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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4021 / Wireless Music System

Designed and engineered by Auluxe.
Printed in China

무선 음악 시스템

사용 설명서
Retailer store stamp for guarantee certificate.
구입하신 영수증과 정품인증 스티커를 반드시 여기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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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사양
◎ 풀 레인지
◎ 트위터
◎ 우퍼
전체 출력

2.75" (15W) x 2
1" x 2
4" (30W) x 1
60W

전원 어댑터
출력 : 100-240V~50/60Hz1.5A
출력 : 24V 2500mA/60W

주파수 범위
온도 범위
무게
크기 (WxHxD)

WLAN
주파수 대역
WiFi 표준
보안 프로토콜
거리 범위

한국어

Auluxe E3 구성품
Auluxe E3 조립 설명서
Auluxe E3 설정
1. LED 디스플레이
2. 네트워크 설정
3. 전원장치 연결
4. 스피커의 전원 켜기, 끄기 / 대기 모드
5. 초기 설정
5.1 WPS 모드로 WiFi 연결
5.2 WAC 모드로 WiFi 연결 (iOS/OS만 가능)
5.3 APP로 WiFi 연결 (Android만 가능)
5.4 웹 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연결하기
6. 음악 재생
6.1 APP 음악 재생
7. iOS / OS device로 음악 재생 (iPhone / iPad / Mac OS)
8. 네트워크로 음악 재생
9. 다이렉트 모드로 음악 재생
10. 외부 오디오 장치로 음악 재생
11. 공장초기화
Auluxe APP 설명서
스피커 선택하기
음악 소스
알람 설정
설정 페이지
Auluxe E3 센서 설명서
Auluxe E3 제스처 설명서

AULUXE E3 사양

55 -16,000 Hz
0 - 40 C°
4423g
400 x 160 x 150 mm

2.4GHz/ 5GHz
802.11 a/b/g/n
WPA2
약. 35-100m 실내
약. 100-300m 실외

AULUXE E3 입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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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LUXE E3 구성품

입출력

1

2

3

DC IN

AUX

SET

4

5

상단

전면

후면

1. E3
2. 전원 어댑터, 전원 케이블
3. 사용설명서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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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 DC IN: 주 전력 어댑터 소켓 (AC 24V,2.5A). 시스템을 자동으로 동작시키려면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세요.
2. AUX IN: 오디오 입력, 3.5mm 스테레오 소켓.
3. SET (RESET/ WPS Mode):
I. WPS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누르세요.
II. 공장초기화 모드를 수행하려면 5초간 누르세요.
4. USB: 5V/0.5A
5. LAN: Wi-Fi네트워크 이외에 라우터의 LAN포트에 Ethernaet LAN을 연결하여
스피커와 연결하세요.
02

1. LED 디스플레이
버튼/LED

디스플레이

파란불빛 깜빡임

대기

(Breathing flashing light)

설정
볼륨 - / +
선-입력 (AUX)

15분동안 입력 신호가 없으면
대기상태.스피커는 아래동작에 전원이
켜짐:
1. 모션센서
2. AUX 음악 입력
3. Wi-Fi 음악 입력
4. 라디오 입력

파란불빛 깜빡임

짧게 누름 – WPS 모드

빨간불빛 깜빡임

5초간 누름 – 리셋 모드

흰색불빛 깜빡임

볼륨 증가/감소

초록불빛 켜짐
흰색불빛 깜빡임

WIFI / 라디오

상태

흰색불빛 켜짐

* 라우터의 네트워크에 연결하기위해 SET (WPS) 버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WAC (IOS 만),
APP(Andriod 만)또는 스피커 웹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처음 설정할때는 설치과정동안 WLAN의 효율적 연결을 보장받기위해 가능한 라우터주변에
스피커를 놓으세요.그 뒤 WLAN 신호범위내에 스피커를 두시면 됩니다.

5.1 WPS 모드로 WiFi 연결
라우터가 WPS 버튼이 있다면, 간단하고 편하게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라우터의 WPS 버튼을 눌러주시고 연결 확인을 위해 스피커 뒤 SET (WPS)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의> 라우터의 설명서 또한 참고하세요.

