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PLAY
USER MANUAL

IR Bling Bling을 연결합니다.
IR Play 전용 모듈인 "IR Bling Bling"을 이어폰잭에 꽂은후 IR PLAY 앱을
실행시킵니다. IR Play 는 오디오 포트로 동작을 제어합니다. 따라서, 아이폰의
볼륨을 최대로 하시지 않으시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IR Bling Bling 을 꽂으신
후 헤드셋 볼륨을 최대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아이폰 기본 설정에서 >음악(혹은
iPod) > 음량제한 을 "끔"으로 만들어 주셔서 음량이 최대가 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 IR Bling Bling은 앱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리모콘 신호를 발생하는 "IR Bling Bling"은 전용 앱인 "IR
PLAY"앱 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장치'를 클릭하여 '신규주문'을 선택하고, 주문서를 작성한 후
'확인'을 눌러 신청할 수 있으며 배송료는 주문자 부담입니다.
주문내용은 '주문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배송 및 결제관련 안내사항은
주문서에 기입하신 메일로 전달됩니다.
● 사용할 리모콘을 등록합니다.
컨트롤하고자하는 전자제품에 맞는 리모콘을 검색 후 IR Play
리모콘서버로부터 다운로드하여 IR PLAY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사용할
리모콘의 등록을 위하여 스마트폰의 Wi-Fi를 켭니다.
'장치'를 클릭한 후 '새 리모콘 다운로드'을 선택합니다. '새 리모콘
다운로드'화면에서 디바이스와 브랜드를 선택하신 후, IR Bling Bling모듈을
컨트롤할 제품의 방향으로 하고 화살표키를 천천히 누릅니다.
사용할 제품의 작동(파워가 켜짐 또는 꺼짐)이 확인되면 'OK'버튼을 눌러 해당
리모콘을 다운로드합니다.
● 나만의 리모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리모콘이 없을 때는 임의의 리모콘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리모콘을
학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콘 학습"을 통해 이미 다운로드한 리모콘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학습을 통하여 사용빈도가 낮은 버튼을 자주쓰는 기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의 '설정'을 클릭하고 '리모콘 학습'을 선택한 후 학습할 리모콘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리모콘의 버튼 중에서 학습시킬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습
대상 리모콘과 IR Bling Bling 모듈은 1Cm 간격을 유지하여 마주합니다.
학습화면내의 “신호 녹음"을 클릭한 상태로 학습대상리모콘의 해당버튼을 약
1초간 누른 후 "신호 녹음"을 놓습니다.
학습을 할때에 리모콘과 스마트폰이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개의 버튼에 대한 학습이 끝나면 이를 해당버튼에 저장하기 전에
“신호 테스트”를 눌러보아서, 컨트롤하고자하는 전자제품이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본 후에 저장하도록 하십시오.
“신호 테스트”시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모컨과 IR Bling Bling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동작할때까지
학습을 반복하세요.
간격도 맞고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정” 화면으로 돌아가서 “평균화 알고리즘”을 “설정” 또는 “해제”한 후에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 일부 리모콘의 경우에는 학습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스마트폰의 방향 전환만으로 원하는 리모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IR PLAY"에는 등록된 여러 리모콘들을 스마트폰에 내장된 컴파스(나침판)
정보를 사용하여 그 방향을 등록하면, 컨트롤하려는 전자제품의 방향으로
스마트폰을 향하면 자동으로 필요한 리모콘으로 전환시켜주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설정'을 클릭한 후 자주 리모콘을 사용하는 위치에서 "리모콘 위치등록"을
누른 다음, 리모콘 목록에서 등록할 제품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리모콘 위치등록"화면이 나타나면 전용 모듈인 "IR Bling Bling"의 방향을
컨트롤 대상기기를 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위치 등록을 완료합니다.
● 스마트폰을 보지않고도 IR Play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스와이프 모드와 센서 모드에서는 리모콘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채널변환,
음량조절등 기본동작을 간단한 제스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IR Play 사용중 스마트폰을 가볍게 흔들면 스와이프 또는 센서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와이프 모드에서는 화면 중앙의 버튼을 상하좌우로 움직여서 음량 및
채널을 조절할 수 있으며, 센서모드에서는 화면 중앙의 버튼을 누른 후
스마트폰을 전후좌우로 기울여 소리와 채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엎어 놓으면 소리끔(MUTE) 기능을 실행합니다.
스와이프 또는 센서 모드 화면에서 '뒤로'를 클릭하면 일반적인 버튼형 리모콘
상태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기타 설정
화면자동잠금
해제시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화면을 꺼지지 않게 하므로서
계속해서 리모콘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편리합니다. 배터리 절약이
필요하면 이 기능을 설정하세요
나침반
해제시 스마트폰의 방향을 이용한 리모콘 찾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접센서
해제시 스마트폰 상단에 위치한 근접센서를 가려도 화면이 꺼지지
않습니다. 해제시 “엎어서 소리끔” 기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동
설정시 리모콘의 버튼을 누를때 진동으로서 키동작을 알려줍니다.
스와프모드와 센서모드에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