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4 Quad Hybrid
사용 설명서

제품 사용설명서
U4 Quad Hybrid

** 일부 기능은 펌웨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U4 Quad Hybrid
사용 설명서

안전상의 주의사항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
게 사용하여 사고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반
드시 지켜주세요.

스피커나 자석과 같이 자성이 강한 물체에 가까
이하면 연결된 하드디스크/메모리 등의 데이터가

사용자가 임으로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

손상 될 수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 또는 화재의 원인이 됩니
다. 제품을 파손한 상태로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화상, 감정의 원인이 됩니다.

천둥과 번개가 심할 때는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직사광선이 노출된 곳, 난로, 열기구 등과 같은

전원 코드를 뽑으세요 낙뢰로 인한 심각한 상해

뜨거운 물건 위에 가까이 놓지 마세요. 설치는

및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연기, 습기, 물, 먼지가 많은 곳, 비
바람이 노출된 장소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만지거나 손상된 전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게 되면 치명적인

원코드,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니다. 또한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사용하
는 경우콘센트 이상 발열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원 코드에 무거운 것을 놓지 마세요.
청소 시 전원 코드를 빼고, 전원 플러그의 먼지는
깨끗이 닦아 주세요

U4 Quad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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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셋톱박스 구입 후 처음 사용하기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셋톱박스 연결
모든 케이블 연결은 셋톱박스와 TV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외관 청소
제품 외면을 청소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고 부드러운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십시오.

장시간 TV 시청
간혹 장시간 TV시청 후 화면 끊김이나 HDTV와 셋톱박스 간의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끊김 현상이 생길 시에는 다른 채널로 변경을 해 보시고 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재 부팅
을 한 번쯤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증 라벨
인증 및 정격 용량 표시 라벨은 셋톱박스 밑면/뒷면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무선 네트워크
USB형 무선 모듈을 사용하여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하드웨어 호환성으로 인해 시중에 나
와 있는 모든 USB형 무선 모듈을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홈페이지 에서 권장하는 모델을 사용
하십시오.

건전지 교체
건전지는 모두 새 제품을 사용하시고 뚜껑의 연결 부위를 누르고 당기면 됩니다. 건전지 교체시엔 극
성(+,-)에 맞게 끼우세요. 극성이 맞지 않는 경우 건전지의 파열 또는 내부액 누설 에 의해 화재, 부
상을 당하거나 주위를 오염 시킬 수 있습니다. 리모컨 상단부분을 먼저 연결한 후 딱 소리가 날 때까
지 누르면 됩니다.

리모콘 수신 각도
리모콘은 본 제품 수신기에서 7~10m 이내의 거리에서 좌/우 각각 15° 범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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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운영체제 : 안드로이드 4.4.2 킷캣
 독자적인 안정된 안드로이드 런처
 국내 수신 가능한 지상파(ATSC)/Cable/위성 모두 지원
 녹화/Timeshift 지원
 프로그램 가이드 지원
 H.265 하드웨어 디코딩.
 다양한 파일 공유 지원
 웹 브라우저(HTML5 지원), 스카이프 외 안드로이드 앱 지원.
 2.4G 무선 마우스 또는 키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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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물

1. 셋탑 박스 본체.
2. 리모콘
3. HDMI 케이블
4. AV 케이블
5. 리모콘 배터리 ( AAA 사이즈 x 2개 )
6. 설명서
7. 전원 아답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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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및 측면

1. LED 표시: 전원상태와 동작 상태 표시.
2. IR/LED : 외장 IR 케이블 삽입구. [선택사양 이며, USB가 아닙니다].
3. AV : AV 출력 케이블 삽입구(NTSC 출력).
4. Micro SD 슬롯 : Micro SD 메모리카드 삽입구.
5. USB 포트 : USB 2.0/3.0 지원 장치 삽입구. [USB 스틱, 외장 HDD 카메라 등.]

후면

1. Coaxial : 오디오 디지털 출력. [외장 앰프와 연결하여 원음을 전송 합니다.]
2. DV-out : HDMI 포트가 있는 모니터,TV 등과 연결하여 선명한 화면을 보여 줍니다.
3. Ethernet : 인터넷 연결을 위한 RJ45방식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4. Power : DC 12V, 1.5A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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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콘트롤(리모콘)
TV 전용
TV와 맞는 핫키 셋팅 방법:
1.

리모콘의 TV칸에 있는 LEARN 버튼을 5초동안 누르면, 빨강

LED가 밝게 켜집니다.
2.

TV칸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빨강 LED가 깜박 거립니다.

3.

