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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설명서는 1판 발행본으로서 3.13.xx 버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NaimUniti 기기의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이전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NaimUniti 기기의 사용법은 본 설명서에 설명되어 있는
방법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NaimUniti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버전은 공장 초기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de for iPod” 로고는 본 제품이 iPod과
함께 사용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제조업체는 이 액세서리가 iPod
과 Apple에 기대되는 높은 품질 및 성능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보증합니다.
Apple은 본 기기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제 기준 준수 여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iPod과 iTune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Windows Media는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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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mUniti는 설치와 설정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본 설명서를
숙독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NaimUniti는 사실상 5가지의 개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 요소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으며, 5-9장에는 각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NaimUniti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테레오 인티앰프			
아래의 소개 부분과 5장의 자세한 설명 참조
CD 플레이어			
아래의 소개 부분과 6장의 자세한 설명 참조
멀티모드 라디오			
아래의 소개 부분과 7장의 자세한 설명 참조
UPnP™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래의 소개 부분과 8장의 자세한 설명 참조
USB/iPod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래의 소개 부분과 9장의 자세한 설명 참조
NaimUniti의 각 요소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2장에는 설치, 3장에는 조작법, 그리고 4장에는 설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1.1 인티앰프
1.1.1 입력
NaimUniti에는 아날로그 입력 5개와 S/PDIF 디지털 오디오 외장
입력 5개를 제공하는 오디오 프리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NaimUniti의 내장 CD 플레이어와 FM/DAB 튜너에서
나오는 내부 신호도 받아들입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및 디지털 입력 신호 외에, NaimUniti 프리앰프는
다음과 같은 외장 주변기기의 입력 신호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연결한 iPod 제품과 USB 메모리.
•	이더넷 네트워크 연결 단자나 무선 네트워크 연결을 통한
인터넷 라디오 및 UPnP™(universal plug and play) 서버

1.1.2 신호 출력
NaimUniti 프리앰프에는 다음과 같은 아날로그 신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

라인 출력(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앞).

•
•

무필터 모노 서브우퍼 출력 x2(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뒤).
프리앰프 출력(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뒤).

•

헤드폰 출력(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뒤).

1.1.3 조종
NaimUniti 프리앰프는 전면 패널이나 동봉된 리모콘을 통해 음량,
밸런스, 입력 선택 및 음소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1.1.4 스피커 출력 단자
NaimUniti에는 8옴 스피커에 채널 당 50와트의 출력을 공급하는
스테레오 파워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파워앰프는 스피커 한 조를
구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1.3 멀티모드 라디오
NaimUniti 멀티모드 라디오는 FM/DAB(디지털 오디오 방송)
튜너와 인터넷 라디오(iRadio) 플레이어를 합친 것입니다. 세 가지
모드에 걸쳐 저장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의 수는 총 40개입니다. FM
및 DAB 모드에서, NaimUniti는 각 전송 대역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방송을 찾습니다. iRadio 모드에서, NaimUniti는 전용 인터넷
서버로부터 데이터 스트림과 가용 라디오 방송의 목록을 수신합니다.
iRadio를 사용하려면 홈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NaimUniti의 DAB 모듈에는 완전한 방송 및 방송국 표시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FM 모듈은 RDS(라디오 데이터 시스템)를
완벽히 지원합니다.
참고: DAB 및 RDS 방송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4 UP n P ™ 오 디 오 인 터 페 이 스
NaimUniti는 홈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UPnP™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5 USB / i Po d 인 터 페 이 스
NaimUniti에는 USB 메모리 스틱과 Apple iPod 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하여 재생하는 기능을 지원하는 전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참고: iPod 5세대 이상과 모든 iPod 터치 제품은 NaimUniti USB
인터페이스와 호환됩니다.
참고: 오래된 iPod과 타사의 휴대용 뮤직 플레이어는 이어폰 연결
단자를 통해 3.5mm 스테레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NaimUniti의 전면
아날로그 입력 단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imUniti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플레이어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1.2 CD 플레이어
NaimUniti에는 다른 Naim CD 플레이어와 동일한 회전식(swingout) CD 트레이와 트랜스포트에 기반을 둔 CD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트랜스포트는 “레드북” 표준 CD와 CDR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CD 트랙의 순서를 프로그램하거나 트랙의 순서를 섞을
수 있습니다(무작위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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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imUniti는 오디오 기기용으로 설계된 스탠드 위에 설치해야 합니다. NaimUniti를 다른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말고 반드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기기를 설치할 때 평형이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기를 최종 위치에 설치한 후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전원을 켜십시오. NaimUniti는 대기
모드가 없으며, 항상 전원을 켜두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aimUniti 케이스의 밑바닥에 있는 이동 나사는 사용 전에 제거하고 기기를 옮길 때 다시 장착해야
합니다. 이 이동 나사를 다른 Naim 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동 나사를 분리한 후에 NaimUniti를
다룰 때는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NaimUniti를 전원과 다양한 오디오 주변기기 및 신호에 연결하는 방법은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림 2.1에는 NaimUniti 뒷면에 있는 연결 단자가 나와있습니다.

2.1 NaimUnit i 뒷면 패널
전원 스위치

왼쪽 스
피커

오른쪽
스피커

네트워크 연결
무선 네트워크(Wi-Fi) 안 단자
테나 연결 단자

전원 입력 단자와 퓨즈

2.2 전원 연결
동봉된 전원 케이블이나 Naim Power-Line을 사용하여 NaimUniti
를 전원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2.3 F M/DAB 공중 안테나 연결
NaimUniti의 고음질 FM 및 DAB 라디오를 사용하려면 간섭을 받지
않는 강한 무선 신호가 필요합니다. 뒷면에 있는 FM/DAB 공중
안테나 연결 단자는 75옴 저손실 동축 케이블을 통해 적절한 공중
안테나에 연결해야 합니다. 공중 안테나는 지붕처럼 큰 장애물이
없고 최대한 높은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참고: 가까운 판매처에 적합한 공중 안테나와 안테나 설치 업체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2.4 음성 신호 연 결
2.4.1 음성 신호 입력 단자
NaimUniti에는 스테레오 아날로그 입력 단자 5개와 아날로그/
디지털 겸용 입력 단자를 포함한 5개의 S/PDIF 디지털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입력 연결은 다양한 종류의 단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래 표에는 각 입력과 단자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2

RS232

신호 접지 스위치
프리앰프 출력
서브우퍼 출력
입력
an. 1
an. 2
an. 3
phono
전면 패널
dig.
dig.
dig.
dig.

1
2
3
4

유형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

리모콘
입력
(RC5)

라인 출
력

FM/DAB 공중 안
테나 연결 단자

아날로그
입력

포노
입력

디지털
입력

단자
RCA 포노
RCA 포노
RCA 포노
240° 5핀 DIN
3.5mm 잭
3.5mm 미니 TosLink 잭
동축(RCA 포노)
광단자(TosLink)
동축(RCA 포노)
광단자(TosLink)

참고: 포노 DIN 단자는 Naim 포노 프리앰프에 전원 출력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외장 포노 프리앰프 없이 턴테이블을
NaimUniti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면 패널의 아날로그/디지털 연결 단자에는 기존의 아날로그
3.5mm 플러그와 미니 TosLink 디지털 광출력 플러그를 모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기는 삽입된 플러그의 유형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신호를 올바로 처리합니다.
NaimUniti의 입력 단자에 신호를 연결할 때는 항상 고품질
인터커넥트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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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 신 호 접 지 스 위 치

2.4.2 음성 신호 출력
NaimUniti에는 다양한 용도를 지원하는 음성 신호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출력 연결을 위해 사용되는 단자 유형은 아래 표에
나와있습니다.
출력
유형
프리앰프 출력
아날로그 스테레오
서브우퍼 출력 1 아날로그 모노
서브우퍼 출력 2 아날로그 모노
라인 출력
아날로그 스테레오

단자
4핀 DIN
RCA 포노
RCA 포노
RCA 포노

참고: Preamp out(프리앰프 출력) 단자는 업그레이드용 또는
두 번째 파워앰프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출력 회로는
NaimUniti의 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뒤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연결된 파워앰프는 NaimUniti로 음량 및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택된 입력 신호가 단자를 통해 출력됩니다.
참고: 서브우퍼 출력 2개는 무필터 모노 출력입니다. 출력 회로는
NaimUniti의 음량 조절 회로 뒤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연결된
서브우퍼는 NaimUniti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선택된
입력 신호가 출력되며, 스피커 설정 메뉴에서 출력을 끄거나 켤 수

있습니다.
참고: 스테레오 라인 출력은 녹음 장치에 연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출력은 NaimUniti의 음량 및 밸런스 조절 회로
앞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음량 또는 밸런스 조절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선택된 입력 신호가 단자를 통해 출력됩니다.

2.5 스피커 출력 단자
NaimUniti의 뒷면에는 스테레오 스피커 연결 단자가 한 조
있습니다. 연결을 위해 Naim Audio 전용 스피커 커넥터가
동봉되었으며, 최신 유럽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항상
제공된 커넥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Naim Audio 스피커 케이블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지만, 다양한 종류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도 앰프가 파손될 위험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aim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각 채널에는 동일한 길이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스피커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위상(phase)”을 맞추십시오. 즉,
스피커와 앰프에 연결한 케이블의 양쪽 끝에 양극(+)과 음극(-)을
연결한 방향은 두 채널에서 모두 같아야 합니다.

