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설명서 - 한글
Mu-so 및 Mu-so Qb



내용

소개	 1

1.	시작하기	 1

1.1	Mu-so	설치	 2

그림	1	–	Mu-so	

Mu-so	밑면	연결	 3

그림	2	–	Mu-so	

Mu-so	측면	패널	기능	 3

그림	3	–	Mu-so	Qb	

Mu-so	Qb	연결	패널			 4

1.2	전원	켜짐	및	대기	 4

2.	네트워크	연결	 5

2.1	무선	네트워크	연결	 5

그림		4	

Naim	앱	설정	화면	 5

그림	5.		

무선	액세서리	구성	 6

그림		6	

Wi-fi	키	공유	 6

그림		7	

Mu-so	설정	웹	페이지	 7

그림		8	

Mu-so	설정	웹	페이지	 8

2.2	유선	네트워크	연결.	 8

3.	Bluetooth	연결	 9

그림		9	

Mu-so	Bluetooth	설정	 9

4.	음원	 10

4.1	로컬	음원	 10

4.2	iRadio	 10

4.3	오디오	스트림	 10

5.	제어	 12

5.1	터치	패널	및	회전식	제어부	 12

그림	10	

터치	패널	및	회전식	제어부		 13

그림	11	

스탠바이를	터치하여	전원	켜기와	끄기	

회전식	제어부를	돌려	음량	조절	 13

그림	12	

Bluetooth	스트림	재생	 13

그림	13		

UPnP™	스트림	재생	 14

그림	14	

AirPlay	스트림	재생	 14

그림	15	

Spotify®	스트림	재생	 14

그림	16		

TIDAL	스트림	재생	 15

그림	17	

iRadio	입력	 15

그림	18	

로컬	입력	 15

5.2	Mu-so	리모콘	 16

그림	19	

Mu-so	리모콘	 16

5.3	Naim	앱	 17

그림		20	

Naim	앱	설정	 17

그림		21	

Naim	앱	홈	 17

그림		22	

Naim	앱	설정	 18

6.	설치	관련	참고	사항	 19

6.1	Mu-so	취급	 19

6.2	청소	 19

6.3	그릴	교체	 19

6.4	펌웨어	업데이트	 19

6.5	번개	주의사항	 19

6.6	Mu-so	기본값	 19

6.7	문제	발생	 19

6.8	서비스	및	연락처	 19

7.	사양	 20

8.	저작권	및	기타	고지	사항	 21

섹션			 	 페이지 섹션			 	 페이지



1

소개

1.	시작하기

Mu-so®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u-so	및	Mu-so	Qb는	유명한	Naim	오디오	성능을	초소형의	일체형	뮤직	

플레이어에	최초로	도입하여	탁월한	성능을	광범위한	오디오	입력	및	소스	컬렉션과	결합합니다.	Mu-so	및	Mu-so	Qb	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천	개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청취.

•	 AirPlay®를	사용한	오디오	재생.

•	 Spotify®	Connect	(Spotify®	프리미엄	계정이	필요함)와	TIDAL(TIDAL	계정이	필요함)을	사용한	오디오	재생.

•	 호환되는	재생	기기에서	Bluetooth®와	AAC	및	aptX®	인코딩을	사용한	오디오	무선	재생.

•	 UPnP™	음악	서버에서	전송된	오디오	재생.

•	 다른	Naim	스트리밍	제품에서	전송된	오디오를	재생하거나	해당	스트리밍	제품으로	오디오	스트리밍.

•	 USB	연결을	통해	iPod®,	iPhone®,	iPad®를	비롯한	여러	USB	기반	장치에	저장된	오디오	재생.

•	 유선	연결을	사용해	적합한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는	모든	재생	기기에서	전송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오디오	재생.

본	설명서에서는	Mu-so	및	Mu-so	Qb의	모든	기능과	특징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설명서를	읽으면	Mu-so	또는	

Mu-so	Qb를	기존	홈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및	미디어와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습니다.

즉시	음악을	재생하고	싶을	경우,	함께	동봉된	여러	문서	중에서	

빠른	시작	가이드를	참조하여	네트워크와	Bluetooth를	연결하는	

과정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www.naimaudio.com/mu-so-support를	참조하거나,		

mu-sosupport@naimaudi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44	(0)333	321	9923	(영국)	또는		

+1	800	961	5681	(미국과	캐나다)로	문의하십시오.

Mu-so	및	Mu-so	Qb는	터치	패널	겸용	회전식	제어부	또는	무료	

Naim	iOS	또는	Android	앱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Mu-so는	일련의	기본	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리모콘도	함께	

제공됩니다.	리모콘은	액세서리	용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Mu-so	

Qb에도	적용됩니다.

Naim	앱은	가장	광범위한	제어	및	설정	기능을	지원하며,	Mu-so	

또는	Mu-so	Qb를	사용하기	전에	iOS	또는	Android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Naim	앱은	

iTunes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Naim	앱을	사용하려면	iOS	7.1	버전	이상이나	

안드로이드	4.0	버전	이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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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1.1	Mu-so	설치

Mu-so	및	Mu-so	Qb는	테이블	또는	가구나	벽	선반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반을	사용할	경우,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1.1	Mu-so	연결

Mu-so의	밑면에	위치한	연결	패널에는	전원	단자,	유선	네트워크	

단자,	그리고	CD	플레이어	같은	외부	디지털	오디오	소스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TosLink	디지털	오디오	광단자가	있습니다.	밑면	

연결	패널은	그림	1를	참조하십시오.

Mu-so의	유선	네트워크	연결을	사용하려면	먼저	표준	이더넷	

케이블을	네트워크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Mu-so를	적합한	전원	콘센트에	먼저	

연결하십시오.	

참고:	Mu-so는	판매	지역에	적합한	전원	케이블	1개와	함께	

제공됩니다.

1.1.2	Mu-so	측면	패널	기능

그림	2에	나와	있는	Mu-so의	우측면	패널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결	및	설치	요소가	있습니다.

•		 	핀	구멍	모양의	Wi-Fi	설정	및	초기	설정	복원	버튼.	Wi-Fi	

설정과	Mu-so	초기	설정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2.1절과	6.6절을	참조하십시오.

•	 	컬러	상태	표시등.	표시등의	색에	대한	내용은	2장을	

참조하십시오.	

