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매뉴얼

사용 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주의 사항을 읽고 사용하십시오.

Dream Theater 2.0
펌웨어 버전 확인 http://dt.tuntun.co.kr
펌웨어 Firmware 란?
제품의 성능, 보안 및 안정성 개선을 목적으로
제공되며 이러한 업데이트에는 버그 수정,
사용자 편의 또는 장치의 기능 향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
렌즈를 정면으로 들여다 보지 마세요.
강한 빛이 투사되고 있으므로 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렌즈를 만지거나 렌즈에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렌즈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먼지가 유입되어 제품 내 FAN의 소음 유발 및 오작동,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 상하부에 있는 통풍구를 막지 마세요.
내부 온도 상승으로 오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통풍구를 몸 가까이 하지 마세요.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주의하세요.
제품에 충격을 주는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세요. (광학부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미니 마이크를 손잡이 삼아 본체를 들지 마세요. 본체가 떨어져 고장날 수 있습니다.

본체 전원(충전 배터리, 어댑터)은 열에 민감합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 사우나실, 찜질방 및 열기구 근처 등 강한 화기 또는 고온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해 오작동 및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나 액체가 스며들지 않게 하세요.(방수가 되지 않습니다.)
목욕탕, 사우나실 같이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비바람, 물이 노출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미니 마이크를 입에 넣거나 물에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침수로 인한 고장은 무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 및 미니 마이크 내부에
핀이나 철사 등의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케이블이 목, 손목 등 아이의 몸에 감기지 않게 하세요.
질식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리/수리하지 마세요.
임의로 개조·분리·수리하였을 경우 무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에 문제 발생 시 반드시 지정 AS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방전된 기기는 완전 충전 후 사용하세요.
전압 부족으로 인한 오작동 방지를 위하여, 4시간 정도 충전 후 사용하세요.

미니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대면 하울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니 마이크 연결 전, 기기와 3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미니 마이크  본체 순서로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어댑터는 반드시 구입 시 제공되는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비 전용 제품 사용 시, 기기 고장 또는 동작 불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댑터를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는 무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케이블은 반드시 구입 시 제공되는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비 전용 제품 사용 시, 기기 고장 또는 동작 불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여 고장이 발생된 경우는 무상 AS를 받을 수 없습니다.

콘텐츠 업데이트를 위한 USB 연결 시 PC 후면 포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PC 전면 USB 포트의 인식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PC 후면 포트 사용을 권장합니다.
안정된 동작을 위하여 배터리를 1칸 이상 충전 또는 어댑터 연결 후 사용하세요.
저전압 상태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외부 USB 장치 연결 시,
스틱형 USB 메모리(Flash memory)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스틱형 USB 메모리(Flash memory) 이외의 외장하드 타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외장 HDD 제품의 경우 전원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구성품 및 사양
구성품
Dream Theater 2.0 본체
미니 마이크
마이크 케이블
충전 어댑터

사용 설명서
USB HOST 젠더
USB 케이블

제품 사양
전원

DC 5V / 2A

밝기

20 ANCI Lumen

배터리

3,000 mAh

해상도

852*480(WVGA)

메모리

Built in Micro SD 8GB

화면비

16:9

스피커

8Ω/ MAX 3W

명암비

300:1

동작 환경

디스플레이

초점 거리 범위
화면 크기

Lcos

50~300 cm
2M 기준 41인치
동작 시 10~30℃
충전 시 10~30℃

적정 온도

섭씨 10~30℃, 습도 0~80%
충전시간

충전 및
사용 시간

전원 OFF 상태 : 충전 4시간
전원 ON 상태 : 충전 8시간

사용시간
최대 밝기 : 2시간 30분
표준 밝기 : 4시간 ( 3단계 밝기 )

※ 충전 시 상온 25℃ 미만 권고합니다.
( 배터리 보호를 위해,
적정온도 범위 이탈 시 충전 차단됨.)

크기

175 x 132 x 85 mm

※ 제품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동작 온도
이외의 조건에서는 강제 종료됩니다.