2.6 헤드폰 출력
NaimUniti의 전면 패널에는 3.5mm 스테레오 헤드폰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헤드폰 플러그를 꽂으면 스피커 출력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 NaimUniti는 헤드폰과 스피커의 음량 설정을 별도로 제어하고
저장합니다.

NaimUniti의 뒷면에는 섀시와 부동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는 신호
접지 스위치가 있습니다. NaimUniti를 다른 접지된 소스기기가
포함된 하이파이 시스템에 연결했거나 스피커를 통해 “웅”하는 전원
노이즈가 들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섀시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면 판매처, 대리점 또는 Naim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위에서, “연결”이란 접지 연결을 포함한 아날로그 음성 신호
케이블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참고: 모든 Naim CD 플레이어는 접지되므로, 시스템에 Naim CD
플레이어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호 접지 스위치를 floating(
부동)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신호 접지 스위치를 잘못 설정한다고 해서 기기가 파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의 음질이 열화될 수 있습니다.

2.7.1 오디오 연결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
NaimUniti의 각 채널은 음극 아날로그 입력 및 출력 연결을 공동
사용합니다. 전원 접지 단자는 다른 사용 기기에 관계 없이 항상
연결해야 합니다. 전원 접지 단자는 주로 케이스와 변압기 내부의
정전기 스크린을 접지하며, 신호 접지 스위치를 섀시 로 설정했을
때만 음극 신호에 연결합니다. 험 루프 (hum loop) 를 방지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음극 신호는 한 곳의 전원 접지 단자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2 .8 USB / i Po d 인 터 페 이 스
NaimUniti에는 오디오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Apple iPod 제품과
USB 메모리 스틱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전면 USB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USB 인터페이스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한 설정 옵션에 따라(4.3.6항 참조), iPod을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2 .9 네 트 워 크 연 결
2.9.1 유선 네트워크 연결
NaimUniti의 뒷면에는 표준 RJ45 이더넷 단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단자를 통해, NaimUniti는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 홈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인터넷 라디오 데이터 스트림을 액세스하거나
올바로 구성된 UPnP™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 홈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하는
Ethernet-over-mains(전원 이더넷) 하드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 환경의 구체적인 전원 배선 방식에 따라
공급 전원에 네트워크 데이터가 유입됨으로 인해 시스템의 전체적인
음질이 열화될 수 있습니다. 음질 열화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전용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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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무선 네트워크 연결
NaimUniti를 무선으로 홈 네트워크에 연결할 경우에는 동봉된 Wi-Fi
안테나를 뒷면에 있는 무선 안테나 연결 단자에 설치해야 합니다.
NaimUniti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려면, 먼저 무선 네트워크도
구성해야 합니다. 본 설명서의 4.6.1항을 참조하십시오.

2.9.3 네트워크 설정
NaimUniti는 처음 출고될 때 현장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접속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DHCP
기본 사용). 그러나, NaimUniti를 전에 사용한 적이 있으면
네트워크 구성이 변경되어 자동 연결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네트워크 설정 메뉴에서 DHCP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NaimUniti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문제가
계속되면 판매처 또는 설치업체에 문의하거나 Naim Audio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4.6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네트워크 연결 문제를 신고하기 전에, 공장 초기화 작업을
수행하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Factory Settings(공장 초기화) 설정
메뉴에서 ‘Reset All Settings(모든 설정 초기화)’를 선택하십시오.
4.10절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사용 가능한 유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NaimUniti의 전원을 켜면 홈 네트워크에 무선으로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더넷(유선) 연결을 사용하려면 NaimUniti의 전원을
끄고 네트워크를 연결한 후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참고: 인터넷 라디오를 사용하려면 NaimUniti를 방화벽이 내장된
라우터/모뎀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2.10 리모콘 연결 단자
NaimUniti의 뒷면에는 표준 RS232 인터페이스 단자와 리모콘
입력 단자가 있습니다. RS232 단자는 펌웨어 업그레이드 및 진단
테스트를 위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aim 판매처나 대리점 또는 Naim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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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imUn it i의 조작
NaimUniti는 전면 패널의 조작 버튼이나 동봉된 리모콘을 사용하여 조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NaimUniti를 설정하고 조작하려면 메뉴 위주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터페이스의
전반적인 원리는 NaimUniti의 각 요소에 적용되므로, 3장에서는 이 같은 전반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그림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3.1 전면 패널 기능

CD 트레이
손잡이

헤드폰 출력
단자
아날로그 및 디지
털 겸용 입력 단자

USB 인터페이스

3.2 전면 패널 버튼(일반 재생 모드)

전면 패널
표시창

전면 패널 버
튼 매트릭스

3.3 전면 패널 버튼(목록 및 설정 모드)

OK

3.2.1 일반 재생 모드
일반 재생 모드에서 NaimUniti의 전면 패널 버튼은 각 버튼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음소거
-음량
음량+
입력
목록
정지
재생
이전
다음

NaimUniti 음소거음량 감소
음량 증가
입력 순차 선택
NaimUniti를 목록 모드로 전환
재생 정지
재생 시작
이전 트랙 또는 오디오 파일 선택
다음 트랙 또는 오디오 파일 선택

3.3.1 목록 및 설정 모드
목록 및 설정 모드에서는 (mute를 제외한) NaimUniti 전면 패널
버튼의 구성이 바뀝니다. 버튼의 구성 변경은 위 그림에 나와있으며,
각 버튼의 기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량
메뉴나 목록의 위로 이동합니다
입력	이전 메뉴 또는 목록(또는 이전 문자)으로
이동합니다
재생	다음 메뉴 또는 목록(또는 다음 문자)으로
이동합니다
이전
메뉴나 목록의 아래로 이동합니다
정지
OK(선택사항 확인)
목록
목록 모드 종료
음소거
NaimUniti 음소거
다음
기능 없음
음량+
기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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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면 패널 표시창(일반 재생 모드)

42
CD

Uniti 설정
4언어
입력
스피커
헤드폰

02 04:47

일반 재생 모드일 때 NaimUniti 의 화면은 현재 설정, 선택된 입력
및 재생 중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위에는 CD
의 2번 트랙이 4분 47초 째 재생되고 있는 전형적인 일반 재생 모드
화면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화면의 좌측 상단에는 음량 수준이 NaimUniti가 음소거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스피커” 아이콘과 나란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상단에는 재생이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재생” 아이콘과
무작위 재생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순서섞기”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CD”는 CD 입력이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3.5 전면 패널 표시창( 목록 모드)

DAB 방송
4BBC R1
BBC R2
BBC R3
BBC R4

1/9
OK

설정 모드로 전환하려면 리모콘의 설정 (
) 버튼을 누르거나 전면
패널의 list(목록)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구성할 수 있는 모든 NaimUniti 매개변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위에는 설정 모드로 전환했을 때 항상 표시되는 설정 홈 화면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1/8”는 선택된 항목이 8
개 중 첫 번째임을 나타냅니다.
설정 메뉴를 탐색하고 항목을 선택하려면, 전면 패널이나 리모콘의
상(5)/하(6) 및 왼쪽(3)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사항을 확정합니다.
참고: 설정 모드 메뉴를 탐색할 때는 오른쪽(4) 버튼이 ok/list(확인/
목록) 버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설정 모드를 종료하려면 리모콘의 설정 (
)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리모콘의 종료 버튼이나 전면 패널의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1/28

NaimUniti의 설정에 대한 설명은 4장을 참조하십시오.
OK

목록 모드로 전환하려면 전면 패널의 목록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 모드는 신호가 예를 들면 라디오
방송이나 트랙의 목록처럼 탐색이 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때
사용됩니다.
표시되는 목록은 선택한 입력과 제공되는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위에는 사용 가능한 DAB 라디오 방송과 BBC R1이 선택되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목록 모드 화면의 그림이 나와있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 있는 “1/28”은 선택된 항목이 28개 중에 1
번째임을 나타냅니다.
목록을 상하로 스크롤하고 항목을 선택하려면 전면 패널이나
리모콘의 상 (5) / 하 (6) 및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합니다. 일반
표시 모드로 돌아가려면 리모콘의 종료 버튼이나 전면 패널의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목록 모드 메뉴를 탐색할 때는 오른쪽(4) 버튼이 ok/list(확인/
목록) 버튼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항목의 목록이 길 경우에는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원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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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aimUniti가 설정 모드로 전환될 때 재생 중인 프로그램은
계속 재생됩니다. 리모콘의 volume(음량), mute(음소거)
및 트랜스포트(재생, 일시정지, 정지 등) 버튼은 계속 조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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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aim Uniti 리모콘

리모콘 버튼의 기능은 아래 표에 열거 및 설명되어 있습니다. 일부
버튼은 NaimUniti가 목록/설정 모드일 때 기능이 바뀝니다. 일반
재생 모드 기능은 각 버튼에 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목록/설정 모드
기능은 각 버튼 밑에 글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만 있는
버튼은 오른쪽 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봉된 리모콘은 Naim Uniti 시리즈 제품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다기능 장치입니다.
배터리를 장착하려면, 배터리 덮개를 분리하고 배터리를 방향에
주의하면서 본체에 삽입합니다. 다음, 배터리 덮개를 다시 덮습니다.

