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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 내용물

USB 전원 케이블

IQstream TV

3.5mm AUX 케이블

디지털 광학 어댑터 사용 설명서 안전 가이드

디지털 광학 케이블

RCA 케이블



2. 제품 개요

상태 표시등

앞면

LED 표시등1

1

2

2

3

3

4

4

오디오 OUT(출력)

뒷면

USB 전원 입력

오디오 IN(입력)

(전원이 켜진 상태)

흰색 깜빡임

설정 모드

흰색 켜짐

대기

파란색 켜짐

스트리밍

OUT IN



3. TV 연결(빠른 연결 가이드)

IQstream TV 전원 켜기:

최적의 경험

오디오:

이러한 케이블 연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4페이지 “인앱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USB 전원 케이블을 TV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TV에 USB 포트가 없다면 다른 
USB 전원 공급원(예: 충전기)을 찾습니다.

    디지털 광학 케이블을 TV의 디지털 오디오 OUT(출력)에서 IQstream의 IN(입력)
으로 연결합니다.

OUT IN



4. 인앱 설정

IQbuds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웹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를 
검사합니다.

www.nuheara.com/iqbuds-updater

IQbuds를 폰에 연결합니다. 
IQstream와 가까운 곳에서 IQbuds 앱을 엽니다.

발견 팝업 메시지가 나오고 설정 과정이 진행됩니다.

최신 버전의 IQbuds 앱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업데이트

IQbuds, IQstream, 폰이 함께 작동합니다.
IQbuds 앱이 IQstream 기능을 제어합니다.



5. 최적 스트리밍 범위

벽, 문, 기타 장애물이 범위와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경험을 위해서 IQstream을 LED 표시등이 사용자를 향하게 해서 평평한 
곳에 올려둡니다.



HEAR 
TV
BETTER



6. 기타의 오디오 연결

옵션 1:

옵션 2:

    RCA 케이블을 TV 오디오 OUT(출력)에서     3.5mm AUX 케이블로, 그 다음 
IQstream의 IN(입력)으로 연결합니다.

    3.5mm AUX 케이블을 직접 TV의 헤드폰 잭에서 IQstream의 IN(입력)으로 
연결합니다.

OUT IN

TV에 디지털 광학 포트가 없다면 아래 옵션을 사용합니다. 전원 연결은 3페이지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케이블 연결이 이루어지고 나면 4페이지 “인앱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7. 사운드바/사운드 시스템 연결

TV가 일차 사운드 소스입니다. 사운드가 다음과 같이 이동합니다.

TV에서 OUT(출력)되고 IQstream으로 IN(입력)된 후, IQstream에서 OUT(출력)되고 
사운드바/외부 스피커로 IN(입력)됩니다.
 
TV를 IQstream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 사운드바로 연결하면 오디오가 세 기기를 모두 
통과합니다.

1.     디지털 광학 케이블을 TV의 디지털 오디오 OUT(출력)에서 IQstream의 IN(입력)
으로 연결합니다. (이 단계는 이미 완료했을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광학 어댑터(제공됨)를     사운드바 디지털 광학 케이블(제공되지 않음)
에 연결합니다.

3. 사운드바 디지털 광학 케이블을 사운드바 오디오 IN(입력)으로 연결합니다.

OUT IN



8. 오디오 문제 해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TV 설명서를 참조해 사운드 출력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사운드 출력 설정을 PCM 또는 Bitstream Off로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뉴 > 사운드 설정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PDIF 또는 광학 
출력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TV에 연결된 외부 기기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AUX 케이블을 사용할 때 오디오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이 있다면 3페이지 “TV 연결”에 나온 디지털 
광학 케이블 연결법을 사용합니다.

2. AUX 케이블을 직접 TV의 헤드폰 잭으로 연결하면 TV 스피커를 통한 오디오 재생이 
차단되고 IQbuds를 통해서만 재생될 수 있습니다.

IQstream과 IV의 올바른 포트에서 오디오 연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명서에 나온 권장 연결 방법을 참고하고 하나씩 주의해서 
확인합니다.

디지털 광학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3.5mm AUX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고객 지원 페이지를 참조해 권장 연결법을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광범위한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Off......

설정

사운드 PCM

Dolby Digital

Bitstream
TV



9. 고객 지원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세요.

www.nuheara.com/support

care@nuhear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