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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MP3-CD 음향기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본 기기로 새로운 음악
압출기술인 MP3를 사용하여 CD 음질과 동등한 음악을 10시간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MP3
MP3는 MPEG 1 Layer-3의 줄임말로 오디오 신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압축 방식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압축 방식을 사용하면 CD급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크기를 1/10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습니다.

CD 44.1kHz
128Kbps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 받거나 CD-R에 음반 CD의 수록곡들을 추출해 내어 MP3로
압축시키는 것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MP3곡들은 본 과정을 거치
면서 음질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MP3-CD를 만드는 것이 완벽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P3-CDs MP3-CD
MP3

아래의 비교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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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MP3-CD

MW 라디오 32kbps 40:1 40hrs 음질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음

FM 라디오 64kbps 20:1 20hrs 권장하지 않음

Near-CD 96kbps 15:1 15hrs
균등한 음질의 압축률

CD-like 128kbps 10:1 10hrs

CD 256kbps 5:1 5hrs
압축률이 낮아 CD를 사용할 것을 권장함

CD 320kbps 3:1 3hrs



1 Source selector - power on/off
스위치를 누르시고 음원을 선택합니다:
CD VCD/MW/FM/TAPE.

2 VOLUME -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3 LIFT-OPEN- CD 투입구가 열립니다.
4

K- 녹음 또는 재생을 일시정지 합니다.
L/- 테이프를 정지시키고 카세트
덮개가 열립니다.
5/6- 테이프를 빨리감기/되감기를
합니다.
1- 재생을 시작합니다.
0- 녹음을 시작합니다.

5 2K- CD를 재생 또는 일시정지 합니다.
L- 재생을 정지합니다.
∞/§- 소절 혹은 트랙을 뛰어넘거나
탐색합니다.

6 REPEAT- 트랙/프로그램/전체 CD를
반복합니다.

7 TUNING- 라디오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8 iR- 리모컨의 적외선 센서입니다.
9 DBB - 생생한 저음이 강조됩니다.
0 SHUFFLE- 모든 트랙을 무순서로 재생

합니다.
! LCD Display- VCD, MP3 기능과 디스크

상태를 보여줍니다.

@ - FM라디오 수신을 향상시킵니다.
# VIDEO/AUDIO OUT- TV 혹은 VCR
VIDEO/AUDIO IN에 연결합니다.
$ AC MAINS~ - 주전원 연결 소켓
% - 건전지함을 엽니다.

리모컨.................................................1개
전원 코드...........................................1개
오디오/비디오 케이블 .....................1개

1 OSD- TV 스크린의 화면표시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2 PBC - PBC 모드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VCD 버전 2.0만 해당됨)

3

CD/VCD/MP3-CD의 경우- 트랙 번호를
선택합니다.
(번호가 2자리 수 이상인 경우 2초
이내에 눌러야 합니다.)

4 RETURN- 재생 중 이전 MENU로 돌아
갑니다. (PBC가 켜진 VCD만 해당됨)

5 RESUME- 정지 모드에서 재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6 STOPL- 재생을 정지하거나 프로그램
을 지울 수 있습니다.

7 ZOOM
VCD의 경우만 해당됨…영상을 확대

혹은 축소
시킵니다.

8 GOTO- 디스크를 선택된 시간에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CD/VCD가 작동시
와 PBC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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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K

- 재생을 일시정시 또는 시작합니다.
∞  §

MP3-CD의 경우만 해당됨…이전/다음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CD/VCD의 경우만 해당됨…앞/뒤 트랙을
탐색합니다.

ALBUM+/-
MP3-CD의 경우만 해당됨...이전/다음

앨범을 선택
합니다.

0 G/F

(CD/VCD/MP3-CD의 경우만 해당됨)
- 뒤 또는 앞을 탐색합니다.

! SHUFFLE- CD/VCD 모드에서, 무순서
재생모드를 시작하거나 멈출 때 눌러
주십시오. (VCD의 경우, 오직 PBC가
꺼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REPEAT
MP3-CD의 경우… 한 트랙 또는 전체

디스크를 반복합니다.

CD/VCD의 경우…한 디스크 트랙 또는
전체 디스크를 반복
합니다.