3.7.1 일반 및 목록/설정 모드 버튼

3.7.2 일반 재생 모드 버튼

버튼

일반 모드

목록/설정 모드

버튼

숫자
/문자

1부터 9까지의
숫자 입력

텍스트에 문자
입력

0

0(영) 입력

텍스트에 공백 입력

저장방송
삭제

라디오 저장방송
목록 표시

텍스트의 마지막
문자 삭제

저장

라디오 저장방송
메뉴 표시

대소문자 전환

disp

@#

£

메뉴 위로 이동

입력이전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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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아래로 이동

jkl

pqrs

tuv

mno

wxyz

표시	NaimUniti 표시창을 껴거나
끔. 시계를 구성했을 경우 시계
표시창을 번갈아 표시합니다.
음량 +

음량 증가

음량 -

음량 감소

음소거

NaimUniti 음소거

store

(반복)	선택된 트랙 또는 재생목록 반복

del

(순서섞기)

input +

vol +

(설정)

기능 없음 	변경사항을 저장하지
않고 현재 메뉴 종료

목록
확인

입력에 따라 다른
트랙/기능의 목록
표시

(재생/일시정지)
exit

vol input -

cd

조작 또는 선택 확인

참고: 이동(3456) 버튼의 기능은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9절을
참조하십시오.

설정 메뉴 표시

(정보)	이차 입력 정보 순환 표시

list

입력에 따라 다름
다음 메뉴, 또는
(참고 내용 참조)	텍스트에서 한 문자
앞으로 이동

종료

목록에 있는 트랙의 무순서 재생

mute

ok

입력에 따라 다름
이전 메뉴, 또는
(참고 내용 참조)	텍스트에서 한 문자
뒤로 이동

4

ghi

def

preset

입력+
다음 입력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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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bc

기능

cd

radio

pc

iPod

tv

av

hdd

aux

트랙 재생 또는 일시정지

(이전)

이전 트랙/방송으로 이동

(다음)

다음 트랙/방송으로 이동

(정지)

트랙 정지

(뒤로감기)

트랙 빨리 뒤로 감기

(빨리감기)

트랙 앞으로 빨리 감기
cd 입력 선택

라디오	FM, DAB 및 iRadio 입력 순차
선택
pc	UPnP™와 USB 입력 순차 선택
iPod	iPod과 전면 패널 입력 순차 선택
tv	an. 1(아날로그 1)과 dig. 1(디지털
1) 입력 순차 선택
av	an. 2(아날로그 2)와 dig. 2(디지털
2) 입력 순차 선택
hdd	an. 3(아날로그 3)과 dig. 3(디지털
3) 입력 순차 선택
aux	Phono(포노)와 dig. 4(디지털 4)
입력 순차 선택
참고: 입력 선택 버튼의 기능은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9절을 참조하십시오.

7

N a imU nit i 의 조 작
3.8 Naim Uniti 텍스트 입력

3 .9 n -Stream 리 모 콘 앱

NaimUniti의 일부 메뉴 화면(예: 입력 이름 지정)에서는 텍스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를 입력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리모콘의 숫자 버튼을 사용하여 입력합니다.

n-Stream 리모콘 앱은 iTunes 앱스토어에서 제공됩니다. n-Stream
은 iOS 소프트웨어 3.1.3 버전 이상이 설치된 iPad, iPhone 및 iPod
터치와 호환됩니다.

텍스트를 입력해야 할 때는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해당 버튼에
연결된 다음 문자가 선택됩니다. 문자 외에, 방송저장 버튼은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0(영) 버튼은 공백 입력, 그리고 저장 버튼은
대소문자 전환에 사용됩니다. 상(5)/하(6) 버튼을 눌러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글자를 스크롤할 수도 있습니다.

3.9.1 n-Stream 설정
n-Stream을 사용하여 NaimUniti
를 제어하려면, 먼저 iPad, iPhone
또는 iPod 터치에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NaimUniti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연결된
iPad, iPhone 또는 iPod에 앱을
설치했으면, 화면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시작합니다.

리모콘을 확대한 그림에는 숫자 버튼과 각 버튼에 연결된 문자가
나와있습니다.
요청하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해당되는 버튼을 각각 필요한 횟수만큼
눌러서 문자를 선택합니다. 확인/목록 버튼을 눌러 입력한 텍스트를
확정합니다.

disp

@#

ghi

abc

jkl

def

mno

 정 을 선택하면 NaimUniti
설
를 조종할 기기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원하는
NaimUniti를 기기명이나 네트워크
주소로 구별하여 선택합니다. 위
그림에서는 각각 Uniti-C1C3과
192.168.001.065입니다.
참고: NaimUniti의 네트워크 주소와 기기명은 공장 초기화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NaimUniti의 이름은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변경하면 기기를 두 대 이상 설치했을 때 각 기기를 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pqrs

tuv

preset

자동 연결:

 N 을 선택하면 n-Stream 앱이 실행
O
중일 때 항상 NaimUniti에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tore

연결 유지:		

 FF 를 선택하면 정해진 시간 동안
O
동작이 없을 경우 n-Stream 앱이
“sleep(휴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ON
을 선택하면 n-Stream이 강제로 계속
작동됩니다.

mute

참고: n-Stream을 계속 연결해 놓으면 iPad, iPhone 또는 iPod의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wxyz

del
input +

vol +

평일알람설정:		주중 알람을 활성화하고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ok

주말알람설정:		주말 알람을 활성화하고 알람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list

이미지 캐시 삭제:	n-Stream 앱이 저장한 앨범 표지
이미지를 삭제합니다.
하이파이 언어 사용:

exit

vol in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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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을 선택하면 n-Stream 앱이
O
NaimUniti 표시창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ON 를 선택하면 n-Stream
앱이 iPad, iPhone 또는 iPod의 기본
설정 언어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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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n-Stream 사용
n-Stream 앱은 입력 화면, 재생중
화면 및 라이브러리 화면 등 3개의
메인 화면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화면은 표시창의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선택합니다.
입력 화면에서는 NaimUniti
의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력의 이름은 NaimUniti의 입력
설정 메뉴에서 지정한 이름입니다
(4.3절 참조).

Allegro Media Server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그 안에 있는 재생목록,
앨범 또는 개별 트랙을 선택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입력의 재생중 및 라이브러리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절차도
동일합니다.

재생중 화면은 현재 재생 중인
항목을 표시하고 관련 트랜스포트
조종 기능을 제공합니다. 라디오
방송이 재생 중일 때는 방송저장
메뉴를 열 수 있는 아이콘도
표시되며, 이를 통해 방송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화면은 선택된
NaimUniti 입력에서 재생할 수
있는 항목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좌측 그림에는 NaimUniti
UPnP™ 입력에서 Allegro Media
Server가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 Allegro Media Server
는 iTunes 곡목과 재생목록을
UPnP™ 플레이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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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aimUn it i 설 정
전원 케이블, 스피커, 라디오 공중 안테나 및 모든 외부 연결을 완료하여 NaimUniti를 설치한 후에는
전원을 켜고 사용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NaimUniti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정도는 기기를 사용할 용도와 기기의 기능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기본 설정을 전혀 변경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잘 읽고 NaimUniti
의 기능을 완전히 숙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어지는 문단에는 NaimUniti의 각 설정 메뉴가 설정 홈
메뉴부터 차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리모콘 설정 (
) 버튼을 눌러 NaimUniti를 설정 모드로 전환합니다. 리모콘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 메뉴를 탐색하면서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종료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4.1 설정 홈 메뉴
NaimUniti의 설정 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설정 메뉴는 9가지입니다. 각
메뉴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어:	NaimUniti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3 입 력 메 뉴
Uniti 설정

1/9

4언어
입력
스피커
헤드폰

입력:	각 내외부 입력에 대한 다양한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NaimUniti의 스피커 출력 옵션을 구성합니다.
헤드폰:	NaimUniti의 헤드폰 출력 옵션을 구성합니다.
네트워크:	NaimUniti의 네트워크 연결 설정을 구성합니다.
전면 표시창:

NaimUniti 표시창의 기능을 구성합니다.

시계&알람:

시계와 알람을 구성합니다.

리모콘 버튼 설정:	NaimUniti의 입력을 각 리모콘 버튼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이동(3456) 버튼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NaimUniti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저장한
설정을 모두 삭제하고,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9가지 설정 메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 각각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리모콘의 상(5)/하(6) 버튼과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설정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4.2 언어 메뉴
언어 설정 메뉴에서는 NaimUniti
언어
1/2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언어를 변경할
4English
수 있습니다. 설정 모드로 전환하고
한국의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상
(5)/하(6) 버튼과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언어를 선택합니다. 리모콘의 종료 버튼을 눌러 설정
모드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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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설정 메뉴에서는 NaimUniti의 각
내부 신호와 외장 입력에 대해 다양한
매개변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들
매개변수는 각 NaimUniti 입력의
제어 방법을 결정합니다. 각각에 대해
선택 가능한 옵션은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든 입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개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사용: 입력을 켜거나 끄고 모든 관련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입력선택

1/16

4CD
FM
DAB
iRadio

CD

1/5

4사용:
이름:
입력값 조절:
자동선택:

예
CD
0
예

이름: 입력에 사용자가 원하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입력값 조절: 각 입력의 음량이 대략적으로 일치하도록 각각의 상대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6 또는 5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하십시오.