선 연결됨
DC IN

WIFI 네트워크 검색
다이렉트 모드 활성화
WIFI 연결됨

빨간불빛 깜빡임

공장 초기화 / WIFI 연결 해제

일시정지 (WIFI 모드)

흰색불빛 깜빡임

전체 메뉴 일시 중지

음소거 (AUX 모드)

초록불빛 깜빡임

음소거, 하지만 음악은 계속 재생

2. 네트워크설정
스피커는 WLAN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WIFI 안테나는 네트워크 라우터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3. 전원연결
제품의

DC IN 소켓에 메인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4. 스피커전원 켜기끄기.
스피커의 전원을 켜고 끕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스피커가 자동 활성화됩니다. 스피커를 끄려면 전원을 분리해주세요.
대기모드시스템은 15분 동안 입력 신호가 없으면 대기모드로 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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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할 것 입니다.
그동안 LED는 빠르게 깜빡입니다.
◎ 일단 연결되면, LED 흰색 불빛으로 바뀝니다.
◎ 이 제품은 네트워크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연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재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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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WIFI 환경이 바뀌거나
라우터에 연결할 수 없다면,
E3 스피커를 리셋 하세요.

한국어

한국어

5 초기 설정

Auluxe E3 설정

5.3 APP으로 WiFi 연결 (Android 만)

iOS / OS 디바이스: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위해 WAC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iPhone / OS tablet)
◎ iPhone의“Setting”메뉴로 들어가주세요.
◎“Wifi”로 연결을 선택하세요.
◎ 몇 초 걸릴 수 있습니다.“Set up new Airplay Speaker”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델선택에서“Auluxe E3”를 선택하세요.
◎ 네트워크 공급자를 선택하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스피커 네트워크설정을 완료하기위해“Done”을 클릭하세요.

Android 디바이스: 스피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버전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Android Phone / tablet)
◎ Auluxe 앱을 실행하세요.
◎ E3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 “+”를 누르세요
◎ WiFi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E3의 이름을 선택하거나 생성하세요.
◎ 설정 완료를 위해 또는 다른 플레이어 설정을 위해 “All Set”을 누르세요.
E3

Auluxe

E3

E3

E3

E3

E3

E3

이 제품은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할 것 입니다.
그동안 LED는 빠르게 깜빡입니다.
◎ 일단 연결되면, LED 흰색 불빛으로 바뀝니다.
◎ 이 제품은 네트워크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연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재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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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WIFI 환경이 바뀌거나
라우터에 연결할 수 없다면,
E3 스피커를 리셋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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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WIFI 환경이 바뀌거나
라우터에 연결할 수 없다면,
E3 스피커를 리셋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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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WAC 모드로 WiFi 연결 (iOS/OS만)

만약 WPS / WAC / APP 통해 네트워크 연결이 불가능하다면, 스피커의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무선네트워크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예. Tablet PC /
Smartphone).
◎ 스피커의 전원을켜고“Auluxe E3 XX-XX-XX”를 검색하세요. 노트북 / 스마트폰 상의 사용가능한
WiFi 네트워크 목록을 여세요.
<주의> 스피커의 SSID의 XX-XX-XX는 각 스피커의 MAC주소의 6글자를 나타냅니다.
◎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주소창에 72.19.42.1 입력한 뒤 ENTER를 누릅니다.
◎ WLAN의 웹인터페이스가 나타납니다.
◎ 사용가능한 스피커들 목록에서 구분지을 수 있는 스피커의 이름을 작성하세요.(예. “라운지”)
◎“network name”메뉴에서 사용가능한 네트워크를 검색하고 스피커에 연결할 네트워크를
선택하세요.
◎ 만약 네트워크라우터가 IP 주소를 할당하지않으면, DHCP 기능을 끈 뒤 IP 주소를 아래에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그 뒤 필요하다면 네트워크키를 입력하고“CONNECT”버튼을누릅니다.

한국어

한국어

5.4 웹인터페이스로 네트워크 연결하기
E3

E3

이 제품은 네트워크에 이제 연결할 것 입니다.
그동안 LED는 빠르게 깜빡입니다.
◎ 일단 연결되면, LED 흰색 불빛으로 바뀝니다.
◎ 이 제품은 네트워크로부터 오디오 신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제품은 연결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따라서 다음에 재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E3

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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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WIFI 환경이 바뀌거나
라우터에 연결할 수 없다면,
E3 스피커를 리셋 하세요.

음악은 아래모드로 재생가능합니다.
◎ Wifi 네트워크모드 ◎ Wifi 다이렉트모드
◎ 라디오 모드
◎ AUX 선 입력 모드

멀티-존모드
이 앱으로 여러스마트 디바이스가 다른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다른 재생목록을 추가합니다.
멀티-룸 모드
이 앱으로 몇몇 스피커는 그룹을 형성하고 그 그룹의 모든 스피커에 스마트디바이스로부터
재생 목록의 음악이 재생됩니다.

