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VD VIDEO PLAYER

필립스 제품을 좀더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한
빠른 정보를 얻기위해 먼저 사용설명서를 읽어주십시오.
사용설명서를 읽었는데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온라인 www. philips.com/support로 접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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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포장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포장은 3가지 종류로 쉽게 분리 되도록
하였습니다. 골판지(상자), 폴리스티렌
(완충제), 폴리에틸렌 (비닐팩, 보호 포장지).

본 DVD 플레이어는 재활용 전문회사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포장재, 폐건전
지 및 노후된 제품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본 제품은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레이저로
인하여 눈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본 제품의 커버를 열거나 수리하는 것은
지정된 서비스 요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중요사항: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CD-Audio 복사방지
장치 또는 보강된 CD-Audio 복사방지 장치가
최근에 사용되기 때문에 필립스의 본 DVD
플레이어는 이와 같은 새로운 디스크와 모두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CD-Audio의
재생이 어려울 시에는 CD-Audio 디스크 판매처에
연락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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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6

본 제품은 Macrovision사 및 기타 권리소유자
들이 보유하는 미국의 특정특허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복제방지 기술
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복제 방지기술을 사용할 경우 Macrovision
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Macrovision사의
허가가 없는 한 가정 및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방 및 분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Dolby Laboratories라이센스에 의해 제작
되었습니다. “Dolby(돌비)”, 더블-D 표시는
Dolby Laboratories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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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디스크 제작사에 의해 공급되는
디스크 포맷의 불일치 때문에 DVD 시스템
의 재생능력 향상 및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DVD 기술이 발전되면서
이런 업그레이드가 일반화되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www.philips.com/support

Windows Media and the Windows logo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Dolby Laboratories, "Dolby"
and the double-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Sheena
Dolby Laboratories 라이센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Dolby (돌비)”, 더블-D 표시는Dolby Laboratories 의 등록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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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은 사전통보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사
또는 관련 소유권자의 재산입니다.

본체를 물방울이 튀기거나 떨어지는 곳에
놓아서는 안되며 꽃병같이 물이 채워진
물체를 본 제품위에 놓지 마십시오.

사용자 보관용:

DVD VIDEO 플레이어의 뒷부분에 있는 정
보를 숙지하시고 제품 시리얼 번호를 아래
에 적어 두시면 향후 본 정보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번호. DVP 3020
시리얼번호. _______

LASER
Type Semiconductor laser

GaAlAs
Wave length 650 nm(DVD)

780 nm(VCD/CD)
Output Power 7 mW(DVD)

10 mW(VCD/CD)
Beam divergence 60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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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포지트 비디오
케이블 (노란색)

오디오 케이블
(흰색, 적색)

리모컨 그리고
두개의 AAA 건전지

디스크를 닦으려면 부드럽고 깨끗한 천으로
디스크의 중앙에서 가장자리 방향으로
닦으십시오.

벤젠, 희석제, 시판용의 클리너 혹은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같은 용매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DVD의 광학 물질(레이저)로 보통의 DVD나
CD 플레이어보다 높은 에너지로 작동하므로,
DVD 혹은 CD 플레이어 전용 클리닝 CD는
광학 물질(레이저)에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클리닝 CD는 사용을 삼가하여 주십시오.

- 평평하고 딱딱하고 안정된 지표에 놓아
두십시오. 카페트 위에 놓지 마십시오.
- 열이 나는 다른 기구위에 놓지 마십시오.
(예. 수신기 혹은 전기 증폭기 등)
- 아래에 어떤 것도 놓지 마십시오. 
(예. CD, 잡지 등)
- AC 콘센트와 AC 전원코드가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십시오.

- 내부의 열이 오르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 장치가 있는 위치에 기기를
두십시오.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후면부
와 기기의 위로부터 적어도 10cm (4.5") 정도,
왼쪽 오른쪽으로부터 5cm (2.3")의 여유를
두십시오.

- 기기는 물방울 혹은 흙탕물의 얼룩에
노출되면 안됩니다.
-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기기를 두면
안됩니다. (예, 액체로 채워진 물체, 불을
붙인 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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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TV

DVD TV

❶ 콤포지트 비디오 케이블(노란색)로 DVD
플레이어의 CVBS (VIDEO)단자와 TV의 비디오
입력단자 (또는 A/V In, Video In, Composite 또는
Baseband 로 표시됨)를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됨)

❷ TV를 통해 DVD 플레이어의 음향을 들으려면,
오디오 케이블(흰색, 적색)로 DVD 플레이어
의 AUDIO OUT (L/R)단자와 TV에 상응하는
AUDIO IN단자를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됨)

Y Pb Pr

TV

❶ 콤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적색/청색/녹색)로
DVD 시스템의 Y Pb Pr 단자와 TV에 있는
콤포넌트 비디오 입력단자(또는 Y Pb Pr로
표시됨)를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 안 됨)

❷ TV를 통해 DVD 플레이어의 음향을 들으려면,
오디오 케이블(흰색/적색)로 DVD 플레이어의
AUDIO OUT (L/R)단자와 TV에 상응하는
AUDIO IN단자를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됨)

❸ 프로그레시브 스캔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15페이지에 있습니다.