4.3.1 CD 입력

CD

5/5

이름:
예
매개변수
옵션
입력값 조절:
0
사용:
예/아니오
자동선택:
예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4자동재생:
예
입력값 조절:	±10dB
자동선택:	예/아니오. 예 로
설정하면 디스크를 삽입하고 트레이를 닫을 때
내장 CD 입력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자동재생:	예/아니오. 예 로 설정하면 디스크를 삽입했을 때
자동으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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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FM 입력

FM

4/4

매개변수
옵션
사용:
예
이름:
FM
사용:
예/아니오
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4탐색중 멈춤:
중간
입력값 조절:	±10dB
탐색중 멈춤:	낮음/중간/높음.
NaimUniti 튜너가 FM 방송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FM 신호의 강도를 설정합니다.

iPod 충전:	항상사용/사용안함. iPod이 연결되어 있을 때
iPod 배터리를 항상 충전하거나, 충전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참고: 충전을 하지 않는 옵션이 제공되는 이유는 충전과 재생을
동시에 할 경우 iPod의 음질이 약간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충전을 하지 않으면 NaimUniti를 통해 iPod을 재생할 때 전원이
꺼질 수 있습니다.

4.3.7 전면 입력 단자
4.3.3 DAB 입력
매개변수
옵션
사용:
예/아니오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입력값 조절:	±10dB
방송 재탐색:	DAB 방송을 다시
탐색합니다.

DAB
사용:
이름:
입력값 조절:
4방송 재탐색

4/4
예
DAB
0

참고: DAB(디지털 오디오 방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
판매되는 NaimUniti에는 DAB 입력이 없습니다.

4.3.4 iRadio 입력

iRadio

4/5

매개변수
옵션
사용:
예
이름:
iRadio
사용:
예/아니오
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4자동차단:
사용안함
입력값 조절:	±10dB
자동 차단:	시간 선택. 자동
차단 기능은 NaimUniti가 인터넷 라디오에 계속
연결되어 있음으로 인해 인터넷 데이터 사용
한도가 본의 아니게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최종검색 기억:	예/아니오. 예 로 설정하면 목록 모드를
선택했을 때 NaimUniti가 최근에 사용한
방송을 표시합니다(있을 경우). 아니오 로
설정하면 NaimUniti가 최상위 방송 선택 메뉴를
표시합니다.

4.3.5 UPnP™ (네트워크) 입력

UPnP

3/4

사용:
예
매개변수
옵션
이름:
UPnP
사용:
예/아니오
4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최종서버 기억
예
입력값 조절:	±10dB
최종서버 기억:	예/아니오. 예
로 설정하면 NaimUniti는 UPnP™ 서버가
여전히 사용 가능할 경우 최근에 사용한 폴더를
기억합니다. 아니오 로 설정하면 NaimUniti가
사용 가능한 모든 서버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4.3.6 USB/iPod 입력

USB/iPod

4/5

사용:
예
매개변수
옵션
이름:
USB
사용:
예/아니오
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4최종폴더 기억: 아니오
입력값 조절:	±10dB
최종폴더 기억:	예/아니오. 예 로
설정하면 NaimUniti가 USB 장치에서 최근에
사용된 폴더를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아니오 로
설정하면 장치의 최상위 폴더가 표시됩니다.

Front

4/4

사용:
예
매개변수
옵션
이름:
Front
사용:
예/아니오
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4전면입력방식:
자동
입력값 조절:	±10dB
전면입력방식:	자동/아날로그/
디지털. 자동으로 설정하면 전면 입력 단자가
오디오 신호의 방식(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입력을 적절히 구성합니다.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로 설정하면 전면 입력
방식 설정이 고정됩니다.

4.3.8 기타 입력

Analogue 1

1/4

4사용:
예
매개변수
옵션
이름:
아날로그 1
사용:
예/아니오
입력값 조절:
0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
AV 고정음량
아니오
입력값 조절:	±10dB
AV 고정음량:	예/아니오. 아니오
를 선택하면 입력이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예
를 선택하면 입력의 음량이 고정되고 NaimUniti
의 음량 조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설정을
통해, NaimUniti를 멀티채널 AV 시스템에서
사용할 때 음량이 AV 프로세서를 통해 조절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V 고정 음량을 선택할 때는
주의하십시오.

참고: AV 고정 음량은 RCA 포노 아날로그 입력에만 해당됩니다.

4 .4 스 피 커 메 뉴
스피커 설정 메뉴에서는 다양한 스피커
관련 매개변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아래 표에 나와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4유형:
최대음량:
음균형:

1/3
Large+Sub
100
0

매개변수
옵션
유형:	Large+Sub /
Large / Small+Sub
최대음량:	0 ~ 100(리모콘의 6 또는 5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
음균형:	-10 ~ +10(리모콘의 6 또는 5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
스피커 유형 옵션은 신호 경로 및 고역 통과 필터 설정을 지정합니다.
Large+Sub 옵션은 대형(풀레인지) 스피커의 저음 성능을 보강하기
위해 NaimUniti에 서브우퍼를 연결했을 때 사용합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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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무선 네트워크 연결 설정

Large 는 서브우퍼를 사용하지 않을 때 선택합니다(이 설정을
선택하면 NaimUniti의 서브우퍼 출력이 꺼집니다).
Small+Sub 는 (대역폭의 제약이 있는) 소형 위성 스피커로 구성된
스피커 시스템의 저음을 보강하기 위해 서브우퍼를 사용할 때
선택합니다. Small+Sub로 설정하면 NaimUniti 스피커의 출력
신호에 100Hz 고역 통과 필터가 적용됩니다.
스피커의 최대 음량 및 음균형 매개변수는 각각 최대 허용 음량과
채널 간 음균형을 설정합니다.

4.5 헤드폰 메뉴
헤드폰 설정 메뉴에서는 최대 음량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1/1

4최대음량:

100

4.6 네트워크 설정 메뉴
네트워크 설정
4이름:
무선:
상태:
DHCP

1/4

Uniti-0131
미사용
연결되지 않음
예

매개변수
옵션
이름:	
사용자 지정 가능(텍스트 입력)
기본 설정: Uniti-xxxx
무선:
미사용 / 무선 네트워크 이름
상태:	연결됨/입력신호 없음/로그인 실패/연결 중/기타
DHCP:
예/아니오
이름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NaimUniti의 기본 네트워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선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무선 설정에 대한 자세한 참고사항은 아래의
4.6.1항을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크 상태 는 현재의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표시합니다.
DHCP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NaimUniti의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예 를 선택하고 NaimUniti를 DHCP
로 설정해 두는 것이 적당합니다. 비 DHCP 네트워크 연결에 대한
참고사항은 아래의 4.6.2항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네트워크에 설치된 기기에는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다른 모든
기기가 해당 기기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IP 주소가 있습니다.
DHCP는 기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또는 연결된 상태에서
전원을 켤 때)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규칙입니다. NaimUniti는 DHCP를 사용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무선과 유선(이더넷)을 모두 사용하여 NaimUniti를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이더넷 연결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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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aimUniti는 널리 사용되는 Wi-Fi 표준과 대부분 호환됩니다.
802.11b와 802.11g를 지원하는 라우터(공유기)도 사용이
가능하나,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802.11g를 지원하는
라우터가 권장됩니다.
참고: 여느 무선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마찬가지로, NaimUniti 연결의
안정성은 네트워크 라우터의 성능과 Wi-Fi 신호의 품질에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NaimUniti
를 네트워크 오디오 신호에 연결할 때 사용하는 무선 “단계(leg)”는
하나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NaimUniti와 네트워크 오디오 신호
사이에 추가 “단계”가 필요하다면 유선 연결을 사용해야 합니다.

매개변수
옵션
최대음량:	0 ~ 100(리모콘의
6 또는 5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 )

네트워크 설정(Network Settings)
메뉴에서는 NaimUniti의 네트워크
매개변수를 라우터 및 네트워크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아래
표에 나와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선택

네트워크 설정 메뉴에서 Wireless(
<무선 사용하지 않음>
LingNet
무선) 매개변수를 선택하면 Select
4GreenNet
Network(네트워크 선택) 메뉴가 사용
TomNet
가능한 네트워크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무선 연결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옵션도 제공됩니다. 리모콘의 상(5)/하(6)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을
스크롤하고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NaimUniti는 “숨겨진”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선택된 네트워크에 보안이 적용되어
있어 비밀번호나 접속키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할 경우, NaimUniti는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 때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르면 비밀번호
또는 접속키 입력을 위한 텍스트 입력
화면이 열립니다.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대소문자 구별에 주의하면서
비밀번호나 접속키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입력을 마치면 리모콘의 확인/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에서,
비밀번호는 “flatfish”입니다.
네트워크 접속에 성공하면 NaimUniti
가 확인 화면을 표시합니다.

