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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DALI SOUND HUB COMPACT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ALI는 음악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우리의 삶과 가정에 더 적합한 오디오 제품을 설계하는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DALI SOUND HUB 
COMPACT 무선 스트리밍 프리앰프는 이러한 두 가지 열망이 
표현된 최신 제품입니다.

DALI SOUND HUB COMPACT는 올바른 설치가 필요한 첨단 
기술 제품입니다. 따라서 DALI SOUND HUB COMPACT
를 설치할 때 이 설명서를 잘 읽고 그 내용을 따르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소개에 뒤이어 포장 풀기, 설치, 설정, 연결 및 사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DALI SOUND HUB COMPACT에 대한 
간단한 개요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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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ND	HUB	COMPACT	개요
DALI SOUND HUB COMPACT는 OBERON C, CALLISTO C 및 
RUBICON C 시리즈와 같은 DALI 무선 스피커 시스템을 위한 
컨트롤 프리앰프 및 소스 선택 허브입니다. DALI SOUND HUB 
COMPACT는 기존의 유선 오디오 소스와 Bluetooth 오디오 
스트림을 모두 수신하고 그 신호를 연결된 액티브 스피커로 
무선으로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소스 선택 및 볼륨 제어는 적외선 
리모컨으로 이루어집니다.

SOUND HUB COMPACT에는 4개의 유선 오디오 입력이 있고 
Bluetooth 오디오 스트리밍 장치에 무선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유선 입력은 포노 소켓의 스테레오 아날로그 입력, 2
개의 TOSLINK 옵티컬 디지털 입력 및 ARC(Audio Return 
Channel)를 통한 TV 오디오용 HDMI 연결로 구성됩니다. 
Bluetooth 무선 입력은 SBC, AAC, aptX 및 aptX HD 오디오 
스트리밍 포맷과 호환됩니다.

SOUND HUB COMPACT에는 볼륨 레벨과 소스 선택을 표시하는 
상단 패널 표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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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ND	HUB	COMPACT	개요

DALI SOUND HUB COMPACT는 다음과 같은 호환 스피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OBERON	C

OBERON 1 C CALLISTO 2 C RUBICON 2 CCALLISTO 6 C RUBICON 6 COBERON 7 C OBERON ON-WALL C

CALLISTO	C RUBICON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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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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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장	풀기
DALI SOUND HUB COMPACT 팩의 내용물이 그림 2에 나와 
있고 아래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1: SOUND HUB COMPACT
2: IR(적외선) 제어 신호 수신기
3: 국제 콘센트 소켓 어댑터가 달린 전원 공급 장치
4: IR 리모콘
5: 빠른 시작 안내서

SOUND HUB COMPACT의 포장을 풀 때 주의하십시오. 
투명 보호 필름이 장치의 상단 표면과 전면 패널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SOUND HUB COMPACT가 최종 위치에 설치될 
때까지 보호 필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SOUND	HUB	COMPACT	포장재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보관해둘	수	없다면	
책임있게	폐기하십시오.

SOUND	HUB	COMPACT

x1

x1

x4

x1

x1



3.	 설치	및	설정
DALI SOUND HUB COMPACT는 연결할 스피커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좋지만 집안의 편리한 곳에 둘 수 있습니다. SOUND 
HUB COMPACT를 가구에 올려놓거나 밑면 키홀 슬롯을 사용해 
벽에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제약 요소는 
콘센트 전원 소켓 및 연결할 유선 오디오 소스용 신호 케이블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키홀 슬롯을 사용하여 SOUND HUB COMPACT를 벽에 
장착하려면 벽이 적합한지 그리고 나사를 튼튼히 삽입할 수 
잇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OUND HUB COMPACT는 연결 패널이 아래쪽을 
향하도록 가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OUND HUB COMPACT를 벽에 거는 방법이 그림 3에 나와 
있습니다. 3-5mm(0.12-0.20인치) 몸통 직경과 10mm(0.4
인치) 최대 헤드 직경의 벽 장착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벽면에서 
8-12mm(0.30-0.50인치) 만큼 나사를 남겨두십시오.

• 원하는 SOUND HUB COMPACT 위치가 결정되면 벽면에 
SOUND HUB COMPACT 수평 중심선을 표시하고 106mm(4.2
인치) 간격으로 2개의 장착 나사를 삽입하십시오.