•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	기기	연결용	3.5mm	아날로그	

오디오	잭.

참고:	플러그를	단자에	꽂으면	Mu-so의	아날로그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	 	USB	메모리	장치와	iOS	오디오	재생	장치	연결용	USB	단자.

1.1.3	Mu-so	Qb의	연결	및	설치	기능

Mu-so	Qb의	연결	및	설치	기능은	후면	패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원	입력	단자.

참고:	Mu-so는	판매	지역에	적합한	전원	케이블	1개와	함께	

제공됩니다.

•	 USB	메모리	장치와	iOS	오디오	재생	장치	연결용	USB	단자.

•	 유선	네트워크	단자.

•		 	외부	디지털	오디오	소스를	연결할	수	있는	TosLink	디지털	

오디오	광단자.

•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	기기	연결용	3.5mm	아날로그	

오디오	잭.

•		 	핀	구멍	모양의	Wi-Fi	설정	및	초기	설정	복원	버튼.	Wi-Fi	

설정과	Mu-so	초기	설정	복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각	

2.1절과	6.6절을	참조하십시오.

•	 	컬러	상태	표시등.	표시등의	색에	대한	내용은	2장을	

참조하십시오.	

Mu-so	Qb	연결	패널은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Mu-so	또는	Mu-so	Qb	위에	무거운	물체를	올려	

놓으면	마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중요:	화분	또는	컵이나	유리잔처럼	액체가	들어	있는	물건을	

Mu-so	또는	Mu-so	Qb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중요:	Mu-so를	들어올리고	운반할	때와	밑면	연결	단자에	

접근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전면	그릴이나	양쪽	

측면	패널을	밑으로	가게	하여	Mu-so를	세워	놓거나	완전히	

뒤집어서	상판이	밑으로	가게	하여	세워	놓지	마십시오.	밑면	

연결	단자에	접근하기	위해	임시로	뒷면	히트싱크가	밑으로	

가게	하여	Mu-so를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트싱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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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그림	1	–	Mu-so	

Mu-so	밑면	연결

그림	2	–	Mu-so	

Mu-so	측면	패널	기능

네트워크	연결	단자

핀홀	버튼

상태	표시등

USB	오디오	입력	단자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단자

디지털	오디오	입력	단자

전원	단자

참고:	밑면	연결	단자에	접근할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전면	그릴이나	양쪽	측면	패널을	밑으로	가게	하여	Mu-so를	

세워	놓거나	완전히	뒤집어서	상판이	밑으로	가게	하여	세워	

놓지	마십시오.	밑면	연결	단자에	접근하기	위해	임시로	뒷면	

히트싱크가	밑으로	가게	하여	Mu-so를	세워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트싱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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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그림	3	–	Mu-so	Qb	

Mu-so	Qb	연결	패널		

네트워크	연결	단자

핀홀	버튼

상태	표시등

USB	오디오	입력	단자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단자

디지털	오디오	

입력	단자

전원	단자

1.2	전원	켜짐	및	대기

Mu-so	및	Mu-so	Qb는	전원에	연결하면	즉시	전원	켜짐	상태로	

전환됩니다.

대기	모드는	스탠바이	모드와	초절전	모드	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바이	모드에서는	네트워크와	Bluetooth	연결이	계속	

작동하여	Naim	앱	제어	명령이나	음악	스트림이	수신될	때	

Mu-so	및	Mu-so	Qb가	자동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초절전	

모드에서는	전기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네트워크와	

Bluetooth	기능의	작동이	중단됩니다.

•	 	Mu-so	또는	Mu-so	Qb를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하려면	

터치	패널의	스탠바이	아이콘을	터치하십시오.	스탠바이	

모드를	종료하려면	스탠바이	아이콘을	터치하십시오.

•		 	Mu-so	또는	Mu-so	Qb를	초절전	모드로	전환하려면	

터치	패널의	스탠바이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거나	Mu-so	

리모콘의	스탠바이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초절전	모드가	

작동되면	스탠바이	아이콘	위	표시창	표시부가	깜박입니다.	

초절전	모드에서	깨우려면	스탠바이	아이콘	또는	리모컨	

버튼을	다시	터치하십시오.

참고:	Mu-so	및	Mu-so	Qb를	20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자동	스탠바이	

시간은	Naim	앱의	설정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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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트워크	연결

스트리밍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을	

청취하려면	로컬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	Mu-so	및	Mu-so	Qb

를	인터넷에	연결해야	합니다.	라우터에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	Mu-so는	기본적으로	표준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TCP/IP	네트워크와	자동으로	통신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내부	

웹	설정	페이지를	통해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Mu-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Mu-so를	전에	사용한	적이	있으면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하려고	하기	전에	초기	설정으로	복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설정	복원	절차를	이행하면	기존	사용자	및	네트워크	

설정이	모두	삭제되고	기본	iRadio	저장	방송이	복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6.6절을	참조하십시오.

핀홀	버튼에	인접한	상태	표시등을	통해	다양한	네트워크	및	기능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표시등이	나타내는	상태는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표시등		 	 	 네트워크	및	기능	상태

꺼짐		 	 	 초절전/꺼짐	

흰색			 	 	 네트워크	연결됨	

주황색	

주황색(깜빡임)		 	 네트워크	연결	시작	중	

보라색	 	 	 무선	연결이	구성되었으나		 	

	 	 	 	 네트워크를	찾을	수	없음	

보라색(깜빡임)		 	 무선	설정	모드	

파란색		 	 	 펌웨어	업데이트	진행	중	또는	기기		

	 	 	 	 복구	모드	

빨간색(깜빡임)		 	 시스템	장애	또는	앰프	과부하(	

	 	 	 	 판매처	또는	Mu-so	지원	센터에		

	 	 	 	 문의)

2.1	무선	네트워크	연결

Mu-so를	로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무선	네트워크	이름(SSID)과	암호(보안	키)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Mu-so는	802.11b	및	802.11g	Wi-Fi	표준과	

호환됩니다.

참고:	Mu-so는	“숨겨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2.1.1	 Naim	앱을	사용한	무선	설정

Naim	앱에는	Mu-so를	무선으로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과정을	안내하는	무선	설정	루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aim	

앱을	아직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	설치하십시오.	

아래	절차에	따라	Naim	앱	무선	설정	루틴을	이행하십시오.