(Y Pb Pr)(CV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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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75ohm
RF In

TV DVD RF
RF

❶ 콤포지트 비디오 케이블(노란색)로 DVD
플레이어의 CVBS 단자와 RF 변조기에 있는
비디오 입력단자를 연결하십시오.

❷ RF 동축 단자(제공 안 됨)로 RF 변조기와
TV의 RF 단자를 연결하십시오.

AC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연결하거나 바꾸지
마십시오.

디스크가 읽히지 않을 때, DVD
STANDBY ON

NO DISC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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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스테레오 시스템이 Dolby Pro Logic 또는
좌/우 오디오 입력단자를 지원하는 경우
TV의 사양에 따라 비디오 연결중 하나(CVBS
VIDEO IN 또는 COMPONENT VIDEO IN)를
선택하십시오.

❷ 오디오 케이블(흰색/적색)로 DVD 플레이어의
AUDIO OUT (L/R) 단자와 스테레오 시스템
에 상응하는 AUDIO IN 단자를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됨)

AV

❶ TV의 사양에 따라 비디오 연결중 하나 (CVBS
VIDEO IN 또는 COMPONENT VIDEO IN)를
선택하십시오.

❷ DVD 플레이어의 COAXIAL 단자를 리시버의
상응하는 디지털 오디오 입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케이블이 제공 안 됨)

❸ DVD 플레이어의 디지털 출력을 리시버의
사양에 따라 PCM-ONLY 또는 ALL에 설정
하십시오. 
(26페이지의“디지털 출력 설정”편 참조)

도움말:
-  디지털 출력의 오디오 형식이 리시버의
가능 출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리시버에서
강하고 왜곡된 음향이 나오거나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PCM, Dolby Digital
MPEG 2 

Dolby Pro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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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BY-ON B
- 플레이어를 작동시키거나
대기모드로 전환

OPEN/CLOSE / ( / )
- 디스크 트래이가 열리거나/닫힘

Display ( )
- DVD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L STOP ( )
- 재생을 정지함

BK PLAY/PAUSE ( )
-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시킴

IR Sensor
- 리모컨을 본 센서방향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AC Power Cord)
- 주 전원선에 연결

YPbPr 
- TV의 YPbPr 입력단자에 연결

CVBS (VIDEO Out)
- TV의 CVBS Video입력단자에 연결

- 앰프, 리시버 또는 스테레오 시스템의
AUDIO(음성)입력단자에 연결

COAXIAL 
- 디지털 오디오 기기의 COAXIAL

AUDIO 입력단자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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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MENU ( )
- 디스크 내용 메뉴로
들어가거나 빠져나옴

- 재생조절 모드를 켜거나 끔
(VCD 버젼 2.0에만 해당됨)

RETURN/TITLE ( )
- 이전 메뉴로 돌아감
/타이틀 메뉴를 보여줌

SUBTITLE ( )
- DVD 자막언어를 선택

ZOOM( )
- TV화면에 영상을 확대시

REPEAT ( )
- 반복 모드를 선택

REPEAT A-B ( )
- 디스크의 한 특정구간을

반복 재생

PREV ( ¡)
- 이전 챕터/트랙/챕터를 선택

NEXT ( ™)
- 다음 챕터/트랙/챕터를 선택

STOP ( L)
- 재생을 정지함

PLAY/PAUSE (BK)
-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MUTE( ¬)
- 음이 소거되거나 다시 나오게 함

CB

- 좌, 우 그리고 앞/뒤로 탐색

VW

- 위 또는 아래로 그리고
천천히 앞/뒤로 탐색

OK
- 등록 혹은 선택 사항을 확인

B ( )
- DVD 플레이어를 대기모드로
전환 또는 켬

DISPLAY ( )
- 재생중 TV 화면에 정보를
보여줌

SETUP ( )
- 시스템 설정 메뉴로 들어
가거나 빠져나옴

AUDIO ( )
- 오디오 언어(DVD/VCD) 
시스템 메뉴로 들어감

Alphanumeric Keypad 0-9
( )
- 메뉴에서 숫자화된 조항 선택

OPEN CLOSE 
STOP



❶ 건전지함을 여십시오.