• SOUND HUB COMPACT를 들어올려 나사에 끼우고 나사 
머리를 키홀 슬롯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모든 케이블이 
SOUND HUB COMPACT에 연결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OUND HUB COMPACT 연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SOUND	HUB	COMPACT는	닫힌	찬장	안에	놓거나	리모컨	
시야각에서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제공된	IR	신호	
수신기를	연결하고	헤드를	가리지	않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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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키홀 슬롯의 중심 사이 거리 106 mm

최대 5 MM최대 8 MM

3.	 설치	및	설정

8



USB POWER/
SERVICE

POWER

9V        1.3A

AUTO 
SOURCE 
SELECT

OFF

ON

IRBAND

AUTO

5.8 GHz

SUB OUTRESET

RCA IN

RL

O
P

T
IC

A
L IN

O
P

T
IC

A
L IN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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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	및	설정

SOUND HUB COMPACT를 설치하려면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 SOUND HUB COMPACT 리모컨에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그림 4
에 배터리 설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그림 5에 나온 대로 IR 제어 신호 수신기를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의 IR 소켓에 꽂고 신호 수신기 헤드를 
다른 물건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두십시오. 자가 접착식 후면을 
사용하여 신호 수신기 헤드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습니다.

• SOUND HUB COMPACT의 위치를 선택한 후, 그림 5에 나온 대로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후면 패널 전원 소켓에 꽂은 다음 전원 
공급 장치를 적절한 콘센트 전원 소켓에 꽂으십시오. SOUND HUB 
COMPACT가 대기 모드에서 즉시 켜지고 후면 패널 전원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참고:

지역에	따라	제공된	콘센트	소켓	어댑터	중	하나를	전원	공급	장치에	
맞추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가	딸깍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그림 4



3.	 설치	및	설정

• SOUND HUB COMPACT를 대기 모드에서 작동 
모드로 전환하려면 리모콘 대기 버튼 또는 소스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오.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의 LED 표시등이 볼륨 레벨에 따라 켜집니다. 
소스를 변경하면 선택한 입력에 따라 단일 LED
가 켜집니다. 상단 패널 표시등이 그림 6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SOUND	HUB	COMPACT를	이전에	사용한	적이	
있다면	초기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OUND	HUB	
COMPACT를	초기화하려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의	초기화	핀홀	버튼을	1초	동안	누르십시오.	
초기화	버튼의	위치가	그림	7에	나와	있습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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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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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스피커	연결

참고:

SOUND	HUB	COMPACT를	설치하는	동시에	
OBERON	C,	CALLISTO	C	또는	RUBICON	C	
스피커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설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SOUND HUB COMPACT를 배치하고 콘센트 
전원에 연결하고 나서 아래 단계를 따르십시오.

• 사용하려는 스피커가 콘센트 전원에 
연결되었고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스피커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전원 
스위치를 확인하십시오.

• SOUND HUB COMPACT에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A . 스피커 연결 
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상단 패널 입력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입니다.

• 스피커 중 하나로 이동하여 후면 패널의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B . SOUND 
HUB COMPACT 연결이 진행되는 동안 스피커 
채널 매트릭스 표시등이 주기적으로 켜집니다.

• 연결되면 주기적 조명이 중단되고 왼쪽 및 
오른쪽 채널 매트릭스 표시등이 천천히 
깜박입니다. 스피커가 짧은 확인음이 울립니다.

• 스피커를 SOUND HUB 또는 SOUND HUB 
COMPACT에 연결한 상태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 채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후면 패널의 채널 매트릭스 디스플레이에는 각 
채널 위치에 표시등이 있습니다. 스피커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 지정된 
채널이 변경됩니다 C . 
첫 번째 스피커를 왼쪽 채널로 지정하려면 
왼쪽 채널이 기본값이므로 LINK & CONNECT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 첫 번째 스피커를 오른쪽 채널로 지정하려면 
LINK & CONNECT 버튼을 두 번 눌러 오른쪽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 첫 번째 스피커가 SOUND HUB COMPACT에 
연결되고 해당 채널이 지정되었으면 두 번째 
스피커에서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D  E .

