

을 확인하십시오.

•  현재 방송 중인 라디오 방송국을 

선택하십시오.

•  본체의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8

46

-

23

15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재생할 수 

없다.

•  호환되지 않는 형식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이 보호된 파일을 재생하

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  호환되는 형식으로 기록하십시오.

•  저작권이 보호된 파일은 본 기기

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46

46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NAS에 저장된 음악

을 재생할 수 없다.

•  DLNA 서버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  DLNA를 준수하지 않는 NAS가 

사용되었습니다.

•  연결이 제한되었습니다.

•  DLNA 표준을 준수하는 NAS를 

사용하는 경우 NAS 설정에서 

DLNA 서버 기능을 활성화하십시

오.

•  DLNA 표준을 준수하지 않는 

NAS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PC

에서 음악을 재생하십시오. 

Windows Media Player의 미디

어 공유 기능을 설정하고 선택한 

재생 폴더에 NAS를 추가하십시

오.

•  연결이 제한된 경우에는 오디오 

장치를 연결 상으로 설정하십

시오.

-

24

-

서버가 발견되지 않

거나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

•  컴퓨터나 라우터의 방화벽이 작

동되었습니다.

•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  서버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체의 IP 주소가 잘못되었습니

다.

•  컴퓨터나 라우터의 방화벽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전원을 켜십시오.

•  서버를 실행하십시오.

•  본체의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

-

-

15

즐겨찾는 라디오 방

송국에 연결할 수 

없다.

•  라디오 방송국에서 현재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라디오 방송국에서 현재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

오.

•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라디오 방송국에 연결할 수 없습니

다.

-

-

방송국 목록이 표시

되지 않는다.

•  네트워크 연결 상태가 불안정합

니다.

•  네트워크를 다시 연결하거나 메

뉴의 "Network"를 다시 실행하십

시오.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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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일부 라디오 방

송국의 경우 

"Server Full" 또

는 "Connection 

Down"이 표시되며 

방송국을 연결할 

수 없다.

•  방송국에 혼선이 있거나 현재 방

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잠시 기다린 후 다시 시도하십시

오.

-

재생 중에 사운드가 

깨진다.

•  네트워크의 신호 전송 속도가 느

리거나 통신 회선 또는 라디오 방

송국에 혼선이 있습니다.

•  오작동이 아닙니다. 방송 데이터

를 높은 비트 레이트에서 재생할 

때 통신 상태에 따라 사운드가 깨

질 수 있습니다.

-

음질이 나쁘거나 재

생되는 사운드에 잡

음이 있다.

•  재생 중인 파일의 비트 레이트가 

낮습니다.

•  오작동이 아닙니다. -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 ("No more 

tacks"가 표시된

다.)

•  재생 목록의 모든 곡을 재생했습

니다.

•  다른 재생 목록을 선택하십시오. -

Last.fm에 접

속할 수 없다. 

("No network 

Connection"이 표

시된다.)

•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  네트워크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8

Last.fm에 접속

할 수 없다. ("Not 

available in your 

country"가 표시

된다.)

•  Last.fm 라디오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에서 네트워크에 접속 중입

니다.

•  일부 국가에서는 Last.fm 라디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last.fm/hardware를 참조하

십시오.

-

Last.fm에 로그

인할 수 없다. 

("Incorrect user or 

password"가 표시

된다.)

•  로그인 시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 

이름 또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였

습니다.

•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를 입력한 후 다시 로그인하십시

오.

-

[Last.fm]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Last.fm에 로그

인할 수 없다. 

("Subscription 

required"가 표시

된다.)

•  로그인 인증 오류입니다.

•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가 액세스

한 경우 또는 감상 한도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  올바른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다시 로그인하십시오.

•  이를 감상하려면 Last.fm에 유료 

가입해야 합니다.

  www.last.fm/subscribe를 방문하

여 업그레이드하십시오.

-

-

음악을 재생할 수 

없다. ("Library 

empty"가 표시된

다.)

•  재생할 음악 데이터가 없습니다. •  www.last.fm/download에 방문

하여 Scrobbler를 설치한 후 재

생할 음악을 프로파일에 추가한 

후 이 기능을 사용하십시오.

-

계정을 만들

고 등록할 수 없

다. ("Try another 

username"이 표시

된다.)

•  이미 등록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여 계

정을 만들고 등록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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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AirPlay 아이콘 

이 iTunes 또

는 iPhone/iPod 

touch에서 표시되

지 않는다.

•  본 기기와 컴퓨터 또는 iPhone/

iPod touch가 같은 네트워크

(LAN)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iTunes 또는 iPhone/iPod touch

에 설치한 AirPlay를 지원하는 펌

웨어가 없습니다.

•  컴퓨터 또는 iPhone/iPod touch

를 본 기기와 같은 네트워크에 연

결하십시오.

•  최근 펌웨어로 업데이트하십시오.

8

12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는다. 

•  iTunes 또는 iPhone/iPod touch

가 시작되면 표시된 화면에서 본 

기기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iTunes를 시작하거나 iPhone/

iPod touch 전원을 켠 후 표시된 

화면에서 AirPlay 아이콘 을 

클릭하고 본 기기를 선택하십시

오. 

34

iPhone/iPod 

touch/iPad로 

AirPlay를 사용하

면 사운드가 간헐

적으로 끊기거나 

AirPlay가 작동하지 

않는다.

•  일부 애플리케이션이 iPhone/

iPod touch/iPad의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  무선 연결로 재생하는 경우에는 

본 기기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

을 수 있습니다.

•  iPhone/iPod touch/iPad 애플리

케이션이나 iTunes가 최신 버전

이 아닙니다.

