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하기
1.  충전하기
• AR-M20를 USB 배터리 충전 규격 1.2 이상을 

지원하는 아답터 (미제공)를 사용하여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 빠른 충전을 위하여 5V, 2A 출력의 아답터를 
권장합니다.

•  최초 사용시 최소 6시간 이상 충전 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AR-M20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자동 충전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충전 시간은 컴퓨터 USB port의 
전류 용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2. microSD 카드의 삽입 및 제거.
•  microSD 확장 슬롯의 덮개를 열고, microSD카드*를 

확장슬롯에 삽입 후 덮개를 닫아 주세요. 
•  microSD 카드를 제거하기 전, 상태표시창의 SD Card Connected – Touch to unmount sdcard를 

실행 후, 카드 슬롯 덮개를 열고 microSD Card를 살짝 눌러 카드를 제거 합니다.

3.  AR-M20로 오디오 파일 전송
 Windows 7/Windows 8/Windows 10:
• AR-M20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윈도우 탐색기를 열고, 컴퓨터를 선택, ARM20를 선택합니다.
•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Internal SD Card 혹은 SD Card (microSD Card 삽입시) 선택합니다.
•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나, 음악 파일을 원하는 저장위치로 끌어 넣기 (Drag & Drop)하면 파일이 복사 

됩니다.**

	 Mac	OS	X	(10.5	이상):
• MAC용 Android File Transfer ( https://www.android.com/filetransfer/)를 설치해 주세요.  

(최초 1회 설치)
• AR-M20의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Android File Transfer가 자동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파일을 실행해 주세요.
• 저장하고자 하는 위치를 Internal SD Card 혹은 SD Card (microSD Card 삽입시) 선택합니다.
•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나, 음악 파일을 원하는 저장위치로 끌어 넣기 (Drag & Drop)하면 파일이 복사 

됩니다.**

4.  이제 AR-M20를 컴퓨에서 분리하고 음악을 즐기시면 됩니다.

Acoustic Research M20
www.acoustic-research.com

Acoustic	Research의	High	Resolution	Music	Player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사용전 아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QuickStartGuide

* microSD 카드 용량 200GB까지 지원
** 음악파일은 곡명, 아티스트등 파일 Tag 정보에 따라 자동 배열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www.acoustic-research.kr에 접속해 최신 펌웨어, 사용설명서 및 FAQ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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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B 배터리 충전 규격 1.2 이상을 지원하는 아답터(미제공)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용 이미지로 실제 AD/DC 아답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충전중 음악 재생이 가능하나 충전 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전원 켜기 전원버튼을 약 3초간 눌러주세요.

전원 끄기 전원버튼을 약 1초간 누른 후 종료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끄기, 터치 화면 잠금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기본 설정 1분)

디스플레이 켜기, 터치 화면 잠금 해제 디스플레이가 꺼진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자물쇠 모양 잠금 아이콘을 화면 모서리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화
면 잠금이 해제됩니다.

홈 화면으로 이동 홈 아이콘 (  모양)을 터치하면 홈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Apps 메뉴로 이동 홈 화면에서 우측 하단의 Apps 아이콘(  )을 터치하면 Apps 메
뉴로 이동합니다.

오디오 파일 검색 Apps메뉴에서 AR Music Player를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AR Music Player에서 화면 상단의 All, Album, Artist등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파일을 검색합니다.

오디오 파일 재생 음악파일을 탭하면 재생이 됩니다.

재생 정지 AR Music Player App 혹은 위젯에서 재생  /정지  버튼 누릅
니다.
다시 재생하려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줍니다.

옵션 메뉴 보기 AR Music Player의 검색창에서 미디어 파일을 누르고 있으면 옵

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볼륨 조정 볼륨 업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커지고 볼륨 다운 버튼을 누러면 볼
륨이 줄어듭니다.

다음 곡으로 이동 AR Music Player App 혹은 위젯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이전 곡으로 이동 AR Music Player App 혹은 위젯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삭제하기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을 누르고 있으면 옵션 메뉴가 뜹니다.
메뉴중 Delete를 선택후 확인을 누르면 삭제 됩니다. 

강제 종료하기 전원 버튼을 10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강제 종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