이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TV리모콘과 STB리모콘의 IR수신부

를 맞대고 사용하는 TV리모콘의 전원버튼을 누르면 STB리모콘에 학습
되고 빨강 LED가 2번 깜박 거립니다.
4.

다른 버튼도 동일 하게 설정 합니다.

셋탑 전용 버튼
1.
2.
3.

POWER : 셋탑박스 전원을 온/오프 합니다.
Mute : 음소거 버튼
Play/Pause : 동영상 재생 및 일시정지

4.
5.
6.

: 되감기,앞으로 감기
: 정지
Home : 홈화면으로 가는 버튼.

7. Menu : 숨겨진 설정 메뉴를 보여줍니다.
8. Exit : 뒤로가기 버튼.
9.

EPG : 전자프로그램 보기

10.

INFO : 채널 정보를 보여줍니다.

11.

Fav : 즐겨찾기 버튼

12. Mouse : 마우스 버튼.
[리모콘 방향키를 이용하여 마우스커서를 이동합니다.]
13. Function : 프로그램의 기능 버튼.
14.

17.

: 적색 기능 버튼/책갈피 만들기 기능

15.

: 녹색 기능 버튼/책갈피로 이동.

16.

: 노란색 기능 버튼/구간 반복.

: 파란색 기능 버튼/책갈피 리스트

18. Video Format : 다양한 모니터 출력 해상도 변경 720i,720p,1080i,1080p,2160p 등.

5

U4 Quad Hybrid
사용 설명서

연결 방법

1. DV-Out 연결
동봉된 HDMI 케이블을 셋탑박스 DV-Out단자와 모니터 또는 TV의 HDMI단자에 연결 합니다.

2. 컴포지트 케이블 연결
동봉된 AV연결잭을 셋탑박스 측면의 AV단자에 꽂고 RCA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니터 또는 TV에
연결합니다.

3. Coaxial 선 연결
보유하고 계신 외장 앰프와 연결 합니다.

4. 네트워크 연결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RJ45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5. 전원
셋탑 박스를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동봉된 전원 아답터를 꼽습니다.

6. USB 연결
USB 2.0, 3.0 슬롯에 USB HDD, USB 메모리 스틱 및 기타 USB 장비를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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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제품명

U4 Quad Hybrid

소프트웨어 사양
OS 버전

Android Rev 4.4.2 (킷캣)

안드로이드 런처

Customized launcher 또는 순정 안드로이드 홈.

USB 업그레이드

YES

웹 브라우저

구글 크롬 브라우저

3D 그래픽

YES

지원하는 파일 시스템

NTFS, FAT32, EXT2, EXT3

eMMC 파일 시스템

eXT4

지원하는 미디어 확장자

AVI, MOV, MP4, MPEG, MPE, MPG, MKV, TS, M2TS, M3TS, M4TS, M5TS,
MTS, M4V,DATM2V, ISO, VOB, 3GP,3GPP, 3G2, FLC, FLV, WMV
HEVC H.265 메인 프로필 @의 L5.0
H.264 BP/MP/HP@L5.0, MVC
MPEG1
MPEG2 SP @ ML, MP @ HL
MPEG4 SP @ L0-3, ASP @ L0-5, GMC

비디오 디코딩

MPEG4 (H.263베이스 라인)
AVS baseline @level 6.0 and AVS-P16 (AVS +)
VC-1 SP @ ML, HL @ MP, AP @ L0-3
VP6 / 8
4K * 2K @ 30fps의 디코딩

FHD JPEG 하드웨어 디코딩, Max 6,400 만 픽셀
이미지 디코딩

MJPEG 디코딩, 최대의 1080p @ 40fps 디코딩 능력
PNG 하드웨어 디코딩, 최대 6,400 만 픽셀
H.264 BP / MP / HP의 @ 레벨 4.2 비디오 인코딩, 1080p의 @ 30fps로 인코딩
JPEG 하드웨어 인코딩, 최대 1080P @ 30fps로 인코딩
낮은 레이턴시 인코딩 및 낮은 지연 멀티 스크린 응용
낮은 비트 레이트 영상 통화
- APE, FLAC, Ogg, AMR-NB, and AMR-WB decoding

인코딩

- Down mixing and resampling
- 2-channel audio mixing and echo cancellation
- Intelligent volume control
- SRS, Dolby, and MS11 sound effects
- Pounding bass processing
- G.711(u/a), AMR-NB, AMR-WB, and AAC-LC encoding

Subtitile

SMI, ASS/SSA, SRT, SUB, SUB/IDX, PGS

제조사

㈜바다정보시스템 연락처 : 031-69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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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구조