❷ 건전지함 내부에 표시된(+ -)의 극성이
맞도록 R03 또는 AAA 타입 건전지 두개를
삽입하십시오.

❸ 건전지함 덮개를 닫으십시오.

❶ 리모컨을 전면부의 적외선
(IR)센서로 곧바로 향하게
하십시오.

❷ DVD 플레이어를 작동하는
동안 리모컨과 DVD 플레
이어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TV

TV

❶ TV를 켜고 정확한 비디오 입력 채널에
맞추십시오. TV에 DVD 배경화면이 보입니다.

❷ 대체적으로 이러한 채널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채널사이에 있으며 FRONT, A/V IN
또는 VIDEO로 불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또는, TV의 채널 1로 이동하십시오. 
그리고 채널 다운버튼을 비디오 입력채널이
보일 때까지 반복하여 눌러 주십시오.
➞ 또는, TV 리모컨에 여러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나 스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만일 RF 변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채널3 또는 4로 설정하십시오.

❸ 만일 외부장치(오디오 시스템 또는 리시버)
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외부장치의 전원을
켜고 DVD 출력에 대한 적절할 입력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외부장치
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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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레시브 스캔은 비월주사를 이용
하는 일반 TV 시스템보다 2배의 프레임수
를 보여줍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2배나 되는 라인수로 고화질 그리고
고해상도를 제공합니다.

1) TV가 프로그레시브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므로 프로그레시브 스캔
TV 가 필요합니다.

2) Y Pb Pr로 DVD플레이어와 TV를 연결
하십시오. (9 페이지 참조)

❶ TV를 켜십시오.

❷ TV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를 끄거나
비월주사 모드로 켜십시오. 
(TV 사용 설명서 참조)

❸ 리모컨에 있는 POWER (B) 버튼을
눌러 DVD 플레이어를 켜십시오.

❹ 정확한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14페이지 참조)
➞ DVD 배경화면이 TV에 나타납니다.

❺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❻ B 버튼을 눌러｛VIDEO SETUP PAGE｝
비디오 설정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❼｛PROGRESSIVE｝를｛ON｝으로 선택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 TV에 설명 메뉴가 나타납니다.

❽ 1  버튼을 눌러 메뉴에서 를 선택
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TV
TV

❾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를 켜십시오.
(TV 사용 설명서 참조)
➞ TV에 아래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❿ 1  버튼을 눌러 메뉴에서 를 선택
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으며 고화질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복귀될때까지 15초간 기다리
십시오.

또는

❶ DVD 플레이어에 있는 OPEN CLOSE /  

버튼을 눌러 디스크 트래이를 여십시오.

❷ 리모컨에 있는 을 몇 초 동안
누르십시오.
➞ DVD 배경화면이 TV화면에 나타납니다.

참조:
- 본 DVD시스템과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
일부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와 고화질 TV가
있으며, 이런경우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 DVD
VIDEO 디스크를 재생할때 부자연스러운 영상
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 DVD플레이어와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 모두를 꺼 주십시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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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DVD 플레이어는 NTSC 그리고 PAL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플레이어
로 DVD 디스크를 재생하려면 디스크, 
컬러 시스템, TV 그리고 DVD 플레이어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❶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B 버튼을 눌러｛VIDEO SETUP PAGE｝
비디오 설정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오.

❸ VW 버튼을 눌러｛TV TYPE｝을 선택한
다음, B 버튼을 누르십시오.

❹ VW 버튼을 눌러 아래 선택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PAL - 연결된 TV가 PAL 시스템이면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NTSC 디스크의 비디오 신호를 바꾸어
PAL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NTSC - TV가 NTSC 시스템이면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PAL 디스크 (VCD에만
해당됨)의 비디오 신호를 바꾸어 NTSC
형식으로 출력합니다.

Multi - TV가 NTSC 그리고 PAL (multi-
system) 두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하면
이것을 선택하십시오. 출력형식이 디스크
의 비디오 신호에 맞추어집니다.

❺ 한 항목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르십시오.
➞ TV에 나타나는 설명을 따라하여
선택(있다면)을 확인하십시오.

TV
TV TV

TV

TV
● 자동복구를 위해 15초간 기다려 주십시오.

또는

❶ DVD플레이어에 있는 OPEN CLOSE/  

버튼을 눌러 트레이를 여십시오.

❷ 리모콘에 있는 을 수 초간
누르십시오.
➞ DVD 배경화면이 TV에 나타납니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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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또는 지역에 따라 언어 옵션은 다릅
니다. 이는 사용 설명서에 표기된 예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의 OSD언어는 여러가지
디스크 언어에 상관없이 설정한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❶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B 버튼을 눌러｛GENERAL SETUP PAGE｝를
선택하십시오.