# A-B- 특정 장면 또는 구간을 반복 재생
합니다. (CD/VCD가 작동 중에만 해당됨)

$ R/L/ST- 채널(좌)/채널(우)/스테레오를
선택하거나 더빙언어가 지원되는 VCD
에서 언어를 선택합니다.

% SLOW- 느린 속도로 VCD를 봅니다.
(VCD가 작동 중에만 해당됨)

^ PROG
CD/VCD/MP3-CD의 경우…디스크 트랙

을 프로그램
합니다.

& VIEW- VCD의 내용을 탐색 가능토록
9개의 작은 화면이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 NTSC/PAL- 영상출력을 NTSC 또는
PAL 시스템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한국은 NTSC 사용국가입니다.)

( MIX/SEL- 혼합된 모드 디스크에서
디스크 포맷(CD/MP3-CD)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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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P3-CD/VCD AC

DC

TV CD CD
CD TV PAL NTSC

TV NTSC

건전지 수명을 절약하려면 주전원을 사용하십시오. 본체를 주전원에 연결하면 건전지의
전원공급이 중단됩니다. 건전지를 삽입하기 전 본체와 벽의 전원 소켓에서 전원코드를
분리하여 주십시오.

1. 건전지함 덮개를 열고 여섯개의 R14, UM2 혹은 C-cells형
건전지를 표시된“+”, “-”전극에 맞도록 삽입하십시오.

1. 건전지함 덮개를 열고 2개의 AAA, R03 또는 UM4형
(가급적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하십시오.) 건전지를
삽입하십시오.

2. 올바르게 건전지가 삽입되었는지 확인하신 후 건전지함
덮개를 닫으십시오.

3. 건전지가 다 닳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전지를 빼내어 주십시오.

- 건전지의 잘못된 사용은 누액의 원인이 되며 함이 녹슬어 건전지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 다른 종류의 건전지를 섞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 알카라인과 일반 건전지
- 새 건전지를 삽입할때는 동시에 교체하십시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건전지를 빼내어 주십시오.

- 기기가 주전원에 연결되면 건전지의 전원 공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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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 1.5V R14/ UM2/ C CELL

건전지 종류 재생시간
알카라인 약 9시간

일반 건전지(Zinc Cartonate) 약 45분

CD/MP3-CD TV



1. 주전원의 전압과 명판(기기 본체 하단)에 표시된
전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리점 혹은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십시오.

2. 전원코드를 AC MAINS~ 소켓과 벽면 소켓에 주전원을
연결하십시오. 
→ 이제 기기 본체는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3. 주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벽면 소켓에서 전원
플러그를 빼십시오.
→ 건전지를 바꾸거나 심한 뇌우에서 보호해야 할 때 전원코드를 뽑으십시오.

1. 본체를 켜고 음원을 선택합니다.

2. VOLUME 및 DBB로 음향을 조절하십시오.

3. 기기 작동을 끄려면, 카세트 키가 해제된 상태에서 음원
선택기를 TAPE/OFF 위치에 놓으십시오.

1. 음원선택기에 FM 또는 MW에 놓으십시오.

2. VOLUME 및 DBB로 음향을 조절하십시오.

3. TUNING 버튼을 돌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춥니다.
- FM의 경우 안테나를 끝까지 뽑으십시오. FM 수신을
좋게 하려면 안테나의 각도 또는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FM신호음이 너무 강하면 안테나의 길이를 줄이십시오.
(수신기와 가까이 접근시키십시오.)

- MW의 경우 본체 내부에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기 본체를 돌려서
라디오 청취음을 조절하십시오.

4. 라디오를 끄려면, 음원 선택기를 TAPE/OFF에
놓으십시오. (카세트 키가 해제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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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포장 재료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포장이 3가지 종류로 쉽게 분리되도록
하였습니다.: 골판지, 폴리스티렌, 플라스틱

