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rora Wood
AW1010 / Wireless Music System

Instruction Manual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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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Do not defeat the safety purpose of the polarized or grounding-type plug. A polarized plug has
two blades with one wider than the other. A grounding type plug has two blades and a third
grounding prong. The wide blade or the third prong are provided for your safety. If the provided
plug does not ﬁt into your outlet, consult an electrician for replacement of the obsolete outlet.

Technical data

Rated Output Power :
Total 10 Watts
Frequency Range :
70Hz-18KHz

10. Protect the power cord from being walked on or pinched particularly at plugs,
convenience receptacles, and the point where they exit from the apparatus.
11. Only use attachments/accessories speciﬁed by the manufacturer.
12. Use only with the cart, stand, tripod, bracket, or table speciﬁed by the
manufacturer, or sold with the apparatus. When a cart is used, use caution when moving the
cart/apparatus combination to avoid injury from tip-over.
13. Unplug this apparatus during lightning storms or when un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Dimensions ( W x D x H ) :
200 x 115 x 137 mm

14. Refer all servicing to qualiﬁed service personnel. Servicing is required when the apparatus has
been damaged in any way, such as power-supply cord or plug is damaged, liquid has been
spilled or objects have fallen into the apparatus, the apparatus has been exposed to rain or
moisture, does not operate normally, or has been dropped.

Weight :
1.29 kg / 2.84 lb

15. Operate this product only from the type of power source indicated on the back panel. For
products using an external power supply, use an exact replacement if lost or damaged. For
products operating from battery power, refer to the user manual.
16. Unplug this product from the wall outlet and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a. When the power supply cord or plug is damaged.

Important Safety Instruction
To assure the finest performance, please read this manual carefully. Keep it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b. If liquid has been spilled or objects have fallen into the product.
c. If the product has been exposed to water or rain.
d. If the product does not operate normally by following the operating instructions.
e. If the product has been dropped or damaged in any way.
f. When the product exhibits a distinctive change in performance.
17. Keep this product a safe distance away from naked ﬂame, such as a lit candle.
18. Apparatus shall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no objects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all be placed on the apparatus.
19. When replacement parts are required, be sure your service technician has used replacement
parts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or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as the original part.
Unauthorized substitutions may result in fire, electric shock, or other hazards.
20. Upon completion of any service, ask the service technician to perform safety checks to confirm
the product is in proper operating condition.
21. The recommended operating temperature range is 5ºC to 40ºC (41ºF – 104ºF).

01. Read these instructions.

22. WARNING – The mains are not disconnected in the off position, but the circuits are de-powered.

02. Keep these instructions.

23. The power cord plug serves as the disconnect device and should remain readily accessible.

03. Heed all warnings.
04. Follow all instructions.
05. WARNING – To reduce the risk of ﬁ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apparatus to rain or
moisture.
06. Clean only with a dry cloth.
07. Do not block any ventilation openings. Install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s.
08. Do not install near any heat sources such as radiators, heat registers, stoves, or other
apparatus (including ampliﬁers) that produce heat.

This product can be recycled. Products bearing this symbol must NOT be thrown
away with normal household waste.
At the end of the product’s life, take it to a collection point designated for recycling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devices. Find out more about return and collection points through your local authority. The
Europea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WEEE) Directive was implemented to dramatically
reduce the amount of waste going to landfills, thereby redu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n the planet
and on human health. Please act responsibly by recycling used products. If this product is still usable,
consider giving it away or sell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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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to know your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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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screen control interface

Volume -

Volume +

Bluetooth pairing mode

1. Touching both Volume -/+ key at same time will enable Bluetooth pairing
mode immediately.
2. Single-click the left side to lower the volume.
3. Single-click the right side to raise the volume.
4. The AUX in jack allows you to connect any music player that has a 3.5mm
audio output.