• 시스템의 두 스피커가 연결되고 해당 채널이 
지정되고 나면 SOUND HUB COMPACT로 
돌아가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눌러 
스피커 연결 과정을 완료하십시오 F . 두 
스피커 모두 짧은 확인음이 울리고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 표시등이 깜빡임을 
중지합니다.

SOUND HUB COMPACT 연결 절차가 그림 8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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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UND	HUB	COMPACT에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HUB
L R

F SOUND	HUB	COMPACT에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

HUB
L R

B

C

왼쪽	스피커에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LINK	&	CONNECT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필요한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HUB
L R

D

E

오른쪽	스피커에서	LINK	&	CONNECT	버튼을	
누르십시오.

LINK	&	CONNECT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필요한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HUB
L R

3.1	 스피커	연결

그림 8

5-10
sec.

5-1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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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스	연결

스피커를 SOUND HUB COMPACT에 
연결하고 나면 유선 및 무선 오디오 소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태블릿 또는 노트북 같은 
Bluetooth 장치에서 SOUND HUB 
COMPACT 및 스피커로 오디오를 
스트리밍하려면 장치와 SOUND HUB 
COMPACT를 페어링해야 합니다. 블루투스 
페어링을 시작하려면 SOUND HUB 
COMPACT 리모컨 Bluetooth 버튼을 
누르십시오.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 Bluetooth 표시등이 느리게 깜박여서 
페어링 모드를 나타냅니다.

• 이제 연결하려는 모바일 장치로 이동하여 
Bluetooth 설정 메뉴를 열고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서 "DALI SHC"를 찾으십시오. 
“DALI SHC”를 선택하여 페어링을 
완료하십시오.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 표시등이 깜빡임을 중지하고 
스피커가 짧은 확인음을 울립니다.

참고:

SOUND	HUB	COMPACT를	최대	8개의	Bluetooth	
장치와	동시에	페어링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	제한에	
도달하면	새로	페어링된	장치가	가장	오래	페어링된	
장치를	삭제합니다.

• SOUND HUB COMPACT를 통해 기존의 유선 오디오 
소스를 스피커로 스트리밍하려면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의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소스 
연결 소켓이 그림 1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Bluetooth	페어링은	Bluetooth	입력을	선택하고	
Bluetooth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치를	SOUND	HUB	COMPACT와	
페어링	한	후,	선택한	소스와	관계없이	Bluetooth
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Bluetooth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Bluetooth로	시스템	
대기	상태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연결 소켓은 다음과 같은 오디오 소스 유형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OPTICAL	IN	(1): 옵티컬 디지털 출력이 장착된 
CD 플레이어 또는 기타 오디오 장치.
OPTICAL	IN	(2): 옵티컬 디지털 오디오 출력이 
장착된 TV. TV에 HDMI (ARC) 연결이 장착된 
경우 옵티컬 출력보다 우선하여 사용하십시오.
RCA	IN	(왼쪽	및	오른쪽): 아닐로그 오디오 
출력이 장착된 CD 플레이어 또는 기타 오디오 
장치.
HDMI: HDMI (ARC) 커넥터 오디오 리턴 채널이 
장착된 TV.

HDMI 입력을 사용하여 TV를 SOUND HUB 
COMPACT에 연결하는 경우 TV에 HDMI ARC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TV 설정 메뉴에서 외부 
스피커를 선택하고 CEC를 활성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TV 오디오 출력 포맷을 PCM 또는 
스테레오로 설정해야 합니다. HDMI 및 CEC를 
사용하면 TV 리모컨으로 DALI 오디오 시스템의 
볼륨, 음소거 및 전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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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V가	HDMI	AR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TV에서	
CEC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TV와	SOUND	HUB	
COMPACT	사이에	OPTICAL	및	HDMI	연결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TV	리모컨이	DALI	오디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고:

TV	제조사는	CEC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삼성:	Anynet+
LG:	SimpLink
Sony:	Bravia	Link
Philips:	EasyLink
Panasonic:	VieraLink
Hitachi:	HDMI-CEC

참고:

항상	고품질	오디오	케이블을	사용하여	
소스	장치를	SOUND	HUB	COMPACT에	
연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DALI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에	장착된	
USB-A	소켓은	오디오	스트리밍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모바일	장치를	충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	및	펌웨어	업데이트	용도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액티브 서브 우퍼를 오디오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려면 RCA 포노 케이블을 사용하여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 SUB OUT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서브 우퍼 사용 설명서의 
설정 및 작동 지침을 따르십시오.

