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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품 안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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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설명서

특징

디자인과 제품 규격 사양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구성품으로 제공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은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 Android TV 11

- VP9 / H.265 / H.264 / MPEG-4 / MPEG-2 / MPEG-1

- WAV, MP3, LC-AAC, HE-AAC

- Dolby Digital Plus Support

- Multiple video display formats with 480i / 720p / 1080i 
   / 1080p / 4K

- CVBS, Stereo Audio L/R

- HDMI, HDCP, CEC output
레인보우TV

리모컨용AAA
건전지 (2개)

사용 설명서리모컨

HDMI 케이블 아답터

< 제품 설치 시 유의 사항 >

< 사용 시 유의 사항 >

평평한 바닥에 설치하세요. 춥거나 직사광선이 있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벽으로부터 사방 10Cm이상에 설치하세요. 임의로 분해, 조립하지 마세요. 

환기가 잘되는 곳에 두세요. 먼지 기타 이물질이 없는 곳에 두세요.

여러 개의 전원 플러그에 연결하지 마세요. 진동이 심하거나 강한 자기장이 있는 곳에 
두지 마세요.

본 제품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주지 마세요. 본 제품 위에 물이나 기타 액체를 올려주지 
마세요.

+

-

+

-

1. 리모컨 수신부
     리모컨을 사용할 때 제품 전면의 리모컨 수신부를 향한 후 
     사용하세요.

2. 동작 상태 표시등
     •  RED – 동작 대기 상태를 표시합니다.
     •  GREEN – 동작 가능 상태를 표시합니다.

레인보우 사양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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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출력 단자
     영상 입력 단자가 있는 TV 와 연결하세요.

2. HDMI 출력 단자
     HDMI 입력단자가 있는 TV와 연결하세요.

3. 이더넷 연결 단자
     인터넷 케이블에 연결하세요.  

4. 전원 코드 입력단자
     수신기 전원 

- 전원 : 전원을 켭니다.
- 음소거 : 소리를 끕니다.
- 음량 줄임 : 음량을 줄입니다.
- 음량 올림 : 음량을 올립니다.
- 상하 이동 : 메뉴를 상하로 이동합니다.
- 좌우 이동 : 메뉴를 좌우로 이동합니다.
- 확인 : 메뉴를 이동합니다.
- 홈 :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앱스 : 앱 메뉴를 보여줍니다.
- 이전 : 이전 메뉴로 이동합니다.
- 유튜브 : 유튜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레인보우VOD : 레인보우VOD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구글 음성검색 : 구글 음성검색을 실행합니다. 
- 왓챠 : 왓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레인보우 쇼핑 : 레인보우 쇼핑으로 이동합니다.
- 우리동네 클래스 : 우리동네 클래스로 이동합니다.

레인보우 사양 (후면) 리모컨 리모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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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음소거

음량 줄임

상하 이동

좌우 이동

홈
앱스

음량 올림

이전

확인

왓챠
레인보우 쇼핑

유튜브 구글 음성검색
레인보우 VOD
우리동네 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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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더넷 연결
     • 레인보우를 유무선 공유기와 연결, 혹은 Ethernet포트에 
       연결

1. 언어 선택

2. WIFI 또는 인터넷 설정

3. WIFI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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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Dolby Laboratories의 허가를 받아 제조한 제품입니다. 
돌비, Dolby 오디오 및 더블 D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HDMI,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및 HDMI 로고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사용되는 HDMI Licensing LL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1] HDMI 연결 
     • 레인보우의 HDMI 단자와 TV HDMI 단자와 연결 

TV

레인보우 연결 기본 설정

문제해결 고객 서비스

수신기의 모든 외부 입출력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을 
켜지 마세요.

처음 수신기 수령 시 리모컨 페어링을 해야 합니다.

HOME(이미지) 버튼과 BACK(이미지)을 동시에 5초간 눌러줍니다.

4. 구글 계정과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AS 안내 사용 도중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설명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처리하여 드립니다. 

레인보우 대표번호 : 1544-3434

교환/반품 안내 (고객이 직접 판매형 레인보우 기기를 구매한 경우에 한함) 

구매 후 14일 이내에 제품의 하자 및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무료 교환/반품이 가능합니다. 

제품 수령 후 제품 박스 및 상품이 훼손되었거나 제품의 구성품이 누락되었을 

경우 반품이 불가합니다. 

제품불량 및 오 배송의 경우 왕복배송비는 무료이나 단순 고객 변심에 의한 

반품 왕복 배송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2] AV 연결 
2-1]  AV와 HDMI는 동시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2-2]  AV로 TV를 보려면 HDMI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
        에서 레인보우를 연결 하십시오.

HDMI 케이블

LAN 케이블

유무선 공유기

RCA 케이블

LA
N

4] 전원 연결
     • 어댑터를 제품의 전원 포트에 연결하면 제품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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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증상

TV 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영화, 방송 채널 서비스
이용 중에 화면 멈춤,
모자이크 현상등이 
발생합니다.

대응 방법

1. TV의 전원이 켜져 있고 TV가 외부 입력 상태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레인보우의 전원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 되어있는지 확인 
    하세요.
3. 레인보우의 영상 출력포트와 TV의 영상 입력포트의 연결이 
    정상인지 확인하세요.
화면 멈춤, 모자이크 등의 현상은 통신속도가 정상보다 느리거나 
네트워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동일한 현상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일반
증상

레인보우가 시작할 때 
본체 전원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 중 멈추었습니다.

대응 방법

리모컨 또는 레인보우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때 LED가 켜질 경우 제품에 이상이 없으며 작동에 영향이 
없습니다. 
1. 레인보우와 오디오의 음성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하세요.
2. 음성케이블의 연결상태와 오디오 설정이 맞게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3. TV의 음량 또는 레인보우의 음량이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거나 
    음소거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레인보우에 네트워크 케이블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네트워크 케이블을 정상적으로 연결한 다음에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리모컨
증상

TV 작동 설정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리모컨으로 TV또는 
레인보우를 작동할 수 
없습니다.

대응 방법

리모컨 설정 방법대로 설정되었는지 확인 후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 
다시 설정하세요.

1.TV 조절이 가능한 버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2.리모컨의 배터리를 확인 하세요.

제품명 :  CMB OTT 셋톱박스
기자재명칭 (모델명) : UPD-AT000
인증번호 : R-R-BEA-UPD-AT000
인증자 상호 : (주)비콘아이앤씨
제조자 : (주)비콘아이앤씨
제조년월 : 2022.12
제조국가 : 중국

제품을 처음 켜면 초기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시스템 구성을 위한 일부 매개변수를 설정해야 합니다. 
기본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을 참조하십시오.

Rainbow wifi 2.4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