•	 	Naim	앱을	설치한	iOS	및	안드로이드	기기가	Mu-so를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Naim	앱을	열고	새	Mu-so	설정을	선택합니다.

•	 	화면의	지시에	따라	Mu-so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Naim	앱	설정	페이지는	그림	4를	참조하십시오.

2.1.2:	iOS	무선	액세서리	구성을	이용한	Wi-Fi	설정

그림		4	

Naim	앱	설정	화면

Rooms

Setup new Mu-so

이어지는	2절	문단은	Mu-so	및	Mu-so	Qb에	똑같이	

적용되며,	유선	및	무선	연결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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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는	iOS	7	버전	이상에	포함된	무선	액세서리	구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액세서리	설정을	통해	iOS	휴대용	

장치와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를	이용을	위해	Mu-so가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처럼	무선으로	제품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무선	

액세서리	구성을	이용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	주십시오:

•	 		iOS	장치가	Mu-so에	연결되어	있는지	무선	네트워크를	

확인하십시오.

•	 		Mu-so가	대기	방식이	아닌	주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제공된	핀	공구나	똑바로	편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핀홀	

버튼을	짧게	눌러	무선	설정	모드를	작동합니다.	상태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깜박입니다.

주의:	mu-si를	처음으로	사용할	경우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깜박이면서	무선	설정	모드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	 	iOS	장치의	wi-fi	설정	메뉴를	열고	디스플레이	스크롤을	

내리십시오.	“새로운	AirPlay	스피커	설정”	항목을	선택하고	

표시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그림	5에서	wi-fi	설정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제	무선	액세서리	구성	절차에	따라	iOS	장치가	Mu-so

에	이용하려는	네트워크	이름과	보안	키를	자동으로	보내고,	

wi-fi	설정을	시작합니다.

•	 	무선으로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Mu-so	표시등의	깜박임이	

멈추고	흰색이	됩니다.

2.1.3:	Wireless	Setup	Using	iOS	Wi-Fi	Key	Sharing

Mu-so는	iOS	6	버전	이상에	포함된	Wi-Fi	키	공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Wi-Fi	키	공유	기능을	사용하면	Mu-so	

같은	무선	지원	제품이	USB를	통해	iOS	기기에	연결하고	해당	

기기에서	사용	중인	네트워크	이름과	보안	키를	자동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Wi-Fi	키	공유	기능을	사용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iOS	기기가	연결된	무선	네트워크가	Mu-so에서	사용할	

네트워크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Mu-so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스탠바이	모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iOS	기기를	Mu-so의	측면	패널	USB	단자에	연결합니다.	

iOS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잠금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공된	핀	공구나	똑바로	편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핀홀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상태	표시등이	보라색으로	

깜박입니다.

•	 	iOS	기기의	화면에	Wi-Fi	설정	공유	허가를	요청하는	대화	

상자	창이	표시됩니다.	“허용”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	창은	

그림	6를	참조하십시오.

•	 	약	30초	후에	Mu-so를	홈	네트워크	무선	스트리밍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u-so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림		6	

Wi-fi	키	공유

참고:	Wi-Fi	키	공유는	

iOS	버전	6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림	5.		

무선	액세서리	구성

주의:	무선	액세서리	

구성은	iOS	버전	7	

또는	상위	버전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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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무선	연결을	사용한	무선	설정

로컬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경우,	Mu-so에서	내부	

웹	설정	페이지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체	무선	신호를	

브로드캐스트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지에서	Mu-so를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의	이름과	암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u-so	설정	

페이지에	무선으로	액세스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제공된	핀	공구나	똑바로	편	종이	클립을	사용하여	핀홀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상태	표시등의	색이	바뀌고	

깜박입니다.

참고:	Mu-so	무선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는	30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핀홀	버튼을	다시	눌러서	브로드캐스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무선	설정	페이지	

또는	제어판을	열고	(Mu-so-XXXX-Setup)이라는	로컬	무선	

네트워크를	찾습니다.	이	무선	네트워크는	설정을	위해	임시	

연결할	수	있도록	Mu-so에서	자체	생성된	네트워크입니다.

참고:	기본	Mu-so	네트워크	및	Bluetooth	이름에는	각	기기	

밑면의	전원	입력	단자	부근에	있는	레이블에	인쇄된	고유	

MAC	주소의	마지막	네	문자가	사용됩니다.

Mu-so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연결합니다.	암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Windows에서는	네트워크	유형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홈”을	선택합니다.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무선	설정	페이지나	

제어판을	닫습니다.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에서	웹	브라우저	창을	

열고	주소	표시줄에	192.168.1.12를	입력합니다.	Enter를	

누르거나	“이동”을	선택합니다.

•	 	브라우저에	Mu-so	설정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Mu-so	무선	

설정을	선택하고	무선	네트워크	이름	및	암호를	해당	대화	

상자에	입력합니다.	저장을	선택합니다.	Mu-so	설정	페이지	

홈	화면은	그림	7을	참조하십시오.

•	 브라우저	창을	닫습니다.

•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의	무선	설정	

페이지	또는	제어판으로	돌아가서	로컬	네트워크에	다시	

연결합니다.

잠시	후에	Mu-so를	홈	네트워크에서	무선	스트리밍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u-so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림		7	

Mu-so	설정	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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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u-so	설정	웹	페이지

2.2	유선	네트워크	연결.

유선	연결을	사용하여	Mu-so를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Mu-so를	전원에서	분리합니다.

•	 	표준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Mu-so를	로컬	네트워크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잠시	후에	Mu-so를	홈	네트워크에서	스트리밍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u-so	상태	표시등이	흰색으로	바뀝니다.

참고:	필요할	경우	설정	페이지의	고급	설정	탭에서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도록	Mu-so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지는	그림	8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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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네트워크를	통한	스트리밍	오디오	재생	외에,	Mu-so	및	

Mu-so	Qb를	사용하여	지원	재생	기기에서	Bluetooth	무선	

연결을	통해	전송된	오디오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Mu-so는	기본적으로	“개방”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정	재생	기기와	“페어링”하지	않아도	됩니다.	

Bluetooth	재생	기기에	연결하려면	재생	기기의	Bluetooth	

설정	페이지를	열고	사용	가능한	기기	목록에서	Mu-so-xxxx를	

선택하십시오.	잠시	후에	기기의	오디오	앱에서	선택한	항목을	

Mu-so를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Bluetooth	무선	연결은	수신	거리가	비교적	짧습니다.	