3.2	 소스	연결



SOUND HUB COMPACT 및 스피커가 연결되면 새 오디오 시스템을 
즐길 준비가 거의 다 된 것입니다. 하지만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의 스위치를 사용하여 추가 구성 옵션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가 그림 1에 나와 있고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3	 SOUND	HUB	COMPACT	설치	완료

• BABD: BAND 스위치는 SOUND HUB COMPACT가 연결된 스피커로 
브로드캐스트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BAND 스위치의 기본 
설정은 5.8 GHz이며, 이는 다양한 DALI 스피커와 가장 폭 넓은 호환성을 
제공하고, WiFi까지 통합된 가정 환경에서 가장 안정적인 무선 성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설정입니다. 하지만 DALI 스피커의 연결 패널에 자동 
아이콘 이 표시된다면, 집 안의 무선 혼잡 수준에 따라 무선 대역을 
자동으로 선택하는 Auto BAND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준 설정에서 신호 누락이 발생하면, “무선 진단 모드 및 수동 채널 선택” 
장에서 수동 채널 선택에 대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AUTO SOURCE SELECT: ON을 선택한 상태에서 연결된 오디오 소스가 
활성화되면 SOUND HUB COMPACT가 자동으로 대기 모드에서 작동 
모드로 전환되고 소스를 재생합니다.

참고:

SOUND	HUB	COMPACT가	고정	무선	
채널을	사용하도록	구성된	경우	BAND	
스위치가	비활성화됩니다.

15



SOUND HUB COMPACT 설치가 완료되고 스피커가 
연결되고 나면 성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 표시기 및 아이콘이 소스 선택 
및 볼륨을 표시합니다. SOUND HUB COMPACT는 
리모컨으로만 제어됩니다. 리모콘 버튼이 그림 9에 나와 
있습니다.

• SOUND HUB COMPACT 대기 모드를 해제하려면 리모콘 
대기 버튼(

Print color: MOTIP 51077

) 또는 소스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오.
• 스피커 볼륨을 조정하려면 리모콘의 위로(

Print color: MOTIP 51077

) 또는 아래로(

Print color: MOTIP 51077

)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오디오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리모컨의 
MUTE(

Print color: MOTIP 51077

) 버튼을 누르십시오.
•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려면 리모콘의 소스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십시오.
• 한 트랙 앞으로 건너뛰려면 

Print color: MOTIP 51077

을 누르십시오. 한 트랙을 
뒤로 건너뛰려면 

Print color: MOTIP 51077

을 길게 누르거나 두 번 누르십시오. 
건너뛰기 기능은 페어링된 Bluetooth 장치에서만 
지원됩니다.

• Bluetooth 소스를 분리하려면 

Print color: MOTIP 51077

을 길게 누릅니다.

4.	 SOUND	HUB	COMPACT	사용
참고: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	Auto	Source	Select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입력	소스가	활성화되자마자	SOUND	HUB	
COMPACT	대기	모드가	해제되고,	선택한	소스가	재생되지	않으면	새	
소스로	전환됩니다.

SOUND	HUB	COMPACT가	20분	넘게	소스를	재생하지	않고	작동	
모드로	유지되면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SOUND	HUB	COMPACT가	여러	개인	경우	SOUND	HUB	
COMPACT의	Bluetooth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LINK	&	CONNECT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3초	후에	
Bluetooth	표시등이	켜집니다.	LINK	&	CONNECT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리모콘의	볼륨	높이기(

Print color: MOTIP 51077

)/	볼륨	낮추기(

Print color: MOTIP 51077

)	버튼을	사용하여	
표시등	위치	10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표시등	위치가	
Bluetooth	이름(1-10)에	해당합니다.	LED	위치가	선택되면	LINK	&	
CONNECT	버튼을	놓습니다.

