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y를 손에 잡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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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방향으로 Rolly를 잡으십시오.
재생 버튼을 클릭하여 음악을 재생합니다. 다시 클릭하면 재생이 중지됩니다.

빠른 시작 안내서
트랙 변경하기

이전

트랙을 변경하려면 음악 재생 중에상단
휠을* 45° 돌립니다.
그룹을 변경하려면 음악 재생 중에상단
휠을 90 ° 돌립니다.

다음

볼륨 조정하기

아래로

볼륨을 올리려면 음악 재생 중에하단 휠
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볼륨을 내리려면 하단 휠을 왼쪽으로돌
립니다.
* 어느 한쪽 끝이 위로 향하도록 수직방향으로
Rolly를 잡더라도 상단 혹은 하단 휠이 각 기능에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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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Rolly에는 샘플 음악과 모션 데이터가 사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배터리를 충전한 후 곧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하기

전원 켜기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배터리를 Rolly에 삽입하고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Rolly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Rolly의 재생 버튼 표시기가 오렌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Rolly를 평평한 바닥에 놓을 경우

Rolly의 작동 방법이나 제한(예: 모션 파일의 경우 최대 7분의 재생 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널찍하고 평평한 바닥에서 모션 재생을 수행합니다.
SONY 로고가 사용자를 향하도록 Rolly를 놓습니다.
음악을 재생하려면: 재생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음악과 모션을 재생하려면: 음악 재생 중에 재생 버튼을 두
번 클릭합니다. 한 트랙의 재생이 끝나면 모션이 중지됩니
다. 다음 트랙에서는 음악만 재생됩니다.
재생을 중지하려면 재생 버튼을 한 번 클릭합니다.

재생 버튼 표시기
재생 중에 Rolly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재생 버튼을 둘러
싸는 표시기의 색상이 바뀝니다.
흰색: 모션이 할당된 트랙이 재생되는 경우
녹색: 모션이 할당되지 않은 트랙이 재생되는 경우
오렌지색: 남아 있는 배터리의 양이 모션 재생에 부족한 경
우

재생 버튼

트랙 변경하기

재생 버튼 표시기

음악 재생 중에만 트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션 재생 중에는 트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랙을 변경하려면 음악 재생 중에 휠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약간 밉니다.
그룹을 변경하려면 음악 재생 중에 휠을 앞쪽이나 뒤쪽으로
더 밉니다.

볼륨 조정하기

음악 재생 중에만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션 재생 중에는 볼륨을 조
정할 수 없습니다.

볼륨을 올리려면 음악 재생 중에 Rolly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볼륨을 내리려면 음악 재생 중에 Rolly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킵니다.

휠

볼륨을 내리려면
다음 트랙/그룹을 찾으려면

이전 트랙/그룹을 찾으려면

볼륨을 올리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