본 기기는 모든 디지털 오디오 CD, 비디오 CD, 녹음 완료된 디지털 오디오
CD-Recordable(CDR) 디스크와 녹음 완료된 디지털 오디오 CD-Rewritable(CDRW)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MP3-CD
• ISO 9660 혹은 ISO 9660+Joliet 포맷-최대 30자
• 최대 트랙 수는 400개
• 최대 하위 디렉터리 레벨은 8단계
• 최대 앨범 수는 99개
• 최대 MP3 프로그램 트랙 수는 20개
• 각 트랙의 최대 길이는 99분 59초
• 본체는 CD/MP3-CD의 혼합된 디스크 재생 가능
• VBR 비트율 지원
• MP3 디스크용 샘플링 주파수 지원 : 8kHz에서 48kHz (44.1kHz 선호)
• MP3 디스크의 비트율 지원 : 32-320kbps(128kbps 선호)

• *.WMA, *.AAC, *.DLF, *.M3U, *.PLS, MP3 PRO와 JPEG CD와 같은 파일
• 세션이 닫히지 않은 디스크

1. 음원 선택기를 CD/VCD에 놓으십시오.
2. Lift버튼을 눌러 CD도어를 여십시오.

→“OP"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3. 디스크의 라벨이 위로 향하게 하여 넣으십시오.
4. CD도어를 닫으십시오.

→ 표시부에 디스크의 총 트랙수가 나타납니다.
→ 디스크가 없거나 CD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NO”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MP3-CD
→ 총 트랙 수“XXX"와 앨범 수“AXX"가 나타납니다.
→ TV 화면에 앨범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최대 페이지 당 10줄) 현재 선택된 음악은

밝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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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이 잘 작동하게 하려면 디스크가 완전히 읽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 MP3-CD의 경우, 디스크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20초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디스크에 수많은 트랙이 편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2K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 현재 트랙의 곡 번호 및 2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재생을 일시정지하려면 2K버튼을 누르십시오.
→ 2가 사라지면 현재 트랙번호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2K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2. 재생을 중단 시키려면 L버튼을 누르십시오.

• 표시부에 원하는 트랙이 나올 때까지 본체에 있는 ∞ 또는 § 버튼(또는 리모컨에
있는 숫자버튼 0-9)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 재생이 멈추어 있는 경우 2K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1. 본체의 ∞ 또는 § 버튼을 1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 탐색 중에는 음량이 소거됩니다.

2. 원하는 소절을 인지하면 ∞ 또는 § 버튼을 놓으십시오.
→ 보통 음량으로 다시 재생됩니다.

MP3-CD

• 리모컨에 있는 ALBUM+ 또는 ALBUM- 버튼을 원하는 앨범 번호가 표시부에 나타날
때까지 눌러 주십시오.
→“AXX”가 나타납니다.
→ TV화면에 선택한 앨범이 밝게 나타납니다.

• 본체에 있는 ∞ 또는 § 버튼(또는 리모컨의 ∞ 또는 §)을 눌러 현재 앨범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십시오.
→“XXX”가 나타납니다.
→ TV화면에 선택된 트랙이 밝게 나타납니다.

• 리모컨에 있는 숫자버튼을 이용하여 현재 앨범에 있는 트랙을 바로 선택하십시오.

1. ∞ 또는 §  버튼을 다른 트랙이 선택될 때까지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 새로 선택한 트랙이 표시부와 TV화면에 보이고 재생이 계속됩니다.

VCD
1. 리모컨에 있는 G 또는 F 버튼을 계속 눌러 빠른 탐색속도(x1, x2, x3 또는 x4)를

선택하거나
또는
본체의 ∞ 또는 § 버튼을 1초간 누른 후 버튼에서 손을 떼면 빠른 탐색속도(x1)가
선택됩니다. 이를 반복 시 다른 속도 역시 (x2, x3, x4)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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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 멈춘 상태에서 디스크의 트랙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20개까지의 트랙을
원하는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CD
1. 정지 상태에서 프로그램 설정을 하기위해 PROG(리모컨에 있는)버튼을 누르십시오.

→ PROG이 깜빡거립니다.
2. 리모컨에 있는 또는 ∞/§ 버튼을 눌러 원하는 트랙을 선택하십시오.
3. 선택한 트랙을 저장하려면 PROG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숫자“XXX"로 트랙 번호가

나타납니다.
• 다른 트랙을 저장하려면 1단계부터 3단계까지를 반복하십시오.
4. L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설정을 끝냅니다.