가정	환경에서	최대	거리는	일반적으로	10미터	내외입니다.	

그러나	전송	경로에	물리적인	장애물이	있으면	수신	거리가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기본	Mu-so	네트워크	및	Bluetooth	이름에는	각	기기	

밑면의	전원	입력	단자	부근에	있는	레이블에	인쇄된	고유	

MAC	주소의	마지막	네	문자가	사용됩니다.

Naim	앱의	설정	메뉴를	통해	Bluetooth	연결을	보안	형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안	Bluetooth	연결을	사용하면	연결된	

기기를	특별히	“페어링”해야만	오디오를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보안	Bluetooth	연결로	전환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Naim	앱의	설정	메뉴를	열고	입력	설정	>	Bluetooth	보안을	

선택합니다.	Bluetooth	보안	“사용”을	선택합니다.

•	 	Bluetooth	아이콘이	깜빡이기	시작할	때까지	Mu-so	터치	

패널의	입력	아이콘을	길게	터치합니다.

•	 	Bluetooth	재생	기기의	Bluetooth	설정	페이지를	

열고“Mu-so-xxxx”를	선택합니다.

이제	Mu-so와	재생	기기가	보안	형식으로	페어링됩니다.	다른	

Bluetooth	기기를	Mu-so에	연결하려면	유사한	방법으로	

페어링해야	합니다.

참고:	기기를	2대	이상	페어링할	경우,	먼저	수신된	기기의	

스트림이	Mu-so에서	재생됩니다.	페어링된	다른	기기에서	

스트리밍하려면	첫	번째	기기의	연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참고:	동시에	Mu-so와	페어링할	수	있는	Bluetooth	기기의	

수는	8대로	제한됩니다.	9번째	기기를	페어링하면	가장	오래	

전에	페어링한	기기가	삭제됩니다.

참고:	Mu-so	앱	설정	메뉴를	통해	Mu-so가	페어링된	

Bluetooth	기기의	연결을	강제로	해제하거나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서	Mu-so의	Bluetooth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은	그림	9	를	참조하십시오.	iOS	기기에서	

Bluetooth를	설정하는	방법도	유사합니다.

그림		9	

Mu-so	Bluetooth	설정

이어지는	3절	문단은	Mu-so	및	Mu-so	Qb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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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o	및	Mu-so	Qb는	매우	다양한	음원의	오디오를	재생할	

수	있지만,	각	음원에	따라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음원과	Mu-so	및	Mu-so	Qb가	각	

음원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4.1	로컬	음원

로컬	음원은	Mu-so의	입력	단자에	직접	연결한	소스	기기의	

음원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오디오	입력과	

USB	오디오	입력이	포함됩니다.

로컬	음원은	Mu-so의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에서	선택하거나	

Naim	앱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Mu-so의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플러그를	꽂으면	아날로그	소스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참고:	Mu-so	디지털	오디오	입력은	S/PDIF	디지털	오디오	

신호와	호환되는	TosLink	단자입니다.	여러	CD	플레이어에는	

적합한	디지털	오디오	출력이	있습니다.

Mu-so에	연결된	USB	기기의	동작과	해당	기기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기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USB	메모리	장치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찾아보고	선택하여	

재생하려면	Naim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생이	시작되면	

Mu-so	터치	패널과	리모콘을	사용하여	재생/일시정지,	다음	또는	

이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iOS	기기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은	Mu-so의	USB	입력을	통해	

iOS	기기의	로컬	제어	또는	Naim	앱을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생이	시작된	후	Mu-so	터치	패널을	

사용하여	재생/일시정지,	다음	또는	이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대부분의	UMS(유니버설	매스	스토리지)	USB	장치는	

Mu-so	USB	입력과	호환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Mu-so의	USB	입력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Mu-so는	USB	메모리	하드웨어	및	재생	기기에	저장된	MP3,	

ALAC,	AAC,	FLAC,	WMA,	WAV,	AIFF	또는	Ogg	Vorbis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4.2	iRadio

iRadio	저장방송은	Naim	앱을	사용하여	선택하거나	Mu-so	

터치	패널에서	라디오	아이콘을	반복적으로	터치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adio	방송국	찾아보기,	검색	및	저장방송	저장	

기능은	Naim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im	앱을	사용하여	iRadio	방송국을	40개까지	저장할	수	

있으며,	첫	5개	저장	방송은	Mu-so	터치	패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첫	5개	저장	방송에	대한	정보는	

Naim	앱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	오디오	스트림

Mu-so	스트리밍	음원으로는	AirPlay,	Bluetooth,	Spotify®	

Connect,	TIDAL,	UPnP™	및	Multiroom이	있습니다.

4.3.1	AirPlay	및	Bluetooth	스트림

AirPlay와	Bluetooth는	Mu-so	터치	패널이나	Naim	앱에서	

선택할	수	없으며,	적절한	재생	앱에서	시작된	스트림이	Mu-so에	

수신되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Mu-so	터치	패널의	AirPlay	또는	

Bluetooth	아이콘이	켜지면	선택된	것입니다.	

AirPlay	또는	Bluetooth	스트림을	재생하려면	스트리밍	장치

(Windows	또는	OS	X	컴퓨터나	iOS	또는	Android	태블릿이나	

폰)에서	적절한	재생	앱을	열고	Mu-so를	재생	장치로	

선택하십시오.

참고:	Airplay와	Bluetooth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apple.com/airplay	

www.bluetooth.com

4.3.2	Spotify®	Connect	스트림

Spotify®	Connect는	Naim	앱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Spotify®	

앱에서	시작된	Spotify®	Connect	스트림이	Mu-so에	수신될	

때도	자동으로	선택,	재생됩니다.	Mu-so	터치	패널의	Spotify®	

Connect	아이콘이	켜지면	선택된	것입니다.

