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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s/설명서
Operating Instructions  
(this document)
Provides you with instructions on how to 
connect the processor with digital devices 
and basic operations.

사용설명서 
(본 문서)
프로세서를 디지털 장치에 연결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제공합니다.

Reference Guide
Provides you with precautions and 
product specifications.

참고 설명서
사전 주의사항 및 제품의 주요 제원을 제공합니다.

Help Guide
Read the Help Guide on your computer or 
smartphone, when you want to know how 
to use the system in greater detail.

도움말 안내
시스템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의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URL:

http://rd1.sony.net/help/mdr/whl600/h_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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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rging the headphones/헤드폰 충전

TMR-L600

AC adapter (supplied)
AC 어댑터(부속)

1 Connect the AC adapter to the processor. 
AC 어댑터를 프로세서에 연결합니다.

Charging and usage time 충전 및 사용 시간

Approximate  
charging time

Approximate  
usage time 1)

대략적인 
충전 시간

대략적인 
사용 시간 1)

6 hours 2) 17 hours 3) 6시간 2) 17시간 3)

20 minutes 4) 2 hours 3) 20분 4) 2시간 3)

1) At 1 kHz, 1 mW + 1 mW output
2) Time required to fully charge an empty battery
3) Time may vary,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or 

conditions of use.
4) Time spent to charge an empty battery

1) 1 kHz에서, 1 mW + 1 mW 출력
2) 소진된 배터리를 만충전하는 데 필요한 시간
3) 온도 또는 사용 조건에 따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소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2 Put the headphones on the charging terminal of the 
processor. 
프로세서의 충전 단자에 헤드폰을 올려 놓습니다.

2 Selecting a connection method/연결 방법 선택

A Connecting the processor to the TV compatible with the ARC function/
ARC 기능과 호환되는 TV에 프로세서 연결

3 Connecting a TV/TV 연결
 Connect a TV.

Connect an HDMI cable to the HDMI jack with the “ARC” mark.

TV를 연결합니다.
"ARC" 마크가 있는 HDMI 잭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HDMI cable (High Speed type) (sold separately)
HDMI 케이블(고속 유형) (별매)

 Connect the AC adaptor supplied.
부속된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Tip
Set the CTRL FOR HDMI switch to ON. By doing so, you can use the 
power off interlock function, etc.

팁
CTRL FOR HDMI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전원 끄기 인터록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Watching a TV/TV 시청

TMR-L600
•	Enable the setting of the HDMI equipment control function on 

your TV, and then set the CTRL FOR HDMI switch to ON on the 
side of the processor.

•	TV의 HDMI 장치 제어 기능의 설정을 활성화한 다음, 프로세서의 CTRL 
FOR HDMI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TV AUDIO


(TV with ARC*/ARC*가 있는 TV)

* ARC (Audio Return Channel)
The ARC function sends digital sound from a TV 
to the processor or an AV amplifier via an HDMI 
cable. For details, refer to the Help Guide.

* ARC(오디오 리턴 채널)
ARC 기능은 HDMI 케이블을 통해 TV의 디지털 
사운드를 프로세서 또는 AV 앰프로 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TV AUDIO : audio signal of TV/TV의 오디오 신호

HDMI IN : HDMI input/HDMI 입력

WH-L600R

Off
꺼짐

Red
빨간색

HDMI 1 IN (ARC)

1 Remove the headphones from the processor./ 
헤드폰을 프로세서에서 분리합니다. 2 Select a program using the TV’s remote control./ 

TV 리모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Set the input of the processor to “HDMI.”/ 
프로세서의 입력을 "HDMI"로 설정합니다. 4 Put on the headphones with the power on, and adjust 

the volume./ 
전원을 켠 헤드폰을 착용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	When you remove the headphones, 
the processor turns on automatically.

•	헤드폰이 분리되면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	Select an audio output other than the 
TV speaker on the TV.

•	TV 스피커 이외의 다른 오디오 출력을 TV
에서 선택하십시오.

•	The headphones are turned on when 
you press the POWER (power) button 
for about 2 seconds.

•	POWER(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헤드폰이 켜집니다.

•	You can charge the headphones regardless of the left 
or right orientation.

•	왼쪽 또는 오른쪽 방향과 무관하게 헤드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Does your TV have an HDMI input terminal labeled “ARC” ?/TV에 "ARC"라고 표시된 HDMI 입력 단자가 있습니까?