How to connect the product
Thank you for purchasing Auluxe Aurora Wood (AW1010) music player system.
Combining Bluetooth with Aux in, the product creates an environment of comfort
and convenience for music appreciation, delivering exceptional quality sound from
a selected audio source.
Open the box and check for the following items :
1 The host machine – Aurora Wood
2 3.5mm Audio line
3 One power cord and adapter
4 One instruction manual

DC IN

AUX IN

PC

TV

MP3

1. Use Bluetooth to pair your devices
2. Switch ON the unit, Power On
Connect the power cord to DC IN on the rear panel of the speaker system.
Connect the power supply unit to a power s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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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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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접지 단자가 있
습니다 . 넓은 날과 세 번째 접지 단자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 만약 제공된 플러그가 고
객님의 콘센트와 맞지 않을 경우 전기기술자와 상담하여 구식 콘센트를 교체하세요 .

10. 특히 기구에서 나오는 부분의 플러그나 콘센트 부분이 밟히거나 끼지

전원 :
Total 10 Watts

11. 제조업체가 명시한 부속품 / 액세서리만 사용하세요 .

범위 :
70Hz-18KHz

12. 제조업체가 명시한 카트 , 스탠드 , 삼각대 , 브라켓 또는 테이블만 사용하고 기구와 함께 판매
될 수 있습니다 . 카트 사용시 카트 / 장비가 함께 넘어질 수 있으므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않도록 보호하세요 .

13. 번개가 치거나 장기간 미사용시 장치의 플러그를 빼주세요 .

규격 ( W x D x H ) :
200 x 115 x 137 mm
중량 :
1.29 kg / 2.84 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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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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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안전 수칙
최고의 성능을 위해 본 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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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하세요 .
21. 권장 작동 온도 범위는 5℃ - 40℃ (41 ℉ - 104 ℉ ) 입니다 .

1.

본 설명서를 읽어 보세요 .

22. 경고 – 주요장치는 꺼짐 상태에서도 꺼지지 않지만 회로는 꺼집니다 .

2.

본 설명서를 보관하세요 .

23. 전원 코드 플러그는 차단 장치 역할을 하므로 접근하기 쉽게 유지해야 합니다 .

3.

모든 경고문에 유의하세요 .

4.

모든 지침을 따르세요 .

5.

경고 –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본 기구를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

6.

마른 헝겊으로만 닦아주세요 .

7.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 .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따라 설치하세요 .

8.

라디에이터 , 난방 기구 , 스토브 또는 기타 기구와 같은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세요 ( 증폭기 포함 ).

본 제품은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호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가정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없습니다 .
제품의수명이끝나면 전기 전자 기기의 재활용을 위하여 지정된 취급소로 가져가십시오 . 반환 및 취급소에 대한 자
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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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하십시오 . 아직 사용할 수 있다면 기부하거나 판매를 고려해 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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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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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스크린 조작방법

Volume 1.
2.
3.
4.

Volume +

Bluetooth pairing mode

음량 -/+ 키를 동시에 누르면 플루투스 연결 모드가 즉시 활성화 됩니다
음량을 낮추려면 왼쪽을 한번 클릭 .
음량을 높이려면 오른쪽을 한번 클릭 .
AUX 잭을 이용해 3.5mm 오디오 출력 단자가 있는 모든 음악 플레이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기연결 방법
Auluxe Aurora (AW1010) 음악재생 시스템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블루투스와
Aux in 을 결합한 이 제품은 음악 감상을 위한 편안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선택된
오디오 음원으로부터 탁월한 음질을 전달합니다 . Auluxe Aurora Wood 에는 다음 액세
서리가 제공됩니다 .
상자를 열어 다음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1

호스트 머신 – Aurora Wood

2

3.5mm 오디오 선

3

전원 코드 및 어댑터 1 개

4

사용 설명서 1 개

DC IN

AUX IN

PC

1. 기기와블루투스 연결
2. 스위치를 켜면 전원이 켜집니다 .
전원 코드를 스피커 시스템 뒷 판의 DC in 에 꽂아주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

TV

MP3

© 2017 Auluxe Corporation All Right Reserved.

This manual may not be reproduced, distributed, modified or
posted to Websites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Auluxe Corporation.
Designed and engineered by Auluxe
Printed in China

Retailer store stamp for guarantee certificate.
구입하신 영수증과 정품인증 스티커를 반드시 여기에 부착하여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