6.1 Android/ Apple smartphone/ tablet PC 에서 Auluxe 앱 설치하기
tablet PC or smartphone에서 음악 재생 제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첫째로 tablet PC/
Smartphone 상에 Play Store (Android) or App Store (Apple)에서 구매 가능한 관련 앱(Auluxe)을 설치해야 합니다.

9. 다이렉트 모드에서 재생
1. 스피커의 전원을 켜면 자동적으로 다이렉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2. 다이렉트 모드 진입을 위해 SET (RESET/ WPS MODE) 버튼을 5초 누릅니다.

7. 디바이스에서 재생 (iPhone / iPad / Mac OS)
◎ WiFi 네트워크에 스피커를 연결합니다.“5. 초기설정”장의 설명을 따릅니다.
◎ 만약 디바이스가 iOS or OS라면, 라디오모드로 음악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i디바이스에서 아이콘
찾아 음악을 재생하세요 .

8. 네트워크로 재생
◎ WiFi 네트워크에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5. 초기설정” 장의 설명을 따릅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를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관련 DLNA 앱을 실행합니다.
◎ 앱이 일단 실행되면, 음악재생을 위한 미디어 서버 (DLNA 서버)를 선택합니다. 그 뒤
(DLNA 플레이어) 음악이 재생될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주의: 한 개 이상의 스피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앱의 세부사항을 참조하세요.
앱은 아래 재생옵션을 제공합니다:
파티모드
이 앱으로 여러 스마트디바이스가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공유된 재생목록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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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음악재생

음악 소스

스피커 선택하기

Speaker
List Page

Grouping
Speaker Page

Group Speaker

한국어

한국어

AULUXE APP 설명서

Music Source
Page

Setting

Phone Music

Net Music

Music Station

Music Play
Page

RandomPlay Repeating Play My favorite Back to the
Music Source
page

Playlist

Group Speaker Status
Volume Control

Group

Spotify

◎ 그룹 만들기 확인을 위한 “Done” 버튼 누르기
◎ 볼륨 조절을 위해 원으로 돌리세요.
◎ 타이틀에서 그룹 스피커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에 따라 사용가능한 스피커 선택을
보여줍니다
◎
재생 또는 그룹 만들기 가능한 스피커를
의미합니다.
◎
스피커가 재생중임을 의미합니다.
◎ 그룹 만들기를 원하는 스피커 클릭

11

Internet Radio

Alarm

Backward

음악 소스: 폰 뮤직 / 넷 뮤직 / 뮤직 스테이션 /
스포티파이 / 인터넷 라디오
◎ 재생을 위해 음악 소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만약 인터넷 뮤직 소스를 선택했다면 (넷 뮤직 /
뮤직 스테이션 / 스포티파이 / 인터넷 라디오),
인터넷 연결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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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 Pause Forward

Volume

◎ 음악 소스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시스템은
Auluxe 음악 플레이어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 음악 목록의 선택은 랜덤 재생 / 반복 재생 / 즐겨
찾기가 있습니다.
◎ 선택된 재생목록 보기

한국어

한국어

알람 설정

Active the
Alarm Page

Alarm Page

Alarm ring tone
selection Page

Alarm
Setting Page

Phone Music
Alarm setting

On / Off

Add New

Net Music

Spotify

◎ 알람 설정을 위해 알람 설정에 들어가세요

◎ 알람을 활성화 하려면 시계를 누르세요.
◎ 알람을 다시 설정하거나 지우려면 Edit을
누르세요.
◎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알람을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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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tation

Edit

◎
◎
◎
◎

알람
알람
알람
알람

이름 짓기
시간 설정
날짜 설정
벨소리 설정

Internet Radio

◎ 즐겨찾기 벨소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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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LUXE E3 센서 설명서

한국어

한국어

AULUXE E3 센서 설명서
설정 페이지

Setting Page

Setting

Websit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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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센서 지역

10cm

Setting Page

Speaker Tool

◎ 선택한 스피커 시스템 보기 및 업데이트

센서 지역

About

Speaker setting
manual

FQA

선택한 스피커를 위한 시스템 업데이트
이름 재설정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버전 및 업데이트
자주하는 질문/답변
Auluxe 웹사이트
다른 WiFi 수동 설정

주의:
손짓 제어를 사용하기 위해, 로고에 불빛이 들어오는 지 확인하세요. 불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대기 상태에서 작동을 위해 센서 위에 손을 흔들어 보세요.
명령이 인식되지 않으면, 센서 중심에 손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천천히 다시
시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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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

AULUXE E3 제스처 명령
한국어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OPEN

볼륨 감소

볼륨 증가

볼륨 조절

이전곡

다음곡

이전곡 / 다음곡 (Wifi 모드만)

/ 음소거

재생/일시정지(Wifi 모드만)
재생/음소거(AUX 모드만)

17

1.
2.
3.
4.
5.
6.
7.
8.
9.