→ PROG가 표시부에 남아있습니다.
• 정지 상태에서 PROG(리모컨에 있는)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5. 2K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된 트랙을 재생합니다.
• 프로그램 재생 시 REPEAT 버튼을 누르면, 현재 트랙 혹은 프로그램 된 트랙이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 REPEAT/REPEAT ALL 아이콘과 PROG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6. 프로그램을 지우려면 정지 상태에서 L버튼을 누르십시오.
→ PROG가 표시부로부터 사라집니다.

- 프로그래밍은 CD함이 열리면 자동적으로 지워집니다.
- 프로그램 설정의 기능은 PLAY/PAUSE 상태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MP3-CD
1. 정지 상태에서 리모컨에 있는 PROG를 눌러 프로그램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 PROG가 깜빡거리기 시작하며“P01" 가 나타납니다.
→ TV화면에“PROG”프로그램 리스트(페이지 당 5줄)가 나타납니다.

2. 리모컨에 있는 혹은 ALBUM+/- 버튼을 눌러 원하는 앨범을 선택합니다.
3. 선택한 앨범을 저장하기 위해 PROG버튼을 누릅니다. 숫자“AXX”로 앨범 번호가

나타납니다.
4. ∞/§버튼(혹은 리모컨의 )을 계속해서 눌러 프로그램하기 위한 트랙을

선택하십시오.
5. 선택한 트랙을 저장하려면 PROG 버튼을 누르십시오.

→ PROG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다른 앨범 또는 트랙을 저장하려면 1단계에서 5단계를 반복하십시오.
6. L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설정을 끝내십시오.
• 정지 상태에서 PROG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순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XX는 프로그램 순서를 가리킵니다. AXX는 앨범의 숫자를 가리킵니다. 
XXX는 프로그램을 가리킵니다.

7.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된 트랙을
선택해 재생할 수 있습니다.

8. L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재생을 정지하거나, 눌러 프로그램을 지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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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곡을 무순서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재생 일시정지 또는 정지 상태에서 SHUFFLE 버튼을 눌러 무순서 재생 모드를
실행합니다.
→ SHUFFLE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2. 무순서 재생모드에서 빠져 나오려면 SHUFFLE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L버튼을
누르십시오.
→ SHUFFLE이 표시부에서 사라집니다.

- 무순서 재생기능을 작동시킨 후 반복 재생 기능을 작동한 경우 무순서 재생
모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 무순서 재생 기능은 프로그램 재생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현재 재생중인 트랙 또는 전체 디스크를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CD/MP3-CD 재생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 본체 또는 리모컨에 있는 REPEAT 버튼을
누르십시오.
→ REPEAT- CD  현재 재생중인 트랙을 반복재생
→ REPEAT ALL- 디스크 전체를 반복재생

2. 반복 재생 모드에서 빠져나오려면 REPEAT/REPEAT ALL이 표시부에서 사라질
때까지 REPEA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반복재생 기능은 작동되고 무순서 재생 기능을 켠 경우 반복재생 모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 반복재생 기능이 작동되고 정지 버튼을 누른 경우 반복재생 모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TV
비디오 CD를 보기 전에 본체가 TV의 PAL 또는 NTSC 시스템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멀티 시스템 TV는 제외, 한국은 NTSC 사용국가입니다.)

1. NTSC 또는 PAL TV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리모컨에 있는 NTSC/PAL 버튼을 누르십시오.

OSD - On Screen Display
VCD/CD를 넣으면 TV화면에 추가되는 메시지 (예. PLAY, STOP) 그리고 VCD/CD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 리모컨에 있는 OSD 버튼을 눌러 여러 정보를 보면서 선택하십시오.

→ 현재 트랙 그리고 트랙/디스크의 재생시간/재생잔여 시간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VIDEO CD

REPEAT 

SHUFFLE 

14

CD/VCD/MP3-CD



PBC Video CD
디스크를 넣으면 본체의 표시부와 TV화면에 PBC(재생조정)기능을 가진 VCD라고 표시
됩니다. PBC 기능은 VCD 버전 2.0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1. TV를 켜고 PBC기능이 있는 VCD를 넣으십시오.

2. TV화면에 메뉴가 나타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리모컨에 있는 PBC 버튼을 눌러
메뉴를 띄우십시오.

1. 리모컨에 있는 를 눌러 선택하십시오.
VCD가 재생을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순서가 선택됩니다.