Spotify®	Connect	스트림을	재생하려면	스트리밍	장치

(Windows	또는	OS	X	컴퓨터나	iOS	또는	Android	태블릿이나	

폰)에서	Spotify®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재생할	수	있게	Mu-so

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Spotify®	Connec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spotify.com/connect

이어지는	4절	문단은	Mu-so	및	Mu-so	Qb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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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TIDAL	스트림

Naim	앱에서	TIDAL을	Mu-so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Mu-

so	터치	패널에는	TIDAL	아이콘이	없습니다.	TIDAL	스트림을	

재생하려면	Naim	앱에서	TIDAL	입력을	선택하고	TIDAL	

계정으로	로그인한	다음	재생할	음악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TIDAL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ww.tidal.com	

4.3.4	UPnP™	스트림

Mu-so	UPnP™	입력은	Mu-so가	Naim	UnitServe	등의	UPnP™	

서버,	통합된	UPnP™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네트워크	서버,	

Windows	또는	OS	X	컴퓨터	등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Mu-so	UPnP™	입력은	서버에서	스트림이	

수신될	경우	자동으로	선택됩니	다.	UPnP™	파일	브라우징은	

Naim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Naim	앱의	

재생	명령에	의해	재생이	시작된	후에는	Mu-so	터치	패널,	재생/

일시정지,	다음	및	이전	컨트롤을	사용하여	재생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Mu-so는	MP3,	ALAC,	AAC,	FLAC,	WMA,	WAV,	AIFF	또는	

Ogg	Vorbis	형식의	UPnP™	스트리밍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는	적용된	디지털	저작권	관리	재생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	Windows	Media™	Player	버전	11	이상에는	UPnP™	

지원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Windows	및	OS	X	

운영체제와	호환되는	다양한	타사	UPnP™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UPnP™	서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aim	

knowledge	base(주소:	http://www.naimaudio.com/

knowledge-bas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5	Multiroom	스트림

Multiroom을	통하면	Mu-so에서	동일한	로컬	네트워크에	

연결된	Naim	스트리머	제품에서	전송된	오디오를	재생하거나	

해당	제품으로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Naim	멀티룸	스트리머	제품으로는	Mu-so	외에	NDX,	

ND5	XS,	NAC-N	272,	NAC-N	172	XS,	SuperUniti,	

NaimUniti,	UnitiQute	및	UnitiLite	등이	있습니다.

원격	Naim	스트리머에서	시작된	스트림이	수신되면	Mu-so	

멀티룸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터치	패널	또는	Naim	

앱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다른	입력을	선택하여	Mu-so와	

멀티룸	스트림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Mu-so의	설정	메뉴에서	Mu-so	멀티룸	입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다른	사용자가	실수로	

해당	입력을	통해	오디오를	재생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Mu-so	오디오를	원격	Naim	스트리머로	전송하려면	Naim	앱	

지금	재생	화면을	선택하고	볼륨	슬라이더	옆에	있는	멀티룸	

아이콘(	 	)을	터치하십시오.	멀티룸	아이콘을	터치하면	

선택하려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다른	스트리머를	연결할	수	있는	

대화	상자	창이	열립니다.	최대	4개의	추가	원격	스트리머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격	스트리머	볼륨	조절도	사용	

가능한	경우	제공됩니다.	

참고:	Mu-so	현지	언어	및	디지털	입력과	Airplay	및	

Bluetooth	스트리밍	입력은	멀티룸	방송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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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어

Mu-so	및	Mu-so	Qb는	터치	패널	또는	Naim	앱을	사용하여	

제어할	수	있습니다.	Naim	앱은	광범위한	제어	및	설정	기능을	

지원하며,	Mu-so	또는	Mu-so	Qb를	사용하기	전에	iOS	또는	

Android	기기에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Naim	앱은	iTunes	App	Store와	Google	Play	Store에서	모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Mu-so는	일련의	기본	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리모콘도	함께	

제공됩니다.	리모콘은	액세서리	용도로	구입할	수	있으며	Mu-so	

Qb에도	적용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세	가지	제어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합니다.

5.1	터치	패널	및	회전식	제어부

터치	패널	디스플레이와	회전식	제어부를	사용하여	입력을	

선택하고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전식	제어부	주위의	

표시등이	시작,	스트리밍	및	작동	프로세스도	표시합니다.		

시작하려면	디스플레이의	스탠바이	아이콘을	터치하여	Mu-so

를	스탠바이	상태에서	“깨우십시오.”	그림	10에서	18의	터치	

패널에는	다음과	같은	제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널	중앙의	오디오	재생	터치	아이콘을	사용하여	재생,	

일지정지,	이전	및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Mu-so	오디오	재생	제어	기능은	USB	및	스트리밍	

음원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Naim	앱으로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작동합니다.

•	 	재생	아이콘	위에는	현재	재생	스트림에	대한	정보를	

불빛으로	표시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	 	터치	패널	하단의	라디오	및	입력	터치	아이콘은	iRadio	및	

로컬	입력	단자(아날로그,	USB	및	디지털)를	나타내며,	각	

단자를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AirPlay,	Bluetooth,	Spotify®	Connect	및	TIDAL	

스트림은	터치	패널에서	선택할	수	없으며,	Mu-so에서	

스트림이	수신될	때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선택된	AirPlay,	

Spotify®,	Bluetooth	및	UPnP™	스트림은	터치	패널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Mu-so	터치	패널에는	TIDAL	아이콘이	없습니다.

•	 	터치	패널	주위에는	음량	수준과	선택된	라디오	저장방송	및	

로컬	입력을	불빛으로	표시하는	11개의	표시부가	있습니다.	

Mu-so	iRadio	입력을	선택하려면	라디오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처음에	Mu-so는	최근에	선택했던	라디오	방송국을	재생합니다.	

이	방송국이	5개의	Mu-so	라디오	저장방송	중	하나일	경우,	

상단	표시부	5개	중	하나가	켜집니다.	라디오	아이콘을	한	번	더	

터치하면	다음	iRadio	저장방송이	선택됩니다.	

참고:	iRadio	방송국	찾아보기	및	저장방송	관리	기능은	Naim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	아이콘을	터치하여	Mu-so	로컬	입력	중	하나를	선택하면	

상단	표시부	3개	중	하나가	켜져	아날로그	입력,	디지털	입력	또는	

USB	입력	중	하나가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입력	아이콘을	한	

번	더	터치하면	다음	로컬	입력이	선택됩니다.

참고:	연결	플러그를	단자에	꽂으면	Mu-so의	아날로그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참고:	Mu-so	USB	입력을	터치	패널에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오디오	파일	찾아보기	및	선택	기능은	Naim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터치	패널의	외부	금속부를	돌려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량을	조절	중인	동안에는	패널	주위의	표시부에	음량	

수준이	불빛으로	표시됩니다.

