檾洢喞͑処儣廒海汊͑氊空͑牢昦汊͑埪穯城埪͟
洢禎汊͑姷嵣穞処͑滆毖汊͑愡求柳柢欪͟

ΨΨΨ͟ΡΙΚΝΚΡΤ͟ΔΠΞ͠ΨΖΝΔΠΞΖ

AZ385

덽ꓭ넩
넽냱겢鱽頁"
뻹ꍲ걙꾅
ꓭ넍뼍겢겑꿙

ͧ͑Ή͑ͦ͢͟·͑ͥ͢͠Ά;ͣ͠ʹ͑晆

FM
檾洢喞͑処儣廒海汊͑氊空͑牢昦汊͑埪穯城埪͟
洢禎汊͑姷嵣穞処͑滆毖汊͑愡求柳柢欪͟

ΨΨΨ͟ΡΙΚΝΚΡΤ͟ΔΠΞ͠ΨΖΝΔΠΞΖ

AZ385

덽ꓭ넩
넽냱겢鱽頁"
뻹ꍲ걙꾅
ꓭ넍뼍겢겑꿙

儊岻͑斲殯͑昪律昢

AC~MAINS

儊岻͑斲殯͑昪律昢
決͑沫獞垚͑Ͳʹ͑洊毖͑嬖垚͑愶瘶庲嵢͑洊毖決͑击匏夯城埪͟

재생 제어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재생 중에 트랙을 빨리 감기 또는 빨리 되감기할 때 누르고, 다시
재생하려면 버튼을 놓습니다.

/

이전 또는 다음 MP3/WMA 앨범으로 건너뜁니다.

/

재생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CD

USB

재생을 중지합니다.
MODE

[
]: 현재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
]: 모든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
] (MP3/WMA용): 현재 앨범을 반복 재생합니다.
[
]: 트랙을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반복 또는 무작위 재생 아이콘이
사라질 때까지 MODE를 여러 번 누릅니다.

VOLUME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랙 프로그래밍
최대 20개의 트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1

을 눌러 재생을 중지합니다.

2 PROG 를 눌러 프로그래밍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PROG](프로그램)가 깜빡이기 시작합니다.

MODE
PROG

3 MP3/WMA 트랙인 경우
4

/

/

뗭隕ͫ͑Ά΄ͳ͑櫶沫͑理決挚汊͑斲殯穞滆͑橐垚͑
冉決͑涑枻城埪͑͟Ά΄ͳ͑櫶沫͑理決挚͑斲殯͑
柢͑Ά΄ͳ͑洆沫͑沫獞儆͑汾柣夞滆͑橐汊͑朞͑
沎枻城埪͟

을 눌러 앨범을 선택합니다.

을 눌러 트랙 번호를 선택한 다음 PROG을 눌러 확인합니다.

5 3-4단계를 반복하여 추가 트랙을 프로그래밍합니다.
6

All registered and unregistered trademarks ar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owners.
© 2013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All rights reserved.

을 눌러 프로그램된 트랙을 재생합니다.
• 프로그램을 지우려면 을 두 번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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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립스가 드리는 지원 혜택을받으실 수
있도록 www.philips.com/welcome에서 제품을 등록하십시오.

1
•
•
•
•

OFF
FM/USB/CD

•
•
•
•

•

•
•
•
•

Always there to help you
Register your product and get support at

www.philips.com/welcome

Audio-in

AZ385

Question?
Contact
Philips

주의 사항
이 지침을 읽으십시오.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
공기 배출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라디에이터, 난방기, 가스 레인지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타 장비(증폭기 포함)
등의 화기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전원 코드(특히 플러그, 콘센트 및 장비 연결 부위)를 밟거나 누르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낙뢰 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비의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수리는 자격이 부여된 전문 기술자에게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장치에 액체를 쏟았거나 다른 물체를 떨어뜨린 경우, 장치가
빗물 또는 물기에 닿은 경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장치를
떨어뜨린 경우 등 장비가 손상된 경우에는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배터리 사용 주의 사항 – 배터리 누액에 의한 부상, 기물 손상 또는 장치 손상을
방지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
모든 배터리를 장치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 및 -에 맞게 설치하십시오.
•
오래된 배터리와 새 배터리, 카본 배터리와 알카라인 배터리 등과 같이
배터리를 섞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치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를 빼 두십시오.
배터리(설치된 배터리 팩 또는 배터리)는 햇빛, 불 등의 과도한 열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장치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튀게 하지 마십시오.
장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물건(예: 액체가 채워진 물건, 촛불 등)을 장비
위에 올려 두지 마십시오.
MAINS 플러그나 기기용 커플러를 차단 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단 장치를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경고

User Manual

• 장비의 외관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 다른 전자 제품 위에 장비를 놓지 마십시오.
• 장비 내부의 레이저 빔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주의

洊熺͑斲殯͑昪律昢庂͑埪殺嵢姢穞崪彺͑
ΨΨΨ͟ΡΙΚΝΚΡΤ͟ΔΠΞ͠ΤΦΡΡΠΣΥ庂͑愯怾穞柳柢欪͟

상표

Windows Media 및 Windows 로고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미국을 비롯한 기타
국가에서 미등록/등록 상표입니다.
참고

• 명판은 장치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3

제품 정보
참고

• 제품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전원 공급 장치
- AC 전원
- 배터리

200V~, 60Hz
9V, 6 X 1.5V R14/UM2/C

작동 전력 소비량

15W

대기 전력 소비량

< 0.5W

규격 - 본체(W x H x D)

261 X 123 X 245mm

중량 - 본체

1.1kg

디스크

• 여기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제어, 조정 및 절차를 수행하면 유해 전자파에 노출되거나
장치가 기타 불안전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2

주의

Philips Consumer Lifestyle이 명백하게 승인하지 않은 제품 변경이나 조작 시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전체 고조파 왜곡

<1%

주파수 응답

63 -14000Hz, -3dB

신호 대 소음비

>57dBA

튜너

오래된 제품 및 배터리의 폐기

튜닝 범위

FM: 87.5 - 108MHz

전체 고조파 왜곡

<3%

이 제품은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한 고품질의 자재 및 구성품으로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제품을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 전자 및 전기 제품과 배터리에
대한 현지 수거 규정에 따르십시오. 본 제품을 올바르게 폐기하면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개별 배출에 대한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를 올바르게 폐기하면
환경 및 인류의 건강을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재활용 센터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recycle.philips.com을 참조하십시오.

신호 대 소음비

>50dBA

환경 정보
불필요한 모든 포장을 생략했습니다. 포장은 제품을 판지(상자), 종이 펄프(완충제)
및 폴리에틸렌(봉투, 보호용 폼 시트)의 세 가지 소재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지정 업체에서 분해할 경우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 재료, 방전 배터리 및 오래된 장비의 폐기와 관련한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준수 사항

앰프
정격 출력 전력

2 x 1 W RMS

주파수 응답

63 -14000Hz, -3dB

신호 대 소음비

>57dBA

전체 고조파 왜곡

<1%

오디오 입력

650mV RMS

스피커
스피커 임피던스

8ohm

이 제품에는 다음 레이블이 있습니다.
DBB

ON

OFF
클래스 II 장비 기호

이 기호는 제품에 이중 절연 시스템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AZ385_61_Short User Manual_V1.0.indd 2

2013/4/24 11:1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