2. 이전 메뉴로 가려면 리모컨에 있는 RETURN 버튼을 누르십시오.
- 만약 메뉴가 한 페이지 이상 구성되어 있으면, ∞/§ 버튼을 눌러 다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PBC
• PBC 버튼을 누르십시오.

→ TV 화면에“PBC OFF”가 짧게 나타납니다.

- 메뉴 구조는 VCD에 저장된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디스크와 같이 공급되는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Pause
1. 재생 중 2K버튼을 눌러 TV화면을 멈춥니다.

→ 음향이 들리지 않습니다.
→ TV화면에“PAUSE”가 나타납니다.

2. 계속 재생하려면 2K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Goto
1. 리모컨에 있는 GOTO 버튼을 누르십시오.

→ TV 화면에“GOTO --:--”가 나타납니다.
2. 리모컨의 를 눌러 디스크가 재생하길 원하는 디스크 시간을

입력하십시오.

- 입력된 디스크 시간은 전체 디스크 시간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 PBC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Goto 모드는 있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Slow
1. VCD를 저속으로 보려면 리모컨에 있는 SLOW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속 모드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음향은 들리지 않습니다.
→ TV화면에“SLOW 1/2", “SLOW 1/4", “SLOW 1/8" 또는“SLOW 1/16"이 나타납니다.

2. 정상속도로 돌아가려면 TV 화면에“PLAY”가 나타날 때까지 SLOW 버튼을 누르거나
2K버튼을 누르십시오.

A-B
본 기능은 오디오 CD(MP3-CD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고 디스크의 특정화면 또는
소절을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VIDEO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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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한 화면 또는 소절의 시작 포인트를 표시하기 위해 재생 중 리모컨에 있는
A-B 버튼을 누르십시오.
→“REPEAT A”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2. 선택한 화면 또는 소절의 마지막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 A-B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REPEAT AB”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선택한 화면 혹은 소절이 반복적으로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3. 정상적인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A-B 버튼을 한 번 더 누르십시오.
→“REPEAT AB”가 표시부에서 사라집니다.

- ∞  또는 § 버튼을 눌러 A-B 반복 재생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A-B 반복재생의 구간 설정은 한 트랙에서 다른 트랙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VCD 2.0 경우 A-B 반복재생 구간은 같은 트랙에서만 가능합니다.

Resume
• 정지모드에서 정지시킨 부분부터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리모컨의 RESUME

버튼을 누르십시오.

- 디스크를 바꾸거나 디스크 트레이를 열거나 또는 전원공급을 차단시킨 경우
Resume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View
이 기능은 VCD를 빠른 시간 내에 탐색할 수 있습니다. 
1. 디스크 검색모드로 가려면 정지모드에서 리모컨에 있는 VIEW 버튼을 누르십시오.

→ TV화면에 9개까지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메뉴가 한 페이지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  또는 § 버튼을 눌러 이전/다음 페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 각 트랙의 처음 몇 초를 재생합니다.
검색모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를 눌러 원하는 트랙을 재생
하거나 2K버튼을 눌러 현재 선택된 트랙을 재생합니다.

2. 재생 중 트랙 탐색기능으로 들어가려면 리모컨에 있는 VIEW 버튼을 누르십시오.
→ ∞  또는 § 버튼을 눌러 트랙을 선택하십시오.
→ TV화면에 트랙내의 9개까지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 각 화면의 첫 몇 초를 재생합니다.
검색모드에서 빠져나가려면 를 눌러 트랙내의 원하는 장면부터
재생하거나 2K버튼을 눌러 현재 선택된 장면부터 재생합니다.

- 디스크가 AVCD 디스크이며 검색된 같은 페이지에 비디오 트랙이 없는 경우
트랙을 재생하기 위한 다이렉트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turn
• 이전의 VCD 디스크 MENU로 돌아가려면 리모컨에 있는 RETURN 버튼을 누르십시오.

오직 PBC가 켜져 있는 비디오 CD에서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R/L/ST
다양한 오디오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모드를 선택하려면 리모컨에 있는 R/L/ST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LCD의 은 두 개의 언어 VCD인 경우 채널(좌)/채널(우)/듀얼 채널을
나타내거나 한 개의 언어 VCD인 경우 모노(좌)/모노(우)/스테레오를 나타냅니다.

