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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벽 장착 설치 설명서 관련 정보
( 본 설명서에서는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을 위한 설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본 설명서는 중요한 정보에 대해 다음 신호어를 사용합니다.

( 주의
이 사항은 “부상의 위험”을 의미합니다.

( 주의사항
제품의 고장, 파손, 오작동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나타냅니다.

( 주
지침에 대한 참고사항, 기능에 대한 제한사항,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나타냅니다.

( 본 설명서의 그림은 참조용일 뿐입니다.
( 본 사용자 가이드에 사용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주
( 안전 지침서 및 빠른 시작 설명서가 본 제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취급 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안전 지침서에 설명되어 있습

니다. 사운드 바를 설치하기 전에 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SR-C30A
https://manual.yamaha.com/av/22/src30a/

( SR-C20A
https://manual.yamaha.com/av/20/src20a/

( ATS-C300
https://manual.yamaha.com/av/22/atsc300/

( ATS-C200
https://manual.yamaha.com/av/20/atsc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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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하기 전에 안전한 설치를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반드시 주의사항을 준
수하십시오.

n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 시 주의사항

주의
( 사운드 바를 벽에 올바르게 설치하려면 제품 구입처나 자격을 갖춘 계약업체에 작업을 요청하십시오. 안전한 설치를 위해서는 기술

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할 때 반드시 주의사항을 따르십시오. 사운드 바가 떨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석고판이나 석고보드 등 약한 재료로 건축된 벽에 장착하지 마십시오.
( 이 설명서에 크기가 명시되어 있고 설치 중량을 견딜 수 있는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못, 양면 테이프, 명시되지 않은 크기의 나사 또

는 닳거나 손상된 나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케이블에 실수로 걸리지 않도록 케이블을 제 위치에 고정하십시오.

( 설치 직후 사운드 바가 제 위치에 단단히 고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Yamaha는 잘못된 설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n 설치 후 주의사항

주의
( 벽 장착 사운드 바에 기대거나 사운드 바 상부에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사운드 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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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장착 설치 시 사용하는 품목
사운드 바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품목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 본 제품에 포함된 품목

( 스페이서 A(2개)

( 스페이서 B(1개 시트에 2개)

( 장착 템플릿

n 시판 품목
포함된 품목 외에 다음과 같은 시판 품목이 필요합니다.

( 나사(2개)
다음 크기의 나무 나사를 선택합니다.

직경 7 ~ 9 mm 4 ~ 5 mm

12 ~ 14 mm 20 mm 이상

n 공구
설치에 다음 공구를 사용합니다.

( 드라이버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 연필
벽에 나사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 테이프 또는 압정
장착 템플릿을 벽에 임시로 부착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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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하는 경우
(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 “주의사항” (p.4)

사운드 바의 나사 걸이 구멍을 사용하여 사운드 바를 벽에 장착하십시오.

3 cm 이상 떨어짐

주
사운드 바의 성능을 극대화하려면 TV에서 3 cm 이상 떨어져서 사운드 바를 설치하십시오.

1 장착 템플릿(동봉)을 벽에 임시로 부착합니다.

테이프 또는 압정

장착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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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필을 사용하여 벽에 나사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나사 위치

3 벽에서 장착 템플릿을 제거합니다.

4 벽에 표시된 위치에 스페이서 A(동봉)와 나사를 설치합니다.
반드시 다음 크기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스페이서 A

12 ~ 14 mm

4 ~ 5 mm

20 mm 이상

457 mm

직경 7 ~ 9 mm

스페이서 A

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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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페이서 B(동봉)의 대지를 벗겨서 떼어낸 후 각 스페이서의 접착면을 사운드 바의 뒷면에 부
착합니다.

스페이서 B

6 케이블을 사운드 바에 연결합니다.
연결 절차는 제품의 빠른 시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사운드 바를 나사에 겁니다.

사운드 바의 나사 걸이 구멍

표시등리모컨 센서

설치와 모든 연결이 완료되면,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사운드 바의 리모컨에서 BASS EXT를 5초 이상 길게 눌러
벽 장착 시의 주파수 특성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표시등은 설정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며, 사운드 바가 켜집니
다.

리모컨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5초 이상 길게 누
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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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바의 표시등

켜짐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주
사운드바 설치를 벽 장착에서 스탠드로 변경하는 경우 주파수 특성 설정도 변경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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