TV
실시간 방송 : 지상파/케이블 방송 시청 메뉴

EPG(프로그램 가이드)
다채널 정보 : 여러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 표시
현재 채널정보 : 현재 채널의 프로그램 정보 표시

멀티 미디어 : 각종 동영상/사진/음악 등을 재생.
즐겨찾기 앱 : 선호 앱 리스트 메뉴.
모든 앱: 모든 설치된 안드로이드 앱이 있는 곳
설정
기본설정
네트워크
기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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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선택 :
Setup config  Language

채널 검색
지상파/케이블

1. 검색:
• 자동 검색: 국가별/방송 송출 방식에 의한 자동 검색.
2. 방송 송출 방식 선택
• 안테나의 지상파/ 케이블 방송 형태 선택
3. 사용중인 국가 선택
4. 검색 필터 옵션: TV/Radio, 무료/유료

5. 검색을 위해
6. 채널 검색 후,

적색 버튼은 누르세요.
“Exit” 버튼을 누르시면후 실시간 방송 메뉴로 가시면 TV 채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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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1. 검색 모드:
•

TP 리스트에서 검색: 위성 Transponder 리스트로 검색
: 빠른 검색을 위해서는 TP 리스트에서 검색

• 자동 검색: Transponder 테이블에 상관없이 연결된 선으로 자동 검색
: 초보 사용자를 위해서는 자동 검색 권장
• 수동 검색 : Transponder 를 각각 검색
•

Fast 검색 :

유럽향(Astra) 위성을 위한 옵션

2. 위성 선택 : 검색할 위성 선택 .
3. LNB 선택 : 사용하는 LNB 의 주파수 선택
4. 각종 스위치 및 옵션 선택.

5. 검색을 위해 적색 버튼은 누르세요.
6. 채널 검색 후,

“Exit” 버튼을 누르시면후 실시간 방송 메뉴로 가시면 TV 채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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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방송

1 채널 리스트
실시간 방송 시청 중 채널 리스트 선택을 위해서 리모콘의 “OK” 버튼을 누르세요
1) 정렬
채널 리스트에서 , “Menu”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채널 리스트의 정렬이 가능합니다.
: 채널 번호
알파벳 순
무료/유료 채널순
주파수 순
선호(즐겨찾기) 채널 만들기
채널리스트 상에서, “Fav”버튼을 누르면, 선호(즐겨찾기) 채널을 만들어 놓고 해당 채널만
리스트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FAV1~ 5개의 선호 채널 그룹을 가지고 관리가 가능 합니다.
“Info” 버튼을 선택하면 현재 시청중인 채널의 채널 정보와 프로그램 정보가 보여집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 중 팝업 메뉴
실시간 방송 시청 중 Menu 버튼을 누르면 팝업 메뉴가 나타납니다
1.

타이머 목록

5.

사운드 트랙

2.

녹화 정보

6.

디지털 자막

3.

튜너 정보

7.

취침 모드

4.

색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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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 목록
-

타이머를 추가하기 위해 녹색

버튼을 누르세요.

-

“시청” or “녹화” 항목을 통해 원하시는 옵션을 추가하세요

-

기타 사용자 항목은 사용자 옵션대로 설정하세요.

:
색상 설정

취침 자동 꺼짐 설정

개인 녹화 기능(PVR)
녹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SD 슬롯에 개인용 저장 매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개인용 저장 매체를 먼저 연결하세요.
시청중인 채널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리모콘의 , “

” 버튼을 누르세요

녹화 버튼을 누를 경우 , 사진과 같이 녹화 옵션 메뉴가 나옵니다. 사용자 선택이 없을 경우 “확인” 버튼
을 누르시면 녹화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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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를 중지하기 위해서는, “

” 녹화 버튼이나

중지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Time Shift 기능
Time Shift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USB/SD 슬롯에 개인용 저장 매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능 사용을 위해 개인용 저장 매체를 먼저 연결하세요.

Time shift 기능 사용을 위하여, TV 시청중, “
입이 됩니다.

” 시작/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Time shift 모드로 진

시작/일시 중지를 한번 더 누르시면 지속적인 저장 모드로 갑니다.

이후는 적색/녹색/노란/파란 버튼을 이용하여 북마크/북마크 이동 기능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Time shift 모드에는

되감기/재생/빨리보기/정지 버튼 사용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자막

디지털 자막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청 중인 채널이 디지털 자막 기능을 지원해야 합니다.
채널 정보 창을 통해 디지털 자막[CC] 마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채널에서 디지털 자막 기능이 지원됩
니다. 채널이 지원시 적색 버튼이나 팝업 메뉴의 디지털 자막 메뉴를 이용하기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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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트랙

When you have multi Audio sound track, then you can see Green Sound mark.
Press Green button on RCU and change sound track.

