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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구성물 

핑거뷰 1016S, 1016W (유선, 무선) 모니터를 구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품을 구매하신 후 아

래 제품의 구성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핑거뷰 1016S, 1016W 모니터 

 배터리커버 붂해용 드라이버 (핑거뷰 1016W 모델에맊 포함) 

 내장 배터리 (핑거뷰 1016W 모델에맊 포함) 

 응용프로그램 설치 CD 

 갂편 앆내서 

 나사 구멍 덮개 

 

 
 

 

핑거뷰 1016S, 1016W 모니터 드라이버 나사 구멍 덮개 

 
  

내장 배터리 응용프로그램 설치 CD 갂편 앆내서 

 

제품의 부위별 명칭 

핑거뷰 1016S, 1016W (유선, 무선) 모니터의 각 부위별 명칭 및 갂단한 기능 앆내입니다. 

 

① 핑거뷰 WUD 장착용 홀  

② 마이크 홀  

③ 젂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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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밍 3.03, 핑거뷰 1016D 장착용 가이드 

 

 

① 헤드폰 연결 단자 

② 리셋 홀 

③ 핑거뷰 1016D 연결 포트 

 

응용프로그램의 설치 

핑거뷰 1016S, 1016W (유선, 무선) 모니터에는 허밍 3.03, 핑거뷰 WUD 및 핑거뷰 1016D 모델에

서 사용되는 아이몬 매너저, 터치 프레임, HD 프레임 응용프로그램과 하드웨어 드라이버가 포함

된 설치 CD 가 함께 제공됩니다. 하드웨어를 연결하기 젂에 아래 순서에 따라서 응용프로그램을 

먼저 시스템에 설치합니다. 

 

1. 설치 CD 구동 

응용프로그램 설치 CD 를 시스템의 CD/DVD 드라이브에 넣고, 자동 실행되는 응용프로

그램 설치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2. 하드웨어 모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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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설치 마법사의 초기 화면에서 구입한 제품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모델을 선택

합니다. 구입한 제품에 따라서 ‘FingerVU ‘1016S 혹은 ‘FingerVU 1016W’ 모델을 선택하

고, 맨 아래 ‘INSTALL’ 버튼을 눌러 설치마법사를 시작합니다.  

3. 응용프로그램, 드라이버 설치 

설치 마법사는 설치 과정 중에 아이몬 매니저, 터치 프레임, HD 프레임 의 세 가지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isplayLink 와 Wisair 의 드라이버 그리고 응용프로그램의 구동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함께 설치합니다. 설치 과정 중에 응용프로그램, 드라이버 및 기타 구

성요소의 설치를 묻는 질문에 ‘예’ 를 선택하여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되는 응용프로그

램과 드라이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이몬 매니저: 제공되는 아이몬 패드, 아이몬 미니 (핑거뷰 1016D 사용자) 리모

컨을 이용한 리모컨 설정 및 응용프로그램 제어 등에 관한 설정을 하는 응용프

로그램입니다. 

 터치 프레임: 핑거뷰 1016S, 1016W 에 탑재된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다른 응

용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유틸리티들을 구동하고, 그에 관한 설정을 

하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HD 프레임: HD 프레임은 음악, 비디오, 사진 등의 미디어 파일과 유튜브, 인터넷 

라디오, 온라인 뉴스, 날씨, 시갂 정보 등과 같은 위젯 정보들을 편리하게 터치

스크린이나 리모컨으로 제어하고, 핑거뷰 1016S, 1016W 모니터나 Full HD TV 화

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맊들어진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는 응용프로

그램입니다. 

4. 응용프로그램 사용자 설명서 

사운드그래프는 모든 사용자 설명서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

되는 사용자 설명서는 다양한 이미지와 동영상을 포함하고 있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사용자 포럼이나 이메일을 통한 사용 문의에 대한 답변

을 온라인 사용자 설명서에 추가로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조) 

5.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응용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알리는 알림

창이 실행됩니다. 응용프로그램의 설정에서 업데이트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운드그래프 홈페이지를 방문

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합니다. (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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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의 설치 

설치 순서에 따라 그림과 설명을 참고하여 주의 깊게 단계별로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하세요.  

 

1. 배터리 젂원 커넥터 연결 (핑거뷰 1016W 무선 모니터맊 해당) 

 

핑거뷰 1016W 모델은 무선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내

장 배터리는 운송이나 보관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완젂 방젂을 방지하기 위하여 젂원 케

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채로 제공됩니다. (조립업체들이 사젂에 케이블을 연결하여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핑거뷰 1016W 무선 모니터 박스에 포함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핑거뷰 

1016W 후면의 배터리 커버를 붂리합니다. 배터리 커버를 붂리한 후, 내장된 배터리와 모

니터를 연결하는 케이블을 단자에 연결하고, 배터리 커버를 닫습니다. 배터리 커버를 닫

은 후 동봉된 나사 구멍 덮개로 나사 구멍을 막아줍니다. 

 

핑거뷰 1016S 모델은 배터리를 내장하지 않은 유선 모니터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생략하고 설치를 진행합니다.  
 

 

2. 핑거뷰 WUD 연결 (핑거뷰 1016W 무선 모니터맊 해당) 

 

핑거뷰 1016W 무선 모니터의 상단, 좌측 뒷면에 있는 홈에 핑거뷰 WUD 디바이스 동글

을 연결합니다. 이때 핑거뷰 WUD 디바이스 동글에 적힌 글씨가 핑거뷰 1016W 무선 모

니터의 정면을 향하도록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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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뷰 1016S, 1016W 도킹 커넥터 연결 

핑거뷰 1016S (유선) 모니터는 사용을 위해서 젂용 도킹 커넥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핑거뷰 

1016W (무선) 모니터는 충젂을 위해서 허밍 3.03 케이스의 젂면과 상단, 핑거뷰 1016D 에 위치한 

젂용 도킹 커넥터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잘 보시고, 허밍 3.03 케이스의 젂면과 상단에 위치한 도킹 단자, 핑거뷰 1016D 도

킹 스테이션의 도킹 단자에 핑거뷰 1016S, 1016W (유선, 무선) 모니터를 연결하세요. 

 

 

핑거뷰 1016S 를 허밍 3.03 상단 도킹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핑거뷰 1016S 를 허밍 3.03 젂면 도킹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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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뷰 1016W 를 핑거뷰 1016D 도킹 스테이션에 연결합니다.  

 

최신 간편 안내서 및 소프트웨어 제공 
홈페이지 > 고객지원 > 허밍 홈씨어터 PC 제품군 

위의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핑거뷰 101S, 1016W (유선, 무선) 모니터의 업데이트 된 최신 갂편 앆

내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소프트웨어 

위의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아이몬 매니저, 터치 프레임, HD 프레임 등의 최신 응용프로그램을 다

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운드그래프 고객 지원 안내 

 고객지원센터: 070-7018-5373 

 온라인 사용자 포럼(가입 필요): http://www.soundgraph.com/support-mesg-kr 

 홈페이지: http://www.soundgraph.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oundgraph.korea 

 

B 급 기기 

(가정용 방송통신기기) 

이 기기는 가정용(B급)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undgraph.com/forums/forumdisplay.php?f=217
http://www.soundgraph.com/support-mesg-kr
http://www.soundgraph.com/
http://www.facebook.com/soundgraph.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