무선 접근 패스워드나
접근 키를 입력하세요
계속하려면 OK를 누르세요

flatfish

abc

flatfish|
확인하려면 OK를
누르세요

연결됨
마치려면 OK를 누르세요

비밀번호나 접속키를 잘못 입력하면
NaimUniti가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로그인 불가

참고: 보안을 위해, 라우터는 무선
재시도하려면 OK를
네트워크 가입을 허용하기 전에
누르세요
NaimUniti의 MAC 주소도 입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 기능을 ‘MAC 주소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NaimUniti의 MAC 주소는 ‘공장 초기화 > 시스템 상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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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무선 비밀번호/접속키는 무선 라우터를 처음 설정할 때
지정되며, 단어 하나 또는 일련의 숫자와 문자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접속키를 모르면 라우터의 설정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라우터를 처음 설정한 사람에게 문의하십시오.
참고: 라우터가 다중 보안 구성을 지원할 경우, NaimUniti는
자동으로 가장 보안 수준이 높은 구성만 제안합니다.
참고: WEP 보안을 사용할 경우에는 라우터를 “auto(자동)” 또는
“open(개방형)” 인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선택된 네트워크에 보안이 설정되어
이 무선네트워크는보안이
있지 않아 접속을 위해 비밀번호나
되어있지 않아패스워드나
접속키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면
접속키가필요하지
않습니다
NaimUniti가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리모콘의 확인/목록
연결하려면 OK를 누르세요
버튼을 누르면 NaimUniti가 해당
네트워크에 즉시 연결되고 확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참고: 무선 연결 문제는 때때로 라우터 설정 메뉴에서 무선
연결 채널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6.2 비 DHCP (고정) 네트워크 연결
네트워크 설정 메뉴에서 DHCP
를 선택해제하면 5가지 매개변수가
추가로 표시됩니다.

네트워크 설정
4IP:
Mask:
Gtwy:
DNS1:

매개변수
옵션
IP:	사용자 지정 가능(숫자
기본 설정: 0.0.0.0
마스크:
사용자 지정 가능(숫자
기본 설정: 0.0.0.0
게이트웨이:
사용자 지정 가능(숫자
기본 설정: 0.0.0.0
DNS1:
사용자 지정 가능(숫자
기본 설정: 0.0.0.0
DNS2:
사용자 지정 가능(숫자
기본 설정: 0.0.0.0

1/5

192.168.0.80
255.255.255.0
192.168.0.1
192.168.0.1

옵션
예/아니오
목록에서 시간 선택
예/아니오
음소거시/표시창 Off 시/항상사용/사용안함

음소거시 Off 를 선택하면 음소거 시에 전편 패널 표시창이
꺼집니다. 자동 Off 는 인터페이스가 마지막으로 조작된 후에
표시창이 계속 켜져 있는 시간을 지정합니다. 시간은 10초에서 1
시간 사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리모콘의 disp(표시) 버튼을 사용하여 표시창을 끄면 이 설정이
자동 Off 설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표시창은 항상 조작 명령이
수신될 때 잠깐 켜집니다.
Off시 시각표시 설정을 사용하면 다른 표시창 설정을 껐을 때도
시각이 계속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Clock When Off(Off시 시각표시)를 “Yes(예)”로 설정하고
Logo Off(로고 Off)를 “If Muted(음소거시)”로 설정하면 음소거
선택 후 10초 뒤에 시계 표시가 자동으로 어두워집니다.
로고 Off 설정은 어떤 상황에서 전면 패널 로고 조명이 꺼지도록 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4 .8 시 계 및 알 람 메 뉴
시계 및 알람 설정 메뉴에서는
NaimUniti의 시계를 설정하고 알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력)
주중알람설정 또는 주말알람설정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매개변수와
옵션이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입력)
입력)
입력)
입력)

이들 설정을 통해 NaimUniti를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을 차례로 선택할 때 나타나는 숫자 입력
화면에서 적절한 네트워크 IP 주소 설정을 마쳐야 합니다. 고정 IP
주소 설정을 지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네트워크 라우터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계&알람

1/5

4평일알람설정
주말알람설정
표준시각조정
네트워크에서 시각동기화

매개변수
옵션
평일알람
1/4
사용:	예/아니오. 예 를
4사용:
아니오
선택하면 알람이
알람시각:
07:00
입력:
Fluid Radio
설정됩니다. 아니오
음량:
30
를 선택하면 알람이
해제됩니다.
알람시각:	07:00. 시각을 선택하면 리모콘의 이동
(5 6 3 4) 버튼과 숫자 버튼을 사용하여
알람 시각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입력:	NaimUniti의 외장 입력 또는 라디오 저장방송을
알람 음성 신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NaimUniti 라디오를 알람 신호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장되어
있는 라디오 방송을 사용해야 합니다.

4.7 전면 표시창 메뉴
전면 표시창 메뉴에서는 NaimUniti
전면 패널 표시창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아래 표에 나와
있으며, 이어지는 내용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매개변수
음소거시 Off:
자동 Off:
Off시 시각표시:
로고 Off:

전면 표시창

1/4

4음소거시 Off:
아니오
자동 Off:
2분후
Off시 시각표시:
예
로고 Off:
음소거시

음량:	30. 알람의 음량은 리모콘의 상(5)/하 (6)
버튼을 사용하여 NaimUniti의 기본 음량과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중 알람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용됩니다. 주말 알람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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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NaimUniti에는 기본 알람음이 없으며, 외장 입력이나 라디오
저장방송만 알람 신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람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된 시간에 알람 신호가 작동할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갑자기 방송이 중단될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시각조정 을 선택하면 NaimUniti
의 위치에 해당되는 표준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상
(5)/하(6) 버튼을 사용하여 GMT(
그리니치 표준 시간)를 기준으로 +
또는 –를 선택합니다.

표준시각

±00:00
현재: 12:04 3월 16일 2011

4.9.2 입력 버튼 지정

참고: NaimUniti의 시계는 현지 “일광 절약” 시간 변경을 감안하여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Adjust Time Zone(표준시각조정)
기능을 사용하여 시계를 앞으로 또는 뒤로 적절히 돌리십시오.
네트워크에서 시각동기화 를 선택하면 NaimUniti의 시계를 정해진
시간 서버와 다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참고: NaimUniti의 시계는 24시간마다 자동으로 인터넷 시간
서버와 다시 동기화됩니다. 연결할 수 없으면 30분마다 다시

시도합니다.
Advanced Setup 을 사용하여 다른 인터넷 시간 서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 서버 선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Naim
판매처에 문의하십시오.

4.9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
리모콘
리모콘
지정된
리모콘
기능을

버튼 설정 메뉴에서는 각
입력 선택 버튼(그림 4.9.4)에
NaimUniti 입력을 변경하고
이동 버튼(그림 4.9.3)의
구성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 설정

1/10

4상/하
좌/우
CD
Radio

4.9.1 이동 버튼 기능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에서 상/하
조작 매개변수를 선택하면 리모콘 상
(5)/하(6) 버튼의 기능 모드를 입력
과 Off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메뉴가 열립니다. 입력 으로 설정하면
버튼으로 입력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Off 로 설정하면 버튼을 입력 선택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상/하 조작

1/2

4입력
Off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에서 좌/우
좌/우
조작 매개변수를 선택하면 CD, iPod,
4CD
라디오, USB 및 UPnP™ 입력에 대해
iPod
라디오
좌(3)/우(4) 버튼의 기능을 각기
USB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추가 메뉴가
열립니다. USB, iPod, UPnP™ 및 CD
좌/우 조작
입력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4트랙
트랙, 목록 및 Off 입니다. 트랙 을
목록
선택하면 좌(3)/우(4) 버튼을
Off
누를 때 이전 또는 다음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목록 을 선택하면 버튼을
누를 때 NaimUniti가 목록 모드로
돌아가고, Off 를 선택하면 버튼을 트랙 또는 목록을 선택하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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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입력을 사용할 때 선택할 수
좌/우 조작
1/4
있는 옵션은 방송, 저장방송, 목록
4방송
및 Off 입니다. 방송 을 선택하면 좌
저장방송
(3)/우(4) 버튼을 누를 때 이전 또는
목록
Off
다음 방송이 선택됩니다. 저장방송 을
선택하면 버튼을 누를 때 이전 또는
다음 저장방송이 선택됩니다. 목록 을 선택하면 버튼을 누를 때
NaimUniti가 목록 모드로 돌아가고, Off 를 선택하면 버튼을 방송
또는 저장방송을 선택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1/5
트랙
트랙
방송
트랙
1/3

데

리모콘의 각 입력 선택 버튼에는
입력을 최대 4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지정값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습니다.

리모콘 설정

4/10

상/하
좌/우
CD
4Radio

리모콘 버튼 	지정된 NaimUniti 입력
cd:
CD
라디오:
FM, DAB, iRadio
pc:
UPnP™, USB/iPod
iPod:
USB/iPod, 전면 			
tv:
아날로그 1, 디지털 1
av:
아날로그 2, 디지털 2
hdd:
아날로그 3, 디지털 3
aux:
포노, 디지털 4
리모콘 버튼 설정 메뉴에서, 상/하
입력지정:Radio
1/4
버튼과 좌/우 버튼의 매개변수 밑에는
41. FM
2. DAB
8개 리모콘 입력 버튼의 목록이
3. 인터넷라디오
표시됩니다. 여기서 버튼 하나를
4. 미지정
선택하면 해당 버튼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4개 입력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미지정 포함). 지정된 입력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지정 번호를
선택하고, 이어서 나타나는 메뉴에서 원하는 입력을 선택합니다.