TV/TV

Set the CTRL FOR HDMI switch to ON on 
the side of the processor.
프로세서의 CTRL FOR HDMI 스위치를 ON
으로 설정하십시오.

Connecting the processor to the TV compatible with the ARC function
ARC 기능과 호환되는 TV에 프로세서 연결

(Below)
( 아래 )A

Yes/예

Connecting the processor to a TV using the optical digital cable
광학 디지털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세서를 TV에 연결 B (Back)

( 뒷면 )

TV/TV

No/아니요



B Connecting the processor to a TV using the optical digital cable/ 
광학 디지털 케이블을 사용하여 프로세서를 TV에 연결

3 Connecting a TV/TV 연결
 Connect the processor and a TV.

The audio output setting on the TV is required. For details, refer to the 
manual supplied with your TV.

프로세서와 TV를 연결합니다.
TV의 오디오 출력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V에 부속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Optical digital cable (supplied)
광학 디지털 케이블(부속)

 Connect the AC adaptor supplied.
부속된 AC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Note
When selecting this connection method, you cannot use the Control for 
HDMI function, such as the power off interlock function.

주의점
이 연결 방법을 사용하면 전원 끄기 인터록 기능과 같은 HDMI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TV AUDIO



5 When you finished viewing content/시청이 끝난 경우

1 Put the headphones on the charging terminal of the processor. 
프로세서의 충전 단자에 헤드폰을 올려 놓습니다.

•	The processor and the headphones are turned off 
automatically.

•	The sound of the device will be output from the TV 
automatically.

•	If sound is not output from the TV automatically, check the 
audio output settings on the TV.

•	프로세서와 헤드폰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	TV에서 장치 사운드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	TV에서 사운드가 자동으로 출력되지 않으면 TV의 오디오 출력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Off)
(꺼짐)

Setting the sound field mode (SOUND FIELD)
By selecting a sound field mode suitable to the programs and content, you can enjoy the feeling of being 
present in movie theaters or stadiums, etc.
For details, refer to the Help Guide.

Press the SOUND FIELD button on the processor repeatedly.
You may use the SOUND FIELD button on the headphones, too.

음장 모드 설정(SOUND FIELD)
프로그램과 콘텐츠에 적합한 음장 모드를 선택하면 영화관 또는 경기장 등에 있는 듯한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프로세서의 SOUND FIELD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헤드폰의 SOUND FIELD 버튼을 사용해도 됩니다.

The audio output settings of the devices connected
Set the digital audio output on the device connected so that sound processed in 
“Dolby Digital” or “DTS” format is output. You may need further settings to output 
multi-channel surround sound. For details, refer to the manual supplied with the 
device.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 출력 설정
"Dolby Digital" 또는 "DTS" 형식으로 처리된 사운드가 출력되도록 연결된 장치의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설정하십시오. 멀티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추가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치에 부속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etting the matrix decoder (MATRIX)
When the sound field mode is CINEMA, GAME or SPORTS, the matrix decoder is available. The matrix decoder 
expands audio input signals to a multi-channel format of up to 7.1 channels.
For details, refer to the Help Guide.

Set the MATRIX switch to ON.

매트릭스 디코더 설정(MATRIX)
음장 모드가 CINEMA, GAME 또는 SPORTS인 경우 매트릭스 디코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디코더는 오디오 입력 
신호를 최대 7.1채널의 멀티 채널 형식으로 확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움말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MATRIX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TV AUDIO : audio signal of TV/TV의 오디오 신호

OPTICAL IN : optical digital input/광학 디지털 입력

OPTICAL OUT : optical digital output/광학 디지털 출력

TMR-L600

OPTICAL OUT

4 Watching a TV/TV 시청

1 Remove the headphones from the processor./ 
헤드폰을 프로세서에서 분리합니다. 2 Select a program using the TV’s remote control./ 

TV 리모콘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3 Set the input of the processor to “OPTICAL.”/ 
프로세서의 입력을 "OPTICAL"로 설정합니다. 4 Put on the headphones with the power on, and adjust 

the volume./ 
전원을 켠 헤드폰을 착용하고 볼륨을 조절합니다.

•	When you remove the headphones, 
the processor turns on automatically.

•	헤드폰이 분리되면 프로세서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	Select an audio output other than the 
TV speaker on the TV.

•	TV 스피커 이외의 다른 오디오 출력을 TV
에서 선택하십시오.

•	The headphones are turned on when 
you press the POWER (power) button 
for about 2 seconds.

•	POWER(전원) 버튼을 2초 정도 누르면 
헤드폰이 켜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