본 설명서를 읽어 보세요.
본 설명서를 보관하세요.
모든 경고문에 유의하세요.
모든 지침을 따르세요.
경고 –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본 기구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마른 헝겊으로만 닦아주세요.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세요.
라디에이터, 난방 기구, 스토브 또는 기타 기구와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세요(증폭기 포함).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유극 또는 접지형 플러그를 훼손하지 마세요. 유극 플러그는 서로 다른 폭을 가진 두 개의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지형 플러그는 두 개의 날과 한개의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날과 세 번째 접지 단자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만약 제공된 플러그가 고객님의 콘센트와 맞지 않을 경우 전기기술자와 상담하여 구식 콘센트를
교체하세요.
10. 특히 기구에서 나오는 부분의 플러그나 콘센트 부분이 밟히거나 끼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11. 제조업체가 명시한 부속품/액세서리만 사용하세요.
12. 제조업체가 명시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고 기구와 함께 판매될 수 있습니다. 카트 사용시
카트/장비가 함께 넘어질 수 있으므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3. 번개가 치거나 장기간 미사용시 장치의 플러그를 빼주세요.
14. 모든 서비스는 인증된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해주세요. 전원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거나 액체 또는 물체가 장치에
떨어지거나 비 또는 습기에 노출로 인해 장치가 손상되어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15. 뒷판에 표시된 전력원에 해당하는 유형에서만 제품을 작동하세요.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정확한 교체품을 사용해 주세요. 배터리 전원을 통한 작동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16. 다음 조건에서는 벽면 콘센트에서 본 제품의 플러그를 뽑은 후 인증된 서비스 직원에게 서비스를 의뢰해 주세요:
a.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b. 액체가 쏟아졌거나 물체가 제품에 떨어졌을 때.
c. 제품이 물 또는 비에 노출되었을 때.
d. 제품이 작동 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e. 제품이 떨어지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f. 제품이 성능에 큰 변화를 보이는 경우.
17. 본 제품은 촛불과 같은 화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두세요.
18. 기구는 튀거나 떨어져서는 안되며 액체로 채워진 화분과 같은 물건을 기구 위에 올려 놓지 않아야 합니다.
19. 부품 교체 시 서비스 기술자가 제조업체가 지정한 교체품 또는 원래 부품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승인되지 않은 교체는 화재, 감전, 기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 서비스 완료 시 서비스 기술자에게 제품이 올바른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안전 점검을 요청하세요.
21. 권장 작동 온도 범위는 5℃ - 40℃ (41℉ - 104℉)입니다.
22. 경고 – 주요장치는 꺼짐 상태에서도 꺼지지 않지만 회로는 꺼집니다.
23. 전원 코드 플러그는 차단 장치 역할을 하므로 접근하기 쉽게 유지해야 합니다.
본 제품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호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없습니다.
제품의 수명이끝나면 전기 전자 기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취급소로 가져가세요. 반환 및 취급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당국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럽 전자전기장비폐기(WEEE) 지침은 토양 폐기물의 양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지구 및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중고
제품의 재활용을 통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세요. 아직 사용할 수 있다면 기부하거나 판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시간설정을 위해 제품 뒷면에 위치한
“SET”버튼을 연달아 두번 눌러주세요

E3

DC IN

AUX

SET

Double press the “Set” button to
start the time setting

08:01
08:00
07:59

08:00
07:59
07:58

반시계방향으로
손동작을 하면
1분씩 감소합니다.

시계방향으로
손동작을 하면
1분씩 증가합니다.

Counterclockwise rotation
numbers decreased by one

Clockwise rotation numbers
increased by one

08:30
08:20
08:10

08:10
08:00
07:50

왼쪽으로 손동작을
밀듯이 하면
10분씩 감소합니다.

오른쪽으로 손동작을
밀듯이 하면
10분씩 증가합니다.

Digit decimal decrement

Decimal digit increase

시간설정 설명서
손동작을 그림의
화살표 방향대로
움직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Setting confirmed

시간설정 모드가 끝나면 동작을 멈춰주세요.
Note. Stop the gesture movement,
you can jump out of the time set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