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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SPA5210
SPA5210B

언제나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제품을 등록하고 지원을 받으십시오.

질문이 
있으십니까? 

필립스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 노트북 사운드바를 설치하기 전에 사용 가능한 
USB 컨트롤러가 컴퓨터의 Windows 장치 
관리자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 전에 노트북 사운드바가 올바르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노트북 사운드바에서 음향이 재생되는 동안 USB 
커넥터를 뽑지 마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PC Mac
Windows® 98SE, 
Windows® 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Vista™

Mac OS9/OS® X 
이후 버전

인증된 USB 컨트롤러 내장 USB 연결

설치:
1 클립을 아래로 밉니다(그림 1).
2 노트북 화면 위쪽에 사운드바를 

클립으로 고정하고 뒤쪽의 나사를 
천천히 조입니다(그림 1).

3 USB 플러그를 노트북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그림 2).

4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열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그림 3).

5 사운드바의 사용을 마친 후에는 
멀티미디어 응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종료합니다.

6 노트북에서 USB 케이블을 뽑고 
나사를 천천히 풀어 화면 위쪽에서 
사운드바를 분리합니다. 

7 USB 케이블 및 사운드바 주변의 
플러그를 슬롯에 넣고 노트북 
사운드바를 파우치에 보관합니다(그림 
4 & 5).

컴퓨터에서 노트북 사운드바를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하십시오.
PC Mac
1.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2.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3.  사운드 및 오디오 
장치 등록 
정보에서, 오디오 
탭을 클릭합니다.

4.  소리 재생에서 
Philips SPA5210을 
선택합니다.

1.  시스템 
환경설정을 
클릭합니다.

2.  사운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출력을 열고 
Philips SPA5210을 
선택합니다.

4.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로 
음악을 
재생합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자재 및 구성품으로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WEEE Symbol(Crossed-out 
Wheeled Bin)이 있는 제품을 비롯한 전자 및 
전기 제품의 현지 수거 규정에 따르십시오. 
폐기할 제품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말고 현지의 규정에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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