Print color: MOTIP 5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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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HUB COMPACT는 가정에서 다른 고가 물품의 일반적인 관리를 
초과하는 특별한 취급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여 
케이스에서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세정액이나 스프레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가구 광택제를 사용하려면 케이스에 직접 바르지 말고 천에 
바르십시오.

언제라도 SOUND HUB COMPACT를 다른 스피커에 연결하거나 Bluetooth 
페어링 메모리를 삭제해야 하는 경우, 기본값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SOUND HUB COMPACT를 초기화하려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의 초기화 핀홀 버튼을 1초 동안 누르십시오. 초기화 버튼의 위치가 아래 
그림 10에 나와 있습니다.

5.	 SOUND	HUB	COMPACT	유지	관리
DALI는 때때로 SOUND HUB COMPACT에 대한 업데이트 펌웨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펌웨어는 성능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DALI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의 USB POWER/
SERVICE 포트를 통한 업데이트 방법의 자세한 설명이 함께 제공됩니다.

초기화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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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장	표시

무선	오디오	링크	오류
SOUND HUB COMPACT는 양방향 이동 애니메이션을 
표시하여 링크 오류를 나타냅니다.

해결	방법:
먼저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SOUND HUB COMPACT를 껐다 
켜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사용 설명서에 나온 대로 시스템 
구성품(SOUND HUB COMPACT 및 스피커)을 초기화하고 
이 설명서의 섹션 3.1에 있는 설명에 따라 스피커를 다시 
연결하십시오.

일반적인	하드웨어	고장
후면 패널 서비스 표시등이 빨간색과 
주황색으로 번갈아 켜집니다.

해결	방법:
SOUND HUB COMPACT를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문제가 지속되면 DALI 
또는 현지의 소매점 또는 유통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USB POWER/
SERVICE

POWER

9V        1.3A

AUTO 
SOURCE 
SELECT

OFF

ON

IRBAND

AUTO

5.8 GHz

SUB OUTRESET

RCA IN

RL

O
P

T
IC

A
L IN

서비스 LED가능성은 낮지만 SOUND HUB COMPACT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여기에 나온 오류 표시 
및 해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은 DALI, 지역 소매점 또는 DALI 웹사이트의 
지원 페이지를 통해 항상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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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OUND	HUB	COMPACT	
	 무선	진단	모드	및	수동	채널	선택
DALI 무선 스피커 시스템은 구매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 환경이 구현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전자 제품이 사용되는 가정이나 환경에서 사용 중인 무선 채널이 혼잡해지면 DALI SOUND HUB COMPACT와 
스피커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이 자동으로 대체 채널로 전환될 때 음악이 순간적으로 반복하여 끊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근처에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무선 장비의 전원을 끄는 것입니다. 일부 무선 장비는 대기 또는 
절전 모드에서도 여전히 신호를 송출하고 대역폭을 소비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원을 완전히 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널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대신 고정 무선 채널을 통해 연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SOUND 
HUB COMPACT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 내의 다른 무선 장비가 자동으로 대체 채널로 전환되며, DALI 무선 
시스템용으로 더 많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정 무선 채널을 사용하도록 SOUND HUB COMPACT를 수동으로 구성하려면, 다음 페이지에 설명된 단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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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t color: MOTIP 51077Print color: MOTIP 51077

2

3

4
5 6

1

9

108

 >10
sec.

리모컨의 볼륨 UP/
DOWN 버튼을 

사용하여 채널을 
전환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5.8 GHz 채널 3
LED 6  + 9

5.8 GHz 채널 2
LED 5  + 9

5.8 GHz 채널 1
LED 4  + 9

5.2 GHz 채널 3
LED 3  + 9

5.2 GHz 채널 2
LED 2  + 9

5.2 GHz 채널 1
LED 1  + 9

자동 채널:
LED 9  꺼짐

SOUND	HUB	COMPACT의	
LINK	&	CONNECT	버튼을	10초 
이상 누르십시오.