무게

380g

※ 기기 사용 환경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규격 및 사양은 품질 개선을 위해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미니 마이크

방향 조절 상세 기능
UP
볼륨 증가

LED
램프

방향 조절

LEFT

뒤로 가기

DOWN
볼륨 감소

ㆍ전원/선택
ㆍ재생/일시 정지

초점
다이얼

영상
출력 렌즈

RIGHT

통풍구

Dream Theater 2.0
본체를 조정하여, 상하로
빔 방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미니 마이크
미니 마이크를
손잡이 삼아
본체를 들지 마세요.
본체가 떨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받침대
본체와 일체형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스피커
DC 5V 충전 단자
RESET 버튼
Micro USB 단자
마이크 단자

슬라이드 커버를 그림과 같이
밀어 단자부를 열어요.

미니 마이크 사용 방법
미니 마이크 하단에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1.
2.
마이크 케이블

미니 마이크 ON 자체 콘텐츠 재생시 자동 켜짐.
미니 마이크 OFF 자체 콘텐츠 재생 종료시 자동 꺼짐.

Dream Theater 2.0 기본 조작법
전원 켜기
제품 본체의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 끄기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두세요.
전원을 켜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전원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충전하기
본 제품은 배터리 및 어댑터 연결로 작동됩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배터리를 미리 충전한
다음 사용하세요. 완전히 충전되는 데에는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은 콘텐츠 및 사용 환경(밝기,소리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충전 정도에 따른 LED 표시
제품 상태

충전 중

충전 완료

충전 소요 시간

전원 OFF

빨간색

꺼짐

약 4시간

전원 ON

보라색

파란색

약 8시간

※ 켜진 상태에서 충전 완료 여부는 화면 아이콘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충전에 필요한 시간은 사용자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시작하기
제품 로고 다음에 메인 메뉴 화면이 보입니다.

초점 맞추기
메인 메뉴 상의 글씨나 아이콘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 다이얼을 손으로 돌려서
초점을 맞추세요.
※ 초점 다이얼을 과도하게 돌릴 경우 파손될 수 있습니다.

저소음 모드 동작하기
[설정 > 밝기] 메뉴를 통해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2단계 이하로 밝기를 낮추면 FAN 작동이
정지되어 저소음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선택 및 재생하기
본체의 방향조절 버튼을 이용하여 커서를 움직여 아이콘 선택 후,
콘텐츠 제목에 커서를 놓고
선택·재생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메뉴로 돌아가려면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세요.

전자파 적합 인증
인증받은 자의 상호
기기의 명칭
기기의 모델명
인증번호
제조자
제조국

(주)네오랩컨버전스
Dream Theater 2.0
NPP-P110
KCC-REM-NCV-NPP-P110
(주)네오랩컨버전스
대한민국

자주 묻는 질문

Dream Theater 2.0의 기능 이상 및 문제 발생 시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전에 다음의 방법을 적용해 보세요.

전원이 켜지지 않아요!
배터리 전원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충전 후 다시 사용하세요.

어댑터를 연결했는데 바로 켜지지 않습니다.
어댑터 연결 후 곧바로 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품 보호를 위해 구동에 필요한 최소 전류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켜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일정량 충전 후 다시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감상 중, 동일한 부분에서 멈춰요!
•콘텐츠 또는 사용자 동영상 파일이 깨지거나 손실되어 재생 중 멈출 수 있습니다.
콘텐츠인 경우 삭제 후 새로 복사하여 다시 시도하세요.

•사용자 동영상의 경우 일부 프레임이 손실되거나 인코딩 방식의 차이에 따라
멈출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을 새로 한 다음 다시 시도하세요.

•기기 고장 문의 전에 반드시 동영상 파일 문제를 확인하세요.