이어지는	5절	문단은	Mu-so	및	Mu-so	Qb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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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터치	패널	및	회전식	제어부	

참고:	Mu-so	터치	패널	아이콘은	선택되었거나	재생	중인	

입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터치로	작동하고	켜집니다.	그림	10

에는	오직	설명을	위해	모든	아이콘이	동시에	켜진	터치	패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11	

스탠바이를	터치하여	전원	켜기와	끄기	

회전식	제어부를	돌려	음량	조절

참고:	Muso를	초절전	모드로	전환하려면	스탠바이	아이콘을	

길게	터치하십시오.	Muso를	깨우려면	스탠바이	아이콘을	다시	

터치하십시오.

5절의	그림은	Mu-so	및	Mu-so	Qb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스탠바이	아이콘	

스트리밍	아이콘:	
UPnP™,	AirPlay,	Bluetooth,	Spotify®.	

전송	아이콘:		
이전,	재생/일시정지,	다음.	

입력	아이콘:		
iRadio,	로컬	입력(아날로그,	USB,	디지털).	

다기능	표시부:	
음량,	iRadio	저장방송,	로컬	입력.	

볼륨	표시

기기가	작동하면	스탠바이	아이콘이	
어두워집니다.	

그림	12	

Bluetooth	스트림	재생

참고:	전송	아이콘은	Naim	앱에서	재생을	시작하거나	

Bluetooth	재생	기기에서	직접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Bluetooth	아이콘	켜짐

전송	아이콘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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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Spotify®	스트림	재생

참고:	전송	아이콘은	Naim	앱에서	재생을	시작하거나	

Spotify®	Connect	재생	기기에서	직접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그림	14	

AirPlay	스트림	재생

참고:	전송	아이콘은	Naim	앱에서	재생을	시작하거나	AirPlay	

재생	기기에서	직접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그림	13		

UPnP™	스트림	재생

참고:	전송	아이콘은	Naim	앱에서	재생을	시작하거나	UPnP™	

재생	기기에서	직접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UPnP™	아이콘	켜짐

켜지고	활성화된	전송	아이콘.

AirPlay	아이콘	켜짐

켜지고	활성화된	전송	아이콘.

Spotify®	아이콘	켜짐	

켜지고	활성화된	전송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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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Radio	입력

참고:	iRadio	아이콘을	터치하면	저장방송이	순서대로	

선택됩니다.

그림	18	

로컬	입력

참고:	전송	아이콘은	USB	로컬	입력을	사용할	때	Naim	앱이나	

USB	장치	자체에서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그림	16		

TIDAL	스트림	재생

참고:	Mu-so	터치	패널에는	TIDAL	아이콘이	없습니다.	전송	

아이콘은	Naim	앱에서	재생을	시작한	후에만	켜지고	터치로	

작동합니다.

켜지고	활성화된	전송	아이콘.

P3
P4P2

P1 P5

radio	아이콘	켜짐

iRadio	저장방송	1번	선택됨

USB	입력	선택됨

input	아이콘	켜짐

켜지고	활성화된	전송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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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Mu-so	리모콘

참고:	Mu-so	Qb는	리모콘이	제공되지는	않지만	원격	제어가	

지원됩니다.	Mu-so	리모콘은	www.naimaudio.com에서	

액세서리	또는	교체품	용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Mu-so는	기본	제어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리모콘과	함께	

제공됩니다.	리모콘	배터리는	미리	장착되어	있으나,	리모콘을	

사용하려면	절연	탭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배터리	커버를	

제거하고	투명	탭을	당겨서	배터리에서	분리하십시오.

input

radio

그림	19	

Mu-so	리모콘

스탠바이

이전	입력	선택

뒤로	건너뛰기

이전	iradio	저장방송	선택

오디오	음소거/음소거	해제

음량	크게

음량	작게

다음	입력	선택

재생/일지정지

앞으로	건너뛰기

다음	iradio	저장방송	선택

Mu-so	표시등	작동	방식	선택

리모콘이	불안정하게	작동하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교체용	CR2032	배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극성을	맞춰서	설치하도록	주의하십시오.

리모콘	도면과	각	버튼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그림	19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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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Naim	앱

Naim	앱은	각	Mu-so	스트리밍	음원	및	입력별	전용	페이지와	

Mu-so	설정	전용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aim	앱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앱의	기능과	원리를	습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앱을	사용하여	Mu-so를	필요에	맞게	직접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Naim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	 	iOS	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	Naim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	 	기기가	Mu-so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Naim	앱을	엽니다.

•	 	설정	메뉴에서	Mu-so를	선택하여	앱에	연결합니다.	Naim	

앱	설정	페이지에서	Mu-so를	선택하는	방법은	그림	20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네트워크에	Naim	스트리밍	제품이	2대	이상	연결되어	

있으면	Naim	앱	설정	페이지에	선택	가능한	제품이	

나열됩니다.	올바른	기기는	제품	이름으로	구분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2대	이상인	경우에는	제품	이름에	추가된	각	기기별	

고유	MAC	주소의	첫	4개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Mu-so

의	MAC	주소는	기기	밑면에	부착된	일련	번호	레이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Naim	앱의	설정	메뉴에서	Mu-so	및	Naim	스트리밍	

제품의	기본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Mu-so	또는	

스트리머에	각	기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을	지정하면	멀티룸	

기능을	더	직관적으로	제어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5.3.2항을	참조하십시오.

5.3.1	Naim	앱에서	입력	선택

Mu-so를	선택하면	Naim	앱의	입력	아이콘이	사용	가능한	입력을	

나타내도록	구성됩니다.	(현재	또는	기본	입력을	표시하는)	

입력	아이콘을	누른	후	원하는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Naim	앱	

홈페이지와	입력	아이콘은	그림	21을	참조하십시오.

그림		20	

Naim	앱	설정

그림		21	

Naim	앱	홈

Mu-so에서	AirPlay나	Spotify®	같은	스트리밍	음원이	인식되어	

자동으로	선택될	경우,	Naim	앱	디스플레이가	해당	스트리밍	

음원	페이지로	전환되고	해당	스트림	유형에	사용	가능한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Naim	앱을	사용하여	다른	음원을	선택하면	

스트림	재생이	중지되고	Mu-so와	스트림	음원의	연결이	

해제됩니다.

참고:	Mu-so	한	대에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Naim	앱	

인스턴스는	1개로	제한됩니다.