LED 8  및 10  켜짐은 
무선 진단 모드가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LED 9 : 고정 
채널 선택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7.	 SOUND	HUB	COMPACT	무선	진단	모드	및	수동	채널	선택

20



7.	 SOUND	HUB	COMPACT	무선	진단	모드	및	수동	채널	선택

무선	진단	모드:
1. 음악이 계속 재생되는 중에 SOUND HUB COMPACT의 LINK & 

CONNECT 버튼을 10초 동안 눌렀다가 놓으십시오.
 그러면 SOUND HUB COMPACT 무선 진단 모드가 시작되며, 

여기에서 무선 채널을 검색하고 수동으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이제 SOUND HUB COMPACT 상단 패널의 8번 및 10번 LED 
표시등이 1~6번 표시등 중 하나와 같이 켜집니다.

 8 + 10번 표시등은 무선 진단 모드를 나타내며, 1~6번 표시등은 무선 
채널 여섯 개 중에서 사용 중인 채널을 나타냅니다.

 1~6번 표시등이 몇 초마다 변경되면, 무선 환경이 혼잡 상태이고 
SOUND HUB COMPACT의 채널이 계속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3. 이제 SOUND HUB COMPACT 리모컨의 볼륨 UP/DOWN 버튼을 
사용하여 고정 무선 채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번 중에서 선택한 
채널 표시등이 잠시 깜박인 다음 지속 조명으로 전환됩니다. 9번 
표시등도 켜지면서 고정 채널 선택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4. SOUND HUB COMPACT의 LINK & CONNECT 버튼을 다시 눌러 
무선 진단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참고:

최적의	채널을	확인하려면	각	채널을	차례로	선택하고	몇	분	동안	음악을	
재생해보십시오.	자동	채널	전환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근처의	무선	장비가	
선택한	SOUND	HUB	COMPACT	채널을	비워둡니다.	각	채널을	1~2분	동안	
사용해보면	어느	채널이	가장	간섭이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SOUND	HUB	COMPACT를	자동	채널	선택	모드로	되돌리려면,	LINK	&	
CONNECT	버튼을	10초	동안	눌러	무선	진단	모드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1~6번	표시등이	모두	깜박이고	9번	표시등이	꺼질	때까지	SOUND	HUB	
COMPACT	리모컨의	볼륨	UP/DOWN	버튼을	누르십시오.	이는	자동	채널	
선택	모드를	나타냅니다.	
LINK	&	CONNECT	버튼을	눌러	무선	진단	모드를	종료하십시오.	후면	패널	
RESET	핀홀	버튼을	사용하여	SOUND	HUB	COMPACT를	초기화하면,	
제품이	자동	채널	선택	모드로	복원됩니다.

제품을	고정	무선	채널로	구성하면	SOUND	HUB	COMPACT	후면	패널의	
BAND	선택	스위치가	비활성화됩니다.

수동	채널	선택을	사용하려면	SOUND	HUB	COMPACT의	펌웨어	버전이	3.3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신	펌웨어	버전과	사용	지침:	
www.dali-speakers.com/products/oberon-c/sound-hub-co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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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	규격
SOUND	HUB	COMPACT

유선 입력 2 × 옵티컬(TOSLINK™)
1 × 아날로그 스테레오(RCA)

1 × HDMI(ARC)

입력 임피던스 RCA(Ohm) 7.2 k

최대 입력(RCA) 3.0 Vp

최대 광학 디지털 입력 해상도(Bits/kHz) 24/192

유선 출력 1 × SUB OUT(감지 기능이 있는 RCA)

SUB 출력 최대 전압(V) 1.7 V RMS

무선 입력 BT 5.0, AAC, aptX, aptX HD

무선 출력 최대 24비트/96kHz(비압축)

무선 오디오 RF 대역(MHz) 5150-5250 MHz 및 5725-5875 MHz*

기타 연결 1 × IR 센서 입력/1 × USB-A 전원 출력(5V/1.5A)/서비스

전원 입력 9V DC

최대 소비 전력(W) 2.8 W

대기 전력 소비량(W) 1.7 W

네트워크 대기 전력 소비량(W) 1.7 W

네트워크 대기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 <20분

치수(H × W × D) mm 30 × 212 × 132 mm(1.2 × 8.4 × 5.2인치)

포함된 액세서리 빠른 시작 안내서, IR 리모컨, 9V DC 전원 공급 장치(범용 100-240 VAC), IR 센서

무게(kg/lb) 0.5 kg

부속품 고무 받침, 설명서, 전원 공급 장치, 리모컨, IR 수신기

* 일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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