@#

abc

def

ghi

jkl

mno

ghi

jkl

mno

N a imU
정
pqrsnit i 설tuv
4.9.3 리모콘 이동 버튼

preset
pqrs

wxyz

store
wxyz

tuv

이동(3456) 버튼은 확인/목록 버튼 주위에 있습니다.

del
preset

store
input +

del

vol +

mute

input +

vol +

mute

ok
list
ok
list

4.10 공장 초기화 메뉴
Factory Settings(공장 초기화) 설정
메뉴에서는 NaimUniti의 시스템
상태 정보를 표시하고, 리모콘
명령을 분석하고, 라디오 저장방송을
삭제하고, 기본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옵션은 아래 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1/4

4시스템 상태
Handset IR Monitor
저장방송 비우기
모든설정 초기화

매개변수
옵션
시스템 상태:
선택하여 표시
Handset IR Mon.: 선택하여 표시
저장방송 비우기: 예/아니오
모든 설정 초기화:	경고 표시: 공장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모든 사용자
설정이 초기화됩니다. 계속하려면 전면 패널의
음소거 버튼을 누르십시오.

exit

vol input -

vol -

exit

input 4.9.4 리모콘 입력 선택 버튼
입력 선택 버튼 (cd, 라디오, pc, iPod, tv, av, hdd, aux) 은
트랜스포트 버튼 (
) 밑에 있습니다.

cd

radio

pc

iPod

cd
tv

radio
av

pc
hdd

iPod
aux

tv

av

hdd

a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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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imUn it i 인 티앰프
NaimUniti에는 Naim의 검증된 설계 원리에 기초한 프리+파워 인티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프리앰프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음성 신호를 모두 처리할 수 있으며, NaimUniti의 내장 CD 플레이어,
멀티포맷 라디오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외에 외장 아날로그 및 외장 디지털 신호 입력 단자를 5개씩
갖추고 있습니다.
NaimUniti의 앰프는 간단히 원하는 입력을 선택하고 청취 음량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1 입력 선택
입력은 전면 패널의 입력 버튼이나 리모콘의 상(5)/하(6) 버튼,
또는 리모콘의 입력 선택 버튼 중 하나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면 입력 단자는 플러그를 삽입하는 즉시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전면 패널의 입력 버튼이나 리모콘의 상(5)/하(6) 버튼을 누르면
입력이 다음 순서로 스크롤되고 선택됩니다:
CD, FM(라디오), DAB(라디오), iRadio, UPnP™(네트워크
UPnP™), iPod, USB, 전면 (전면 아날로그/디지털 단자), 아날로그
1),아날로그 2, 아날로그 3, 포노, 디지털 1, 디지털 2, 디지털 3,
디지털 4.
참고: 위에는 입력의 기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NaimUniti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절을 참조하십시오. 입력을
비활성화하여 선택 목록에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리모콘의 입력 선택 버튼 중 하나를 누르면 입력 하나가 곧바로
선택되거나 여러 입력이 스크롤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설정에 따라
CD 입력 선택 버튼을 누르면 CD 입력이 선택되는 한편, 라디오 입력
선택 버튼을 누르면 FM, DAB 및 iRadio 입력을 스크롤합니다.
참고: 입력 선택 버튼의 기본 설정은 NaimUniti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9.2항을 참조하십시오.
입력을 선택하면 해당 입력의 음성 신호가 NaimUniti 출력으로
전달됩니다.
입력이 선택되면 NaimUniti는 잠시 입력의 이름을 표시한 후
입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예: CD 트랙 또는 라디오 저장방송)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USB 메모리 스틱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입력을 사용할
수 없으면 NaimUniti가 알림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5.2 음량 조절
NaimUniti의 음량은 전면 패널의 -음량 및 음량+ 버튼이나 리모콘의
음량- 및 음량+ 버튼을 사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량 조절은
스피커, 헤드폰, 서브우퍼 및 프리앰프 출력에 적용됩니다.
참고: 목록 또는 설정 모드일 때는 전면 패널을 통해 음량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리모콘의 음량 버튼을 사용하여 음량을 계속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기능은 NaimUniti의 스피커, 헤드폰, 프리앰프 및 서브우퍼
출력에 적용되며, 전면 패널이나 리모콘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가 되면 표시창의 볼륨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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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 앰 프 표 시 창
정상 작동 시에, NaimUniti의 전면 패널 표시창은 주로 선택된
입력에 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음량 조절과 신호 음소거 등을 위해
앰프를 조작할 때는 일시적으로 해당 상태를 표시합니다.

5 .4 신 호 출 력
스피커 출력 외에, NaimUniti에 내장된 앰프는 스테레오 라인 출력
1조, 무필터 모노 서브우퍼 출력 2개, 스테레오 프리앰프 출력 1조,
그리고 헤드폰 출력을 제공합니다.
라인 출력은 NaimUniti를 아날로그 녹음 기기에 연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imUniti의 음량 조절은 라인 출력 음량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서브우퍼 출력은 액티브 서브우퍼의 구동에 적합한 신호를
제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서브우퍼 출력 2개는 동일한
모노 신호를 전송합니다. 적절한 서브우퍼/스피커 구성은 스피커
설정 메뉴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4.4절을 참조하십시오.
프리앰프 출력은 NaimUniti 프리앰프에 Naim Audio 파워앰프를
추가로 연결하거나 업그레이드용 앰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aimUniti의 헤드폰 앰프는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는 대부분의
헤드폰을 구동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플러그를 꽂으면 NaimUniti의
스피커, 프리앰프 및 서브우퍼 출력이 음소거됩니다.

5 .5 앰 프 장 애 경 고
NaimUniti 파워앰프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정상 작동 온도를
초과하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는 드문 경우에는 출력이 음소거되고
표시창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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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aimUn it i CD 플레이어
NaimUniti에는 수동 회전식(swing-out) 트레이와 맞춤 트랜스포트 제어 소프트웨어와 독특한 디지털
및 아날로그 전자 부품을 사용한 효과가 입증된 Naim 기술에 기반을 둔 전기능 CD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CD 플레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려면 NaimUniti의 CD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6.1 디스크 삽입

6 .4 C D 트 랙 재 생 목 록 프 로 그 램

CD를 삽입하려면 기기의 왼쪽에 있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트레이를
당겨 여십시오. CD를 플래터 위에 올려놓은 후 자성 원반을 올려
놓으십시오. 자성 원반을 다른 Naim CD 플레이어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다른 Naim CD 플레이어에는 다른 원반이 사용됩니다.
트레이를 밀어서 닫으십시오.
CD 트레이가 닫히면 NaimUniti가 디스크 정보를 자동으로
읽습니다. CD 설정 메뉴에서 자동 선택 ‘을 설정했으면 NaimUniti가
자동으로 CD 입력으로 전환됩니다. 자동 재생 이 설정되어 있으면
CD가 즉시 1번 트랙부터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6.2 CD 트랜스포 트 조종
CD 트랜스포트(재생, 정지 등)는 전면
패널의 트랜스포트 버튼– 재생, 이전,
다음, 정지 –이나 리모콘의 트랜스포트
버튼(
) 을 사용하여
조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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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44:47

6.3 CD 표시창과 트랙 선택
42

CD

01 01:32

CD 자동 재생이 설정되어 있으면 CD
가 즉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재생
도중에는 표시창에 트랙 번호와 경과
시간이 표시됩니다. 표시창 상단에
있는 정지 아이콘이 재생 아이콘으로 바뀝니다.

재생 또는 정지 모드에서 전면 패널이나 리모콘의 이전 또는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CD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숫자/
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트랙 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트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CD 전체나 프로그램된 재생 순서를
모두 반복하려면 리모콘의 반복
(
) 버튼을 누르십시오. 트랙
순서를 (무작위로) 섞으려면 리모콘의
순서섞기 (
)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고: 원하는 재생목록이 CD 트랙을 대다수 포함하는 경우에는 “
모든 곡 생성”을 선택하고 원치 않는 트랙을 삭제하십시오. 반대로,
원하는 재생목록에 CD 트랙이 몇 개만 들어있다면 “모든 곡 비우기”
를 선택하고 원하는 트랙을 추가하십시오.
참고: 재생 중에 Modify Program(프로그램 수정) 메뉴를 선택하면
CD 재생이 멈춥니다

12 트랙 CD

참고: 전면 패널 조종 버튼을 사용하여
일시정지를 적용 또는 해제하려면 play(재생)를 누르십시오.

CD를 삽입하면 NaimUniti가 총 재생
시간과 트랙 수를 표시합니다.

CD 트랙 목록에서 프로그램 을
프로그램수정
1/4
선택하면 프로그램 수정 메뉴가
4모든곡 생성
열립니다. 모든 곡 생성 을 선택하면
모든곡 비우기
편집
현재 삽입되어 있는 CD의 모든 트랙을
제거
포함하는 트랙 재생목록이 생성되고
프로그램 메뉴가 열립니다. 모든 곡
비우기 를 선택하면 빈 재생목록이 생성되고 선택 추가 메뉴가
열립니다. 편집 과 제거 는 기존 재생목록이 있을 때만 표시됩니다.
편집 을 선택하면 프로그램 편집 메뉴가 열리고, 제거 를 선택하면
기존 재생목록이 삭제됩니다.

CD재생목록
프로그램...
41 6:42
2 4:20
3 3:56

프로그램 메뉴는 왼쪽 열에 트랙
번호의 목록을 표시하고 오른쪽 열에
각 트랙의 재생 시간을 표시합니다.
트랙 번호의 순서는 재생 순서를
위에서 아래로 나타납니다.
모든 곡 생성 을 선택할 때 열리는
메뉴에서, 각 열은 현재 삽입되어 있는
CD의 트랙 순서를 나타냅니다. 모든 곡
비우기 를 선택할 때 열리는 메뉴에는
선택 추가 만 표시됩니다.
모든 곡 생성 을 선택한 후에 CD
트랙을 삭제하려면, 리모콘의 상
(5)/하(6) 버튼을 사용하여 가장
먼저 삭제할 트랙 (프로그램 메뉴
그림의 3번 트랙) 으로 스크롤한 후
ok/list(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 편집
메뉴가 열립니다.