VIDEO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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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혼합모드 디스크의 재생이 가능합니다.
- 오디오 CD와 MP3-CD의 혼합
- 다른 종류의 파일들이 혼합된 경우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먼저 초기화된 오디오 CD 트랙이 나타납니다.
→ 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TV 화면에“MIX, CD-DA”가 나타납니다.

2. 다른 디스크 모드를 선택하려면 MIX/SEL
(리모컨에 있는)버튼을 누르십시오.

• MP3-CD:
→ MP3가 나타납니다.
→ TV화면에 MP3 메뉴가 나타납니다.

- 보호 장치된 디스크의 경우 디스크가 다른 포맷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TV화면에는“MIX CD-DA”가 나타납니다. MIX/SEL의 보통 기능은 보호 장치된
디스크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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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원 선택기를 TAPE/OFF에 놓으십시오.
2. L/  버튼을 눌러 카세트 문을 여십시오.
3. 재생할 테이프를 넣으십시오.
4. 1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5. VOLUME 버튼과 DBB 버튼으로 음향을 조절하십시오.
6. 일시정지 하려면 K버튼을 누르십시오.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K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7. G 혹은 F 버튼을 눌러 빨리감기 또는 되감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8. 재생을 멈추려면 L/  버튼을 누르십시오.

→ 테이프의 가장 끝부분에 다다르면 자동으로 버튼은 해제됩니다.
9. 기기를 끄려면 음원선택 스위치를 TAPE/OFF 위치에 (모든 카세트 버튼이 해제된

상태에서) 놓으십시오.

- 재생 중, 테이프의 끝부분에서 버튼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고 기기는 꺼집니다.
(PAUSE 모드의 K버튼이 작동되어 있지 않으면)

- 빨기감기/되감기를 하는 동안 버튼은 테이프의 끝부분에서 해제됩니다. 
기기를 끄려면 카세트 버튼이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녹음은 1/3 부분의 저작권 혹은 다른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본 제품은 CHROME (IEC Ⅱ) 또는 METAL (IEC Ⅳ) 타입의
테이프는 녹음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녹음 카세트는 탭이
떨어지지 않은 NORMAL 타입의 카세트 (IEC Ⅰ)를 사용해
주십시오.

• 사용하기 전에 펜으로 테이프를 확인하고 팽팽하게
하여 데크 메카니즘에 엉키는 것을 방지해 주십시오.

• 녹음 레벨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테이프의 처음 7초간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 녹음의 뜻하지 않은 삭제를 방지하기 위해 카세트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왼쪽의 탭을
제거하십시오. 이 부분의 녹음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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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원 선택기를 FM 또는 MW에 놓으십시오.
2. TUNING버튼을 돌려 원하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3. L/  버튼을 눌러 카세트 문을 여십시오.
4. 공 테이프를 넣으십시오.
5. M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6. 일시정지하려면 K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시 녹음을

시작하려면 K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7. 녹음을 멈추려면 L/  버튼을 누르십시오.

1. 음원 선택기를 CD·VCD에 놓으십시오.
2. CD를 넣고 원할 경우 트랙 번호를 프로그램 하십시오.
3. L/  버튼을 눌러 카세트 문을 여십시오.
4. 공 테이프를 넣으십시오.
5. M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 CD 프로그램 재생이 프로그램의 처음부분에서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6. 일시정지하려면 K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시 녹음을 시작하려면 K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7. 녹음을 멈추려면 L/버튼을 누르십시오.

1. 한 소절을 선택하려면 기기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2. K버튼을 눌러 원하는 부분에서 일시정지 하십시오.
→ M버튼을 누르면 그 부분부터 녹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3. 녹음을 시작하기 위해 2K버튼을 누르십시오.

테이프 데크의 좋은 녹음과 재생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에 표시된 A, B 그리고 C부분을 작동 약 50시간이후
혹은 1달에 한 번씩 닦아주십시오. 알코올 또는 헤드 세제액
을 면봉에 묻혀 닦으십시오.
• L/버튼을 눌러 카세트 문을 여십시오.
• 1버튼을 눌러 고무 압축롤러C를 청소하십시오.
• K버튼을 누른 다음 헤드A와 캡스턴B를 청소하십시오.
• 청소 후 L/버튼을 누르십시오.