Rooms

Setup new Mu-so

Rooms

Setup new Mu-so

Naim	앱은	Mu-so	및	Mu-so	Qb와	똑같이	동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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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Naim	앱을	사용한	Mu-so	설정

Naim	앱을	사용하여	모든	Mu-so	및	Mu-so	Qb	설정	파라미터에	

포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는	모든	설정	

파라미터	및	기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Naim	앱	설정	페이지는	

그림	22를	참조하십시오.

설정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스탠바이,	

라우드니스,	알람	시계,	조명,	스타일,	입력	설정,	실내	위치,	기타	

설정,	제품	등록	및	정보.

스탠바이

Mu-so를	스탠바이	모드로	전환합니다.

음량

라우드니스는	음량이	커질수록	작아지는	베이스	부스트를	

적용합니다.	라우드니스	보정	기능은	귀의	저음	감도가	

저음량에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정을	가함으로써	저음량	

청취	시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

Mu-so	알람	시계	기능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참고:	Mu-so는	로컬	입력(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또는	

iRadio	저장방송에서	전송된	오디오만	알람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래밍한	알람	

시간에	적합한	알람	신호가	재생될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림		22	

Naim	앱	설정

조명

조명	항목을	통해	4가지	조명	방식을	선택하여	밝기와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스타일	항목에서는	다양한	Naim	앱	배경색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	설정	

입력	설정	항목에는	각	입력	유형에	맞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실내	위치

실내	위치	항목을	통해	벽	및	기타	넓은	표면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	Mu-so의	톤	밸런스를	조정하여	음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u-so를	선반에	설치한	경우에	톤	밸런스를	조정하면	

설치	위치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강한	저음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설정	

기타	설정	메뉴에서	다양한	앱	인터페이스	및	구성	옵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품	등록

Naim	웹사이트의	Mu-so	제품	등록	페이지를	엽니다.	

정보	

정보	메뉴에서는	타사	라이선스	정보와	Mu-so	펌웨어	및	연결	

상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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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	관련	참고	사항

6.1	Mu-so	취급

Mu-so를	들어올리거나	운반하거나	전원,	네트워크	및	디지털	

오디오	단자에	접근하기	위해	뒤집을	때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Mu-so	또는	Mu-so	Qb를	뒤집을	때	무게가	상판이나	회전식	

제어부에	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터치	패널	또는	상판의	마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양쪽	측면	패널이나	그릴이	밑으로	가게	하여	

Mu-so	또는	Mu-so	Qb를	세우지	마십시오.

6.2	청소

Mu-so는	먼지	제거	외에	특별히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왁스	

또는	용제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할	경우	외부	

케이스	표면을	젖은	천을	사용하여	닦을	수	있지만,	터치	패널과	

회전식	제어부에	액체가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3	그릴	교체

Mu-so	및	Mu-so	Qb의	기본	검정색	그릴을	가까운	Naim	판매처	

또는	www.naimaudio.com/mu-so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컬러	

그릴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	 	Mu-so에서	그릴을	제거하려면	그릴	양쪽	끝을	동시에	잡고	

그릴을	가볍게	당겨서	Mu-so	본체에서	분리하십시오.	

	 	Mu-so	그릴을	장착하려면	그릴	고정핀을	장착	구멍에	

맞추고	그릴을	서서히	끝까지	누르십시오.	그릴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그릴	커브는	상단	왼쪽에서	하단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	 	Mu-so	Qb에서	그릴을	제거하려면	Mu-so	Qb	본체에서	

한쪽	그릴의	상단	후면	모서리를	먼저	살짝	떼어내십시오.	

한쪽	그릴의	후면	가장자리를	떼어냈으면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떼어내십시오.	양쪽을	떼어냈으면	그릴을	가볍게	

당겨서	전면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Mu-so	Qb	그릴을	장착하려면	전면	그릴	고정핀과	장착	

구멍을	맞추고	그릴의	전면부를	서서히	끝까지	누르십시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한쪽	그릴의	전면	절반을	장착한	후	후면	

가장자리를	장착하십시오.	다른	쪽	그릴도	같은	방법으로	

장착하십시오.

참고:	그릴을	제거하는	도중에	드라이브	장치를	만지지	

마십시오.

6.4	펌웨어	업데이트

Mu-so	및	Mu-so	Qb	펌웨어	업데이트가	수시로	발표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기존	동작	또는	성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Naim	앱의	설정	

메뉴에는	펌웨어	업데이트	루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Naim	앱의	펌웨어	업데이트	루틴을	사용하여	현재	최신	

펌웨어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Mu-so	설정	웹페이지에도	펌웨어	업데이트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는	Naim	지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6.5	번개	주의사항

Mu-so는	낙뢰에	의해	손상될	수	있으므로	낙뢰	위험이	있는	경우	

전원을	끄고	전원과	모든	유선	연결을	분리해야	합니다.

6.6	Mu-so	기본값

Mu-so	또는	Mu-so	Qb를	초기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제공된	

핀	공구(또는	똑바로	편	종이	클립)를	사용하여	상태	표시등에	

인접한	핀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Mu-so	및	Mu-so	Qb의	경우	

그림	2와	3	각각	참조).	버튼을	6초	동안	계속	누릅니다.	Mu-so	

또는	Mu-so	Qb가	초기	설정으로	복원되고	다시	시작합니다.	

초기	설정	복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회전식	제어부와	로고등이	

깜빡입니다.

6.7	문제	발생

소비자	보호는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판매처에서	판매한	기기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반품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품	결함	또는	설치	오류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대리점이나	Naim	

Audio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Naim	Audio에	

직접	연락해	도움	및	자문을	받으십시오.

6.8	서비스	및	연락처

수리	작업은	공인	Naim	판매처	또는	Naim	Audio	공장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아래	연락처로	Naim	고객	서비스	센터에	직접	

연락해	서비스	또는	업데이트	정보를	요청하십시오.		

info@naimaudio.com

Mu-so	또는	Mu-so	Qb의	설치와	사용에	관한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www.naimaudio.com/mu-so-support

mu-sosupport@naimaudio.com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		

+44	(0)333	321	9923(영국)		

+1	800	961	5681(미국과	캐나다)	

로	문의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센터에	문의할	경우	항상	제품	일련번호(밑면	참조)

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Mu-so	또는	

Mu-so	Qb를	끄거나	전원	또는	네트워크에서	분리하지	

마십시오.