파일(콘텐츠/동영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세요.
다른 동영상은 문제없이 재생되는지 확인하여, 해당 파일 자체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Dream Theater 2.0 메뉴
메인 메뉴

Favorites

즐겨찾기 설정 콘텐츠 감상 메뉴
자주보는 영상을 20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My Files

개인 동영상,음악,사진 감상 메뉴
개인이 소장한 미디어 파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 이미지

Setting

밝기, 언어 등 시스템 설정값을 조정

설정 메뉴
메인 메뉴에서

밝기
언어
키스톤
슬라이드쇼
꺼짐 예약
마이크 볼륨
설정 초기화
시스템 정보

Setting
설정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밝기를 1~5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한글/영어 지원)
빔 각도에 따른 화면 왜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30도)
슬라이드쇼에서 다음 이미지로 넘어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꺼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설정값이 초기화된 후 전원이 종료됩니다.
제품 정보 및 시스템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복사하기

USB 메모리 연결하기 / PC 연결하기

USB 젠더로 USB 메모리와 Dream Theater 2.0을
연결하면
My Files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젠더

스틱형 USB 메모리

대용량 외장하드

USB 케이블로 PC와 Dream Theater 2.0을 연결하면
PC에 [튼튼영어DT2]폴더가 나타납니다.

USB 케이블

준비된 콘텐츠 파일을 다음과 같이
PC의 [튼튼영어DT2] 폴더에 저장하세요.

Contents

튼튼영어 콘텐츠(ncp 파일) 저장 공간

My Image

JPG 등 이미지 파일 저장 공간

My Video

AVI, MP4 등 동영상 파일 저장 공간

My Audio

MP3 등 음악 파일 저장 공간

※ 폴더가 비어 있을 경우,
튼튼영어 콘텐츠를 탐색 및 재생할 수 없습니다.

Dream Theater 2.0 이 지원하는 포맷
Dream Theater 2.0은 아래의 미디어 포맷을 지원하며,
사양이 다를 경우 지원 가능한 포맷으로 변환해야 재생이 가능합니다.
미디어
종류

지원
확장자
.AVI

비디오
.MP4

코 덱

XVID SD/HD / DivX HD 720p 30fps / MPEG1 /
MPEG2 MP@HL HD(720p)
MPEG4 ASP @L5 HD / MPEG4 SP @L5 720p /
H.264/AVC HP@L4.1 HD /
H.264/AVC BP@L3.0 HD / DVIX 3/ 4/ 5/ 6/

[MPEG I Layer 1,2,3(Multi-Ch) /
CBR / VBR / 48Khz / 96~384Kbps]

.MP3
[오디오](동영상에 포함된 오디오 지원 코덱)
AC3 5.1 down-mix / OGG Vorbis / LC-AAC/ AAC+

오디오

이미지

다운믹스

MP3 Multi-CH / Dolby Digital(AC3) / ADPCM

.JPG
(JPEG)

HD JPEG(8MB 이하)
※ Progressive JPEG 미지원

콘텐츠 사양 변경 시,
다음팟 인코더, 곰 인코더 등 인코딩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합니다.
권장하는 외부 동영상 인코딩 스펙
비디오
코덱
해상도
비트레이트
프레임레이트

오디오

H.264,Xvid(mp4,avi)
852*480(wvga)
1,500Kbps(권장)
30fps

코덱

MP3(MPEG Layer 3)

비트레이트

128Kbps

비트레이트 모드

CBR(고정)

샘플링레이트

48KHz

※ 인코딩 방식의 차이에 따라 재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코딩 Tip
다음팟 인코더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설치  환경 설정  형식[MP4]PSP,iPod 및 핸드폰용
 기기 선택  HTC 디자이어 고화질(AVC)  선택  인코딩
간편하게 기기에 맞는 최적의 해상도와 화질로 인코딩하여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AS 안내
무상 AS의 경우
무상 AS 요건

정품 구입 후 보증 기간 내,부품 보유 기간 내에(정상적 사용 중 고객의
책임이 아닌) 기기 본체 및 액세서리의 성능, 기능 상의 고장 발생 시

품질 보증 기간

제품 구입 후 1년 이내 본체를 제외한
모든 액세서리(메모리 카드, 배터리 포함)는 6개월 이내

무상 AS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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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유형