프로그램 [56:22]
1
2
43
4

3/8

02:34
04:20
03:17
07:21

프로그램 [00:00]

1/1

4선택추가

프로그램편집

1/1

4트랙삭제 3

전면 패널이나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이 목록 모드로 전환되어 CD 트랙과 개별
트랙의 재생 시간을 열거합니다. 재생할 트랙은 리모콘의 상(5)
/하 (6)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을 위 아래로 스크롤하고 확인/목록
버튼을 눌러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시창의 트랙 목록 위에는
프로그램 명령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을 선택하여 CD의 재생 순서를
변경하고 트랙을 숨기거나 반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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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목록을 만들면 프로그램 수정 메뉴에서 편집 및 제거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 편집 메뉴에서 변경 및 삽입 옵션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X 트랙 삭제:	선택 후 확인/목록 을 눌러 트랙을
재생목록에서 삭제합니다.
X 트랙 변경:	선택 후 확인/목록 을 눌러 트랙을
변경합니다.
새 트랙 삽입:

선택 후 확인/목록을 눌러 트랙을 삽입합니다.

트랙 변경 또는 새 트랙 삽입 을
선택하면 선택된 트랙 번호가 표시된
창이 열립니다.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이나 상(5)/하(6) 버튼과 확인/
목록 버튼을 차례로 사용하여 트랙
번호를 변경하고, 변경 또는 삽입
작업을 확정합니다.

트랙변경

3
계속하려면 OK를
누르세요

참고: CD 재생목록에는 같은 트랙을 중복하여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6.5 CD 플레이어 의 유지관리
NaimUniti CD 플레이어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디스크를
올바로 고정시키는 데 방해가 되어 CD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먼지나 이물질이 트랜스포트 플래터의 표면과 자성 원반의
아래쪽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포트 플래터를 청소하려면, 블루택(Blu-Tack) 한 조각을
자성 금속 허브의 위쪽 표면에 가볍게 부착하여 붙어 있는 이물질을
모두 떼어내십시오. 플라스틱으로 된 외부 가장자리를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털어내어 먼지와 이물질을 없애십시오.
마찬가지로, 자성 원반(puck)도 블루택으로 청소하여 밑면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용매나 액체를 사용하여 청소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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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imU nit i 멀 티 모 드 라 디오 튜너
7 NaimUn it i 멀 티모드 라디오 튜너
NaimUniti에는 FM 및 DAB 신호와 인터넷 라디오 스트림을 수신할 수 있는 멀티모드 라디오 튜너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FM과 DAB를 사용하려면 기기의 뒷면에 있는 공중 안테나 입력 단자에 적절한 공중
안테나를 연결해야 합니다. 인터넷 라디오를 사용하려면 NaimUniti를 적절한 방화벽이 내장된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해야 합니다. NaimUniti에는 세 가지 튜너 모드에 걸쳐 총
40개의 방송(즐겨찾기)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FM, DAB, 또는 iRadio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7 .3 i R ad i o 튜 너 – 방 송 검 색

7.1 F M 튜너 – 방송 검색
FM 방송을 찾으려면 리모콘의 이전
( ) 또는 다음( )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튜너가 FM 대역을 검색하여
정해진 신호 강도를 초과하는 방송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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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BBC R4
92.9MHz

참고: 표시창의 우측 상단에 있는
맞물린 원 모양의 아이콘은 스테레오 신호를 나타냅니다.
참고: 인식 신호 강도의 하한값은 NaimUniti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2항을 참조하십시오.
방송이 RDS를 지원하면 주파수뿐만 아니라 방송 이름도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정보( )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전송된 방송 정보와 지정된
방송 장르(있을 경우)와 방송의 주파수가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방송이 RDS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보 키를 눌렀을 때 방송의
주파수만 표시됩니다.

NaimUniti를 고속 인터넷 네트워크에
인터넷 라디오
3/8
연결하면 사용 가능한 인터넷
추가된 방송
라디오 방송의 목록이 자동으로
Naim’s Choice
4지역
다운로드됩니다. 그 후에 iRadio
장르
입력을 선택하면, 모든 가용 방송을
지역, 장르, 팟캐스트 위치, 팟캐스트
장르, 새 방송 및 인기 방송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보여주는 목록
모드 메뉴가 표시됩니다. 표시창은 자동으로 목록 모드 로 전환되어
리모콘의 상(5)/하(6)/좌(3) 및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방송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목록이 길 경우에는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원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방송을 선택하면 목록 모드 에 있던 NaimUniti 표시창이 다시 일반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시 목록 모드로 전환하여 목록을 더 탐색하고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이 한 방송에서 멈추면 이전 ( ) 또는 다음 ( ) 버튼을 다시
눌러 해당 방송을 무시하고 검색을 계속하거나 리모콘의 저장 버튼을
눌러 방송을 즐겨찾는 저장방송으로 저장하십시오.

방송이 재생 중일 때 정보( ) 버튼을 누르면 방송(스트림) 이름,
경과 시간, 스트림 정보, 버퍼 레벨 및 전송된 모든 방송 정보가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르면 모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FM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모노 설정은 때때로 노이즈와 간섭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버퍼 레벨은 NaimUniti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을
뜻하며,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필요한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7.2 DAB 튜너 – 방송 검색
NaimUniti의 DAB 라디오 입력을 처음
선택하면 방송을 검색해야 합니다.
DAB 입력을 선택하고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눌러 검색을
시작하십시오. 검색 진행률과 검색된
방송의 수가 표시됩니다. 검색이
완료되면 NaimUniti가 방송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고 목록에서 첫 번째
방송을 선택합니다.

DAB

42

방송없음
목록 을 눌러 재탐색하세요

DAB

42

목록에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
오프라인” 상태면 방송을 선택해도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iRAD

42

재생불가
방송이용불가

참고: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선택된
상태에서 NaimUniti를 5분 이상
음소거 상태로 놔두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절약하기 위해 데이터
스트림이 중지됩니다. 스트림은 음소거가 해제되는 즉시 다시
시작됩니다.

DAB방송재탐색
47% Found 15

DAB 방송은 리모콘의 이전 ( )
또는 다음 ( ) 버튼을 눌러 알파벳
순으로 차례로 선택하거나, 확인/목록
버튼을 누르고 목록 모드에서 방송 목록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리모콘의 상 (5) /하 (6)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을
스크롤하고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방송을 선택하십시오. 목록이
길 경우에는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원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방송을 선택한 후에 리모콘의 정보( ) 버튼을 누르면 방송의 장르,
신호 강도, 비트 레이트 및 전송된 모든 방송 정보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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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imU nit i 멀 티 모 드 라 디오 튜너
7.4 iRadio 방송 추가

7 .6 라 디 오 저 장 방 송 사 용

Naim 라디오 가이드 웹사이트에서 NaimUniti의 기본 목록에 없는
iRadio 방송을 다운로드하여 NaimUniti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방송을 추가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	NaimUniti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http://naim.vtuner.com 에 접속합니다
•	웹페이지의 요청에 따라 NaimUniti의 ID를 입력합니다. ID
는 기기의 MAC 주소입니다. MAC 주소는 다음 NaimUniti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정 > 공장 초기화 >
시스템 상태 > MAC.
참고: 차후에 방문할 때 MAC 주소를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사용자이름과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방송을 추가하려면 추가된 방송 링크로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여 절차를 마칩니다.
•	그러면 추가된 방송이 Naim 라디오 가이드 홈페이지에
표시됩니다.
•	NaimUniti에서 방송을 청취하려면 iRadio 입력을 선택한
다음 추가된 방송 을 선택합니다.

7.5 라디오 방송 저장
리모콘의 저장 버튼을 누르면 방송의
저장을 확정하고 저장된 방송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메뉴가 표시창에
나타납니다.
저장 옵션을 선택하면 방송을 40
개 저장 위치 중 하나에 저장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방송

1/3

4저장하기 91.15MHz
저장방송 이름바꾸기
저장방송 삭제

방송저장
41
2
3
4

1/40

빈공간
빈공간
빈공간
빈공간

저장방송 이름바꾸기 을 선택하면
이전에 저장한 방송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가 열립니다. 이름을
저장방송 이름바꾸기 3/4
변경할 저장방송을 찾아서 선택하고
1 BBCR3
FM
확인/목록 버튼을 눌러 텍스트
2 BBCR4
FM
입력 화면을 엽니다. 텍스트 입력
43 91.15MHz
FM
모드에서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4 BBCR1
FM
사용하여 문자를 선택합니다. 확인/
목록 버튼을 눌러 저장방송의 새
이름을 저장합니다. 텍스트 입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8절을
참조하십시오.
저장방송 삭제 를 선택하면 저장방송 목록 메뉴가 열립니다. 원하는
저장방송을 찾아서 선택한 후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참고: 목록 모드에서 직접 저장방송 작업(저장, 이름 변경 또는 삭제)
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생 모드일 때 저장 버튼을 눌러 해당
옵션에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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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송을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저장방송 버튼을 눌러 저장방송 탐색
메뉴를 엽니다. 원하는 저장방송을
찾아서 선택한 후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방송 탐색

3/20

1
2
43
4

FM
FM
FM
DAB

BBCR3
BBCR4
91.15MHz
BBC 6Mus

참고: Browse Presets(저장방송 탐색)
메뉴는 NaimUniti의 세 가지 라디오 모드(FM, DAB, iRadio)에 걸쳐
저장되어 있는 저장방송을 모두 표시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것과 다른 라디오 모드의 저장방송을 선택하면 NaimUniti가 해당
모드로 자동 전환됩니다.
참고: 저장방송으로 저장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이 “오프라인” 상태일
때는 해당 방송을 선택해도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참고: 저장방송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입력과 관계 없이
저장방송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N a imU nit i UPn P™ 오 디오 인터페이스
8 NaimUn it i UPnP™ 오디오 인터페이 스
인터넷 라디오 재생에 필요한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하는 것 외에, NaimUniti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UPnP™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스트리밍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NaimUniti는 무선이나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 라우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우터가
인터넷 연결을 지원할 경우에는 방화벽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NaimUniti가 이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UPnP™ 입력을 선택하여 시작하십시오.