•  iPhone/iPod touch/iPad의 백그

라운드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을 종료한 후 AirPlay를 사용하여 

재생하십시오.

•  이를 해결하려면 무선 LAN 액세

스 지점까지의 거리를 줄이는 등 

네트워크 환경을 바꾸십시오.

•  iPhone/iPod touch/iPad 애플리

케이션이나 iTunes를 최신 버전

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문제  원인  해결책 페이지

리모콘을 조작하면 

기기가 제 로 작동

하지 않는다.

•  건전지가 다 소모되었습니다.

•  지정된 범위 밖에서 조작하고 있

습니다.

•  리모콘과 본체와의 사이에 장애

물이 있습니다.

•  건전지 함의 극성 표시에 따라 건

전지가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되

어 있지 않습니다.

•  기기의 리모콘 센서가 강력한 빛

(직사광선, 형광등 등)에 노출되

어 있습니다.

•  새 건전지로 교체하십시오.

•  지정된 범위 내에서 조작하십시

오. 

•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  건전지 함의 극성 표시에 따라 건

전지를 올바른 방향으로 장착하

십시오.

•  리모콘 센서가 강한 빛에 노출되

지 않는 곳으로 기기를 이동하십

시오.

4

4

-

4

 

4

[AirPlay]

-

-

-

[리모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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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INPUT

마이크로프로세서 재설정 
표시가 이상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 절차를 수행합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재설정되면 모든 설정이 초기값으로 재설정되므로 이전에 저장한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

은 수동으로 복원시켜야 합니다.

1  전원 콘센트에서 전원 코드를 뽑습니다.

2  본체의 ENTER 및 INPUT을 누른 채 전원 콘센트에 전원 코드를 꽂습니다.

3 STANDBY 표시등이 켜지면 버튼을 놓습니다.
디스플레이에 "Initialized"가 표시됩니다.

3단계에서 "Initialized"가 표시되지 않으면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품 사양 

  오디오 성능
 •  아날로그 출력
  채널:  2채널

  재생 가능 주파수 범위:  2 Hz ~ 96 kHz

  재생 가능 주파수 응답:  2 Hz ~ 50 kHz (-3 dB) (DSD 모드, 

   PCM 샘플링 주파수: 192 kHz)

   2 Hz ~ 20 kHz (PCM 샘플링 주파수: 44.1 kHz)

  신호대 잡음비:  110 dB (가청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  110 dB (가청 범위)

  전고조파 왜율:  0.001 % (1 kHz, 가청 범위)

 •  출력 레벨
  언밸런스:  2.3 V RMS 스테레오

  밸런스:  4.6 V RMS 스테레오

  헤드폰 출력:  30 mW/32 Ω/ohms (최  가변)

 •  디지털 출력
  Coaxial :  0.5 Vp-p

  Optical :  -19 dBm

 •  디지털 입력
  Coaxial :  0.5 Vp-p

  Optical :  -27 dBm 이상

  USB (앞면)  USB A 타입(USB 2.0 고속)

  USB (뒷면)  USB B 타입(USB 2.0 고속)

 전원
  전원 전압/주파수:  AC 220V, 60 Hz

  소비 전력:  50 W

  대기 모드 시 소비 전력:  0.4 W

  "Network Control" - "On" 모드에서 소비 전력:  3 W

•  본 모델의 사양 및 디자인은 품질 개선을 위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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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서

모 델 명 보증기간

1년

고  객
주 소

(Tel:         )

제조번호

구입일자

대리점

성 명

상 호

전 화

A/S센터: 1577-2333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8 경남빌딩 7층
TEL: (02)715-9041   FAX: (02)715-9040

D&M Sales and Marketing Korea Ltd.

● 애프터서비스 안내
1.  무상서비스: 제품의 보증기간 내에서의 자연발생적인 고장
2. 유상서비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보증기간 내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부품대 포함)의 수리비를 받

습니다.

- 다 음 -
● 사용중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 ● 본사 기사외의 사람이 수리하거나 개조 시 
● 공급전원의 이상으로 발생한 고장  파손에 의한 경우
●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  소모성 부품인 경우(소모성 부품은 품목별 별도의 서비스 기간이 규정되어 있음: DVD, CD, MD의 

Pick up 외)

● 서비스 신고 안내
1. 사용중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구입처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애프터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구입처를 통해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본사 A/S센터와 직접 연락하여 

받도록 합니다.)
2. 신고 시 필요한 내용
 ● 모델명, 제조번호    ● 구입처, 구입일자    ● 소비자 설명, 연락처, 주소    ● 고장증상  
 ● 기타 A/S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제품보증 및 수리에 관한 규정
1. 본제품은 생산단계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 출하된 제품입니다.
2.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의 고장은 구입한 날로부터 보증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3. 본제품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은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되며, 소모성 부품의 목록과 무상 교환기간은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4. 본제품은 일반 가정용 기준으로 보증기간이 적용되며 영업장에서 사용 시 보증기간은 1/3로 제한됩니다.



D&M Holdings. Inc.
D&M Building, 2-1 Nisshin-cho, Kawasaki-ku, Kawasaki-shi, 

Kanagawa 210-8569 Japan

TEL : (+81) 44 - 670 - 1111

FAX : (+81) 44 - 670 - 2680

기록후 보관해 두시면 수리 의뢰 시 편리합니다.

구입 업체명

구입년월일 년     월     일 제품번호

전      화

D&M Sales and Marketing Korea Ltd.
135-936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0-48 경남빌딩 7층
TEL: (02)715-9041   FAX: (02)715-9040
A/S센터: 1577-2333
http://www.marant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