AS 처리

AS 담당

상품 사용 전 반품 / 환불 문의
( 구입 후 14일 이내 미개봉 시 )

제품 반품 후
구입처 환불

구입처

상품 사용 후 10일 내 제품 자체의 문제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위의 경우로 교환 또는 수리된 제품이
30일 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동일 하자로 3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
여러 하자로 5회째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의 수리 의뢰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부품 보유 기간 내에 수리용 부품 부재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내부 펌웨어 및 콘텐츠 작동 오류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또는
무상 수리

제품 교환 또는
무상 수리

제품 교환

AS 접수 후
상황별 응대

제품 교환 및 환불
튼튼영어
고객서비스 센터
(1577-0582)
제품수리
제조사
네오랩컨버전스
AS 센터
(1588-6239)

•무상 AS의 경우 소요되는 택배비는 제조사 AS 센터에서 부담합니다.
유상 AS의 경우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무상 AS의 경우 소요되는 택배비는 국내 택배비에 한하며,
해외 배송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S 접수 후 콘텐츠는 구입 당시로 복원될 수 있으며,
개인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AS 접수 시, AS 주체가 해당 접수처가 아닐 경우,
해당 센터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거나 접수 후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본체의 품질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체를 제외한 모든 액세서리는
(배터리 포함) 소모성 부품이며 품질 보증 기간은 6개월입니다.
•교환은 제품 회수 및 점검 완료 후 처리됩니다.

택배를 이용한 AS 요청 시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제품을 완충재
(에어캡, 스펀지 등)로 충분히 감싼 뒤,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 AS의 경우
유상 AS 요건

정품 구입 후 제품 보증 기간 이내 고객의 고의, 과실
(사용 설명서 미 숙지로 인한 서비스 접수/주의사항 위반/
공식 AS 접수 전 임의 수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기 본체 및 액세서리의 성능, 기능 상의 고장 발생 시
제품 보증 기간(구입 후 1년) 경과 후, 부품 보유 기간 내
기기 본체 및 액세서리의 성능, 기능 상의 고장 발생 시

유상 보증 기간

부품 보유 기간 이내

유상 AS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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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AS 담당

Dream Theater 2.0 제조사 네오랩컨버전스 AS 센터
(1588-6239)

•유상 AS의 경우 소요되는 왕복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
•AS 접수 후 콘텐츠는 구입 당시로 복원될 수 있으며,
개인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AS 접수 시, AS 주체가 해당 접수처가 아닐 경우,
해당 센터 연락처를 안내해 드리거나 접수 후 이관하여 처리합니다.

품질 보증서
본 보증서는 구입하신 제품의 내용물을 보증합니다. Dream Theater 2.0 본체의 정
상적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하여 드립니다.(본체 외 액세서리는 배터리 포함 6개월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이라도 고객 과실, 천재지변, 이상 전압 등의 외부 작용·오용·남용·각종 사
고 등으로 고장 및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 또는 교환되지 않습니다.
제품 구입 시 하단 내용을 직접 기재해 보관하세요.구입 후 아래 웹사이트 주소에서 온
라인으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며, 제품 보증에 관련된 자세한 규정도 아래 웹사이트에
서 확인하세요.
http://dt.tuntun.co.kr

구입일
성명
주소
전화
일련번호 Serial no.
※ 일련번호는 제품 하단에 있습니다.

교환 및 환불 문의
제품 AS 문의

1577-0582 튼튼영어 고객서비스 센터
1588-6239 네오랩컨버전스 AS 센터
09:00 - 21:00

10:00 - 18:00

제조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68-20 백아빌딩 6층
네오랩 고객지원팀

Dream Theater 2.0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제품에 충격을 주거나 절대로 눈에 직접 영사하지 마세요.

판매원

ㆍ켜 놓은 채로 잠이 들거나, 아이가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ㆍ프로젝터는 제품 특성상 열이 발생하므로 통풍구를 절대로 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통풍구의 열기에도 주의하세요.)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4
튼튼영어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