헤드 클리닝 테이프를 재생시켜 헤드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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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이 기울지 않도록 바닥면이 평평하고 견고한 곳에
설치하십시오.

• CD함에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CD도어를 항상 닫아
주십시오. 청소하려면 부드럽고 마른 헝겊으로 함의
먼지를 닦아 주십시오.

• 기기의 부속품에는 자동으로 미끄러워지는 베어링이
있으므로 별도로 기름이나 윤활유를 바르지 마십시오.

• 기기를 청소할 때는 부드럽고 물기 있는 세무가죽을 사용
하십시오. 알코올, 암모니아, 벤젠, 혹은 연마제등을 이용
하여 닦지 마십시오. 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건전지 혹은 디스크를 습기, 비, 모래 혹은
과도한 열(기기의 열 혹은 직사광선으로 인한)에 노출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디스크 트레이를 닫아두어
렌즈에 먼지가 생기는 것을 피하십시오.

• 꽃병 같은 액체가 채워진 물건을 기기 위에 두지 마십시오.

• 기계를 물방울 혹은 흙탕물에 노출되지 않게 하십시오.

• 제품은 동작 중 발생되는 열이 방출되므로 제품과 벽면 사이에 최소 15cm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 신문, 테이블 보, 커튼등과 같은 물질들이 환기 구멍을 덮어 환기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켜놓은 촛불과 같은 불길 요소에 노출되거나 기계위에
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 CD 플레이어의 렌즈를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 갑작스런 온도의 변화, 즉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기기를 옮기면 렌즈에 습기가 생겨 CD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렌즈를 닦지 말고 습기가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곳에 놓아 주십시오.

• 디지털 오디오 CD만 재생 가능합니다.

• CD를 케이스에서 꺼낼 때 CD 케이스와 가운데 플라스틱
부분을 누르면서 CD를 들어 올리십시오. 항상 CD 가장
자리를 잡고, 듣지 않는 CD는 긁힘과 먼지를 피하기
위해 꼭 CD 케이스에 넣어주십시오.

• CD를 닦으려면 그림과 같이 CD의 중앙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부드럽고 보풀 없는
천으로 닦으십시오. CD 세척제를 사용하면 CD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 CD에 글씨를 쓰거나 스티커를 붙이지 마십시오.

CD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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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이상이 생기면 서비스센터에 문의하시기 전에 아래의 간단한 해결책을 읽어
주십시오. 아래의 해결책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CD/VCD
“NO DISC”가 나타남 -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 디스크의 윗부분이 아래로 향하여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렌즈의 습기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디스크를 닦아주거나 교체하십시오. 
“유지관리”편 참조
- 읽을 수 있는 디스크 또는 올바르게 녹음된

MP3-CD를 사용하십시오.
TV화면에 영상이 안 나옴 - 시스템과 TV를 연결하십시오.
TV에 색상이 없음 - PAL 혹은 NTSC 설정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한국은 NTSC 사용국가입니다.)

수신 상태가 나쁨 - 신호가 너무 약하면 좀 더 나은 수신이
되도록 안테나를 조절하십시오.

- 리시버와 TV 또는 VCR과 거리를 멀리하여
주십시오.

녹음 또는 재생이 안 됨 - 데크 부분을 닦아주십시오. 
“유지관리”편 참조
- NORMAL (IEC Ⅰ) 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
- 녹음 탭이 없는 경우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버튼을 눌렀을 때 시스템이 - 음원 선택기를 TAPE/OFF로 놓은 후 30초
무반응/기기가 무작동/LCD에 전원코드를 뺏다가 다시 연결한 다음
화면이 뜨지 않음 기기를 켜주십시오.

음향이 들리지 않거나 음질이 좋지 않음 -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 MP3-CD가 32-320 kbps (128kbps 선호) 
사이의 비트율과 샘플링 주파수 8-48 kHz
(44.1kHz 선호) 사이로 녹음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리모컨이 작동이 안 됨 - 리모컨과 시스템 사이의 거리를 좁혀
주십시오.

- 건전지를 극성에 맞게 넣어주십시오.
- 건전지를 바꾸어 주십시오.
- 시스템의 IR 센서로 리모컨을 향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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