20

7.	사양

오디오	입력:		 	이더넷	또는	Wi-Fi를	통한	AirPlay,	

Spotify®	Connect,	TIDAL,	인터넷	

라디오,	UPnP™	및	Naim	Multiroom

		 Bluetooth(aptX	지원)	

	 USB/iOS(A형	USB	단자)	

		 디지털:	광학	S/PDIF(TosLink),	

	 최고	96kHz	

	 아날로그:	3.5mm	잭

오디오	형식:		 	WAV,	FLAC	및	AIFF		

최고	24비트/192kHz

	 ALAC	(Apple	Lossless)		

	 최고	24비트/96kHz

	 MP3	

	 최고	48kHz,	320kbit(16비트)	

	 AAC	

	 최고	48kHz,	320kbit(16비트)	

	 OGG	및	WMA	

	 최고	48kHz(16비트)

	 Bluetooth	SBC,	AAC	및	aptX	

참고:	무선	네트워크	사용	시	모든	형식이	최고	48kHz로	

제한됩니다.

CE	준법	선언

Naim	Audio는	Naim	Audio	제품이	다음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Low	Voltage	Directive(저전압	지침)	2014/35/EU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전자기호환성지침)	2014/30/EU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RoHS2)	Directive	

(유해물질	제한지침)	2011/65/EU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전기전자장비폐기지침)	2012/19/EU	

Energy	related	Product	Directive(에너지관련제품지침)	2009/125/	

ECRadio	&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R&TTE)	

Directive(무선정보통신단말장비지침)	1999/5/EC

Naim	Audio	Ltd.는	Mu-so가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1995/5/EC의	필수	

요구조건	및	관련	조항을	따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자기적합성선언	은	

www.naimaudio.com/support-information/Mu-so/R&TTEdoc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im	Audio	제품은	다음	표준을	준수합니다.		

EN60065	-	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	전자장치	-	안전	요건	

EN55013	-	음향	및	TV	방송	수신기와	관련	기기	-	전파	교란	특성	

EN55020	-	음향	및	TV	방송	수신기와	관련	기기	-	내성	특성	

EN61000-3-2	-	전원	고조파	전류	방출	

EN61000-3-3	-	전원	플리커	방출

바퀴	달린	쓰레기통에	X자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가정용	

쓰레기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하여	쓰레기	

부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서	폐기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시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역의	당국에	

문의하십시오.	적절한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는	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Naim	Audio는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전기전자장비폐기지침)	2012/19/EU

를	준수하기	위한	일환으로	‘회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폐기할	제품을	

반송하려는	고객은	아래	주소로	제품을	보내어	폐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를	

위해	반송한	제품에는	“For	disposal	under	WEEE	Directive(WEEE	지침에	

따라	폐기할	제품)”라는	문구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vTuner	프리미엄		

연결	방식:		 이더넷(10/100Mbps)		

	 Wi-Fi(802.11b/g)		

	 Bluetooth	

	 RC5	리모콘

스피커	시스템:		 Mu-so:	2-스피커	3-웨이.	

	 	Mu-so	Qb:	모노	서브우퍼를	사용한	

듀얼	양방향.	듀얼	ABR	삽입.	

앰프:		 Mu-so:	6	x	75와트(8옴	기준)	

	 	Mu-so	Qb:	4	x	50와트(6옴	기준)	

1	x	100와트(3옴	기준)

크기:		 	Mu-so:	122mm	(4.8”)	x	628mm	

(24.7”)	x	256mm	(10.1”)	

Mu-so	Qb:	210mm(8.25”)	x	

218mm(8.60”)	x	212mm(8.35”)

무게:		 Mu-so:	13.0kg(28.7lb)	

	 Mu-so	Qb:	5.6kg(12.3lb)

마감:		 	브러시	처리된	알루미늄	케이스,	양극	

산화	처리된	실버	히트싱크,	검정색	

섬유	그릴.	컬러	그릴	옵션:	딥	블루,

선명한	레드,	번트	오렌지

전력	소비량:	 	Mu-so:	일반	용도:	17W	

스탠바이	모드:	<	4W	

초절전	모드:	<	0.5W	

Mu-so	Qb:	일반	용도:	15W	

스탠바이	모드:	<	4W	

초절전	모드:	<	0.5W

전원:		 100V,	115V	또는	230V,	50/60Hz



8.	저작권	및	기타	고지	사항

Naim	Audio	Ltd.,	Southampton	Road,	Salisbury,	England	SP1	2LN	

T:	+44	(0)333	321	9923	(UK),	+1	800	961	5681	(USA	and	Canada)		E:	Mu-sosupport@naimaudio.com		W:	www.naim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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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Deeper

©	2012	CSR	plc	and	its	group	companies.	

The	aptX®	mark	and	the	aptX	logo	are	trade	marks	of	CSR	plc	or	

one	of	its	group	companies	and	may	be	registered	in	one	or	more	

jurisdictions.

The	Bluetooth®	word	mark	and	logos	are	registered	trademarks	

owned	by	Bluetooth	SIG,	Inc.	and	any	use	of	such	marks	by	Naim	

Audio	Ltd.	is	under	licence.	Other	trademarks	and	trade	names	are	

those	of	their	respective	owners.

This	product	incorporates	Spotify®	software	which	is	subject	to	3rd	

party	licences	found	here:	

www.spotify.com/connect/third-party-licenses

Wi-Fi®	log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Wi-Fi	Alliance.

UPnP™	is	a	trademark	of	the	UPnP™	Forum.

AirPlay	works	with	iPhone,	iPad,	and	iPod	touch	with	iOS	4.3.3	or	

later,	Mac	with	OS	X	Mountain	Lion,	and	Mac	and	PC	with	iTunes	

10.2.2	or	later.

AirPlay,	iPad,	iPhone	and	iPod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mu-so®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Naim	Audio	Ltd.	Registered	in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countries.

Mu-so	works	with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and		

iPhone	4,	iPad	mini	and	iPod	touch	(5th	generation).

Mu-so	Qb	works	with	iPhone	6	Plus,	iPhone	6,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iPad	Air	2,	iPad	Air,	iPad	mini	3,	iPad	mini	2,	iPod	

touch	(5th	generation)	and	iPod	nano	(7th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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