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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플레이어 설치 방법 안내 - 1

1 주소 입력

1. 인터넷 주소 http://4497.co.kr 을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원트리즈 뮤직 고객센터
02-6925-4497 / 1566-2864

2. ’플레이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 다운로드 클릭

(버전 확인)

플레이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은 메시지 창이 나오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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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플레이어 설치 방법 안내 - 2

3. 플레이어 설치 과정을 진행해주세요

“설치”버튼을 클릭

“다음”버튼을 클릭

4.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라임덕 BGM 플레이어‘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더블 클릭 (빠르게 두번 클릭)
‘라임덕 BGM 플레이어’

OR

“마침”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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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플레이어 사용 방법 안내(Login)
1. 지점별로 할당 받은 ID/PW를 입력해주세요
지점별 ID는 매장 별로 별도로 부여됩니다

2. 하단 체크버튼을 선택해주세요

1 ID/PW 입력

3 로그인 클릭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 을 체크하면 컴퓨터가 실행되면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실행
‘자동 로그인’ 을 체크하고 한번만 로그인 하면 차후에는 ID/PW 없이 자동으로 로그인

3.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플레이어화면(하단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2 자동실행 / 자동로그인

문의사항 : 라임덕 고객센터 1566-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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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플레이어 사용 방법 안내(Player) -1

클릭

휠 드래그/클릭

- <채널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 두 번째 그림처럼 아래쪽으로 현재 재생 할 수 있는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 리스트 옆에 있는

버튼을 누른 상태로 아래로 내리거나, 마우스 휠로 아래로 내리면 남아있는 채널들이 더 보입니다.

- 마음에 드는 채널이 있으면 ‘더블 클릭’ 을 합니다.

더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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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플레이어 사용 방법 안내(Player) -2
1. 음악을 Play / Stop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3

4

2.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 볼륨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맨 앞의

상태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로 변하고 음소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 되고 처음 볼륨으로 돌아옵니다.

3. 원격지원 버튼을 통하여 세부사항의 A/S가 가능합니다.

1
2

원격지원 버튼을 누르면 좌측과 같은 창이 나오게 됩니다.

문의전화를 통해서 상담원이 ‘원격지원’을 요청드릴 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4. 원하시는 멘트/CM을 추가하여 1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멘트 재생이 완료되면 다시 음악이 자동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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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오디오 – PC 연결 방법 안내 (옵션)
1.

RCA-3.5mm 케이블의 3.5mm 잭을
PC의 헤드폰 출력 단자에 연결해주세요
일반적으로 PC의 헤드폰 출력 단자는 초록색 입니다

2.

RCA-3.5mm 케이블의 RCA 잭을
Audio의 외부입력 단자에 연결해주세요
외부입력 / AUX / INPUT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PC (POS)

3. Audio를 외부입력 mode로 변경해주세요
3.5mm
RCA to 3.5mm
케이블

‘외부입력’ or ‘AUX’ or ‘mode’ 버튼을 사용하여
외부입력 or AUX or INPUT 모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RCA

4. 컴퓨터를 통해 볼륨을 조절해주세요

(별매)
OR

Audio

시작메뉴 → 제어판 →
사운드 및 오디오장치 → 볼륨 → 고급

플레이어 내 볼륨 조절 가능

매장에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경우,
Youtube나 다른 음원을 재생을 통해
PC의 소리가 매장에 흘러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문의사항 : 라임덕 고객센터 1566-28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