멀티 미디어
동영상/사진/음악/앱 설치를 해당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설정 메뉴
기본 설정
언어 변경
시간 : 시간 설정
A/V 출력
HDMI 해상도 변경.
화면 크기 조절.
색상 설정
화면 비율
네트워크 설정
WIFI :
이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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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 동글

기타
OSD
도움말 박스 : 사용 여부 켜기/끄기 설정
EPG 도움말 박스: 사용 여부 켜기/끄기 설정
국내 채널 번호 : LCN(Local Channel Numbering) 사용 여부 설정
채널 정보 박스 투명도 : 0~ 50% 조절 가능

접근 제어 :

사용자 암호 및 메뉴별 접근 제어 설정 메뉴

PVR
Time Shift 사용 설정 메뉴

파일 플레이
파일 플레이어 사용 설정 메뉴

시스템
펌웨어
펌웨어 정보 : 펌웨어 정보 확인
업그레이드 : USB 를 통한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

백업
채널 데이터 백업 : 저장 매체등에 사용자 채널 백업
채널 데이터 복구 : 백업된 사용자 채널 정보를 복구

초기화
채널 데이터 초기화 : 사용자 채널정보가 사라집니다
공장 초기화 : 제품의 모든 정보 및 앱이 초기화 됩니다

안드로이드 앱 사용 설명.
안드로이드 앱 사용을 위해서는 “모든 앱”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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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앱 만들기
선호 앱으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앱에서 5 초 정도 OK 버튼을 누르면, Delete, Information,
Favourite 메뉴중 Favorite 를 선택 시 선호채널로 등록됩니다.
Delete App
Delete 선택시 해당 앱을 삭제합니다.
FAV App

선호 앱으로 추가시 “선호하는 앱” 메뉴에 해당 앱이 등록되어 보여집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
1.1 메뉴를 통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전 작업
1) Update.zip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합니다.
2) 박스에 해당 메모리 스틱을 삽입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메뉴 중 USB 업그레이드 메뉴를 선택 후 인식된 드라이버를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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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원이 꺼졌다 켜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업그레이드가 진행 됩니다.
자동으로 리부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전원을 껐다 키면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모든 업그레이드가 마친 후 자동으로 부팅되어 eOn 런쳐가 실행될때까지 기다리세요.

1.2 시스템 긴급 복구
안드로이드 UI를 통한 복구 모드가 진행 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긴급 복구를
진행합니다..
사전 작업
1) Update.zip 파일을 USB 메모리 스틱에 복사합니다.
2) 박스에 해당 스틱을 삽입합니다.
3 ) 박스를 껐다 키면서 제품 바닥에 위치한 택트 스위치를 누를 경우 안드로이드 긴급 복구 모드에
들어갑니다. 이후 자동으로 Update.zip 파일을 인지 후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고객 안내.
본제품에 탑재된 GPL, LGPL, MPL 및 그 외의 오픈 소스 라이선스 하에 개발된 소스 코드를 얻으시려면 당사에 email로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오픈 소스 코드를 요청하실 경우, 매체 비용, 운반비등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CD-ROM에 담아 제공해
드립니다.

17

U4 Quad Hybrid
사용 설명서

제품 보증서
제품명

U4 Quad Hybrid

모델명
구입일자/담당
고객명(상호)
 제품 보증서는 필히 구입일자 및 고객명 기입을 확인하여 받으신 후 보관해 주십시오.
 수리를 의뢰할 때에는 본 제품보증서를 제시해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은 제품보증서에 기재한 구입일자로부터 1 년입니다.
 본 제품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교환 또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구입 후 7 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1 개월 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발생시

수리가능

동일한 원인으로 2 회까지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구입시의 운송 과정이나 설치 중 발생한 피해
수리 가능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

보증기간 내
제품교환
제품교환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제품교환
유상수리

또는

과실에 의한 고장 발생

보상기준

유상수리에
수리 불능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징수
후 제품교환

 천재지변(화재, 홍수, 태풍, 지진 등)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 불량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납품회사의 기술자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청소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난 경우
 기타 제품의 하자가 아닌 외부원인이나 고객의 과실에 의해 고장이 난 경우
당사가 사용하지 않는 부품 사용시 A/S 불가

바다 정보 시스템 031)698-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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