8.1 UPnP ™ 서 버
UPnP™ 서버에는 NaimUniti나 기타 UPnP™ 호환 플레이어가
네트워크에 속한 다른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스트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UPnP™ 서버는 일반적으로 가정용 PC 또는 Mac 컴퓨터지만, 일부
NAS(네트워크 스토리지) 드라이브에도 UPnP™ 응용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Windows Media™ 플레이어 11 이상은 UPnP™ 지원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Windows 및 Macintosh 운영체제와 모두
호환되는 다양한 타사 UPnP™ 응용프로그램도 있습니다.

8.2 오디오 파일 호환
네트워크에 연결된 UPnP™ 서버에는 MP3, M4A, AAC,
LPCM16/24, FLAC, WMA, WAV, AIFF 또는 Ogg Vorbis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는 Apple iTunes FairPlay
시스템 같은 디지털 권한 관리를 위한 재생 제한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8.3 서버 탐색 및 파일 재생
UPnP

재생목록

1/12

90 년대 음악
오디오북
4즐겨찾기
파티

참고: NaimUniti에서 재생목록을 만들거나 로컬 저장할 수
없습니다. UPnP™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재생목록만 재생이
가능합니다.

Windows UPnP™ 서버를 사용할 경우, 음원을 NaimUniti로
스트리밍할 수 있으려면 먼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 Windows Media™ Player 11 이상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Windows Media™ 플레이어의 파일 공유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미디어 플레이어 옵션 대화상자에서 라이브러리 > 공유 구성 …을
선택한 다음 내 미디어 공유 를 선택합니다.
• 방화벽이 파일 공유를 허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imUniti의 UPnP™ 입력을 선택하면
N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한 UPnP™
서버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표시창은
자동으로 목록 모드 로 전환되어
리모콘의 상(5)/하(6) 및 확인/
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서버를
찾아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UPnP™ 서버에 보관된 오디오 파일과
재생목록이 열거 및 표시되는 방법은
해당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 설정에 의해 파일이 아티스트 및
앨범별로 열거 및 표시되지만, 장르별
목록이나 미리 정해 놓은 재생목록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2

4Allegro Media Server
NAS Disk

참고: (그림에 나와 있는) Allegro
Allegro Media Server 4/4
Media Server는 Apple 또는
앨범
Windows PC에서 실행되는 UPnP™
아티스트
장르
미디어 서버 응용프로그램으로서,
4재생목록
NaimUniti 같은 UPnP™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미디어 파일과 iTunes
라이브러리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상(5)/하(6) 및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재생목록 카테고리 중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된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항목을 보여주는 메뉴가 표시됩니다.
재생/일시정지(
) 버튼과 상(5)/하
(6) 버튼을 차례로 사용하여 카테고리
전체를 선택 및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즐겨찾기

3/22

Ball and Chain
Cycle Song
4Motel Lullaby
Vacant Chair

그 대신 확인/목록 버튼을 누른 후 상(5)/하(6) 버튼을 사용하여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해당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트랙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그러면 상(5)/하(6) 및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재생할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목록이 길 경우에는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원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재생이 시작되면, NaimUniti의 표시창은 목록 모드 를 종료하고
리모콘의 트랜스포트 버튼(
)을 사용하여 재생 기능을
조종할 수 있는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목록 모드로 전환하여
목록을 더 탐색하고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도중에 리모콘의 정보( ) 버튼을 누르면 서버 이름, 버퍼
레벨, 트랙 경과 시간 및 스트림(오디오 파일) 정보가 순차적으로
표시됩니다.
참고: 버퍼 레벨은 NaimUniti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양을
뜻하며,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필요한 속도로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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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 imU nit i US B /iPo d 인터페이스
9 NaimUn it i USB/iPod 인터페이스
NaimUniti는 전면 USB 단자에 연결한 USB 메모리 스틱과 Apple iPod 및 iPod 터치 제품에 저장되어
있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USB 단자에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거나 iPod을
연결하고 USB/iPod 입력을 선택하십시오.

9.1 USB 미디어와 파일 호환
Windows/DOS 형식(FAT/FAT32)의 USB 메모리 스틱만 NaimUniti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cintosh 형식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NaimUniti는 USB 스틱에 저장된 MP3, M4A, AAC, LPCM16/24,
FLAC, WMA, WAV, AIFF 또는 Ogg Vorbis 형식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는 Apple iTunes FairPlay 시스템 같은
디지털 권한 관리 재생 제한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9.2 iPod 호환 및 충전
NaimUniti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5세대 iPod 제품 및 모든 iPod
터치 제품과 호환됩니다.
NaimUniti는 MP3, M4A, AAC, WAV, AIFF 및 Apple Lossless
형식의 iPod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iPod의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iPod을 연결하고 다른 NaimUniti
입력을 선택하면 항상 충전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iPod 충전
옵션은 USB/iPod 입력 설정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4.3.6
항을 참조하십시오.

9.3 USB 파일 탐색 및 재생
USB 메모리 스틱을 삽입하거나
USB/iPod
4/18
iPod 또는 iPhone이 연결되어 있을
Brilliant Corners.wav
때 NaimUniti의 USB/iPod 입력을
Grace and Danger.wav
Nelly The Elephant.wav
선택하면 표시창이 목록 모드 로
4Solid Air.wav
전환되고 저장된 오디오 파일의
구조가 표시됩니다. 리모콘의 상
(5)/하(6)/좌(3) 및 확인/목록 버튼을 사용하여 항목을 검색하고
선택하십시오.
참고: 메모리 스틱이나 iPod은 언제든지 안전하게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하면 폴더 안에 들어 있는 파일의 목록이 표시되고, 파일
하나를 선택하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의 목록에 걸쳐 계속됩니다. 리모콘의 순서섞기 (
)
버튼을 누르면 재생 순서를 (무작위로) 섞을 수 있습니다.
항목의 목록이 길 경우에는 리모콘의 숫자/문자 버튼을 사용하여
목록에서 원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부분으로 건너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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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 시작되면, NaimUniti의 표시창은 목록 모드 를 종료하고
리모콘의 트랜스포트 버튼 (
) 을 사용하여 재생
기능을 조종할 수 있는 일반 모드로 돌아갑니다. 다시 목록 모드로
전환하여 목록을 더 탐색하고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확인/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도중에 리모콘의 정보 ( )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스트림
정보와 트랙 경과 시간이 번갈아 표시됩니다.

N a imU nit i 사 양
1 0 NaimUn it i 사양
음성 출력:

 피커 출력
스
라인 출력(L+R RCA)
서브우퍼 출력(RCA 단자를 통한 모노 출력 x 2)
프리앰프 출력(4핀 DIN)

라인 출력:

275mV, 600Ω

프리앰프 출력 부하:

10kΩ 이상

주파수 응답:

20Hz - 50 kHz

S/N 비:

80dB

CD 위상 응답:

Linear phase, absolute phase correct

출력: 	50WPC (8Ω)
90WPC (4Ω)
기타 출력 단자:

헤드폰, 3.5mm 잭

안테나 입력 단자:

F 타입

아날로그 입력: 	3.5mm 전면 패널 잭
RCA 3조,
Naim 포노앰프 지원 DIN 출력 단자 1개
디지털 입력: 	S/PDIF 5개(TosLink 광단자 2개, 동축 2개, 3.5mm 미니 TosLink 1개)
아날로그 입력 과부하:

27 dB (RCA 연결) (포노 및 전면 패널: 33.8 dB)

USB:

전면 패널 단자

기타 입력:

이더넷

리모콘 입력:

뒷면, RC5

RS232:

뒷면

지원 오디오 형식: 	인터넷 라디오(WMA, MP3 스트림, MMS)
재생목록(M3U, PLS)
MP3, M4A, AAC(최고 320 kbps, CBR/VBR), ALAC
Windows Media–formatted content(최고 320 kbps)
LPCM16/24, WAV, FLAC, Ogg Vorbis, AIFF
CD 호환성:

레드북 및 CD-R

공급 전압:

100V, 115V 또는 230V, 50/60Hz

대기 전력:

35와트

크기(H x W x D):

87 x 432 x 314mm

무게:

11.3kg

배송 중량:

14kg

배송 크기: (H x W x D)

240 x 590 x 500mm

마감: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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