❸ VW 버튼을 눌러｛OSD LANGUAGE｝를
선택한 다음, B 버튼을 누르십시오.

❹ VW 버튼을 눌러 언어를 선택한 다음,
OK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호하는 오디오로부터의 언어 또는 사운드
트랙, 자막 그리고 디스크 메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언어가 디스
크에 없는 경우, 디스크의 초기 설정
언어가 대신 사용됩니다.

❶ STOP 버튼을 두번 누른 다음, SETUP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❷ ▶버튼을 눌러｛PREFERENCE PAGE｝를
선택하십시오.

❸ VW버튼을 눌러 아래의 선택항목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버튼을 누르십시오.
- ‘Audio’(디스크의 사운드 트랙)
- ‘Subtitle’(디스크의 자막)
- ‘Disc Menu’(디스크의 메뉴)

❹ VW버튼을 눌러 언어를 선택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OTHERS
리모콘에 있는 으로
4자리 언어 코드‘XXXX’(5 페이지의
“언어코드”를 참조하십시오.)를 입력한
다음, OK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❺ 다른 것을 설정하려면 ❸-❹단계를
반복하십시오.

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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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DVD VIDEO CD

DVD

-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DVDs)
- 비디오 CDs (VCDs)
- 슈퍼 비디오 CDs (SVCDs)
-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Recordable
〔Rewritable〕(DVD+R〔W〕)
- 콤팩트 디스크(CDs) 
- CD-R(W)디스크에 저장 된 MP3

/Windows MediaTM Audio 디스크, 그림
(Kodak, JPEG)파일
- JPEG/ISO 9660 형식
- 최대 30자까지 표시
- 지원되는 샘플링 주파수:
32kHz, 44.1kHz, 48kHz (MPEG-1)
16kHz, 22.05kHz, 24kHz (MPEG-2)

- 지원되는 비트레이트:
32~256 kbps (MPEG-1), 8~160 kbps
(MPEG-2) 변동 비트레이트

본 DVD 플레이어에서 Region Management
System(지역관리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디스크 포장지 위에 있는
지역코드를 확인하십시오. 그 코드번호가
플레이어의 지역 번호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아래표 참조), 플레이어가 디스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디스크의 타입 또는 녹화 상태 때문에
모든 CD-R/RW 또는 DVD-R/RW를 재생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어떤 디스크를 재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 다른
디스크로 재생해 보십시오. 적합하지 않게
포맷된 디스크는 본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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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그리고
캐나다 지역

영국 그리고
유럽지역

아시아, 태평양,
대만, 한국

호주, 뉴질랜드
라틴 아메리카

러시아 그리고
인도지역

중국, Calcos, Walls 
그리고 Futuna 섬

여기에 언급된 자동 기능들이 일부 디스크에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디스크와 같이 제공되는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❶ DVD 플레이어와 TV (그리고 선택한
스테레오 또는 AV 리시버)의 전원을 연결
하십시오.

❷ TV의 전원을 켜시고 정확한 비디오 입력
채널로 설정하십시오. 
(14페이지“TV "편을 참조)

❸ DVD 플레이어를 켜기 위해 STANDBY-
ON 버튼을 누르십시오.
➞ TV에 DVD 배경화면이 보입니다.

❹ DVD 플레이어의 OPEN / CLOSEO 버튼
을 누르십시오.

● 리모콘에 있는 STOPL버튼을 누른 상태
에서 트레이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❺ 라벨을 위로 향하게하여 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를 넣은 다음, OPEN/CLOSE O
버튼을 누르십시오.
➞ 양면 디스크인 경우, 재생하고자 하는
면이 위쪽을 향하게 하십시오.

❻ 재생이 자동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재생이 시작되지 않으면,
PLAY/PAUSE 2K버튼을 누르십시오).
➞ 디스크 메뉴가 TV에 보일 경우, 
21페이지의“ "편을
참조하십시오.
➞ 만일 디스크가 시청제한으로 잠겨져
있을 경우,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31 페이지 참조)

● 더 많은 재생기능을 보려면 19-24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설명되는 모든
작동은 리모컨 사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❶ 재생중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면
정지화면이 나옵니다. 
➞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❷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PLAY/PAUSE
2K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 PREV ¡  / NEXT ™ 버튼을 눌러 이전
또는 다음 트랙/챕터로 갈수 있습니다.

● STOP 모드에서 DISPLAY 버튼을 누르면
타이틀/챕터/트랙/각도에 관한 디스크
정보 문자 라인이 나타납니다. 

● 을 눌러 사용 가능한
타이틀/챕터/트랙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선택한 타이틀/챕터/트랙으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 STOPL 버튼을 누르십시오.

참조:
- 5분동안 디스크 재생이 멈추거나/일시
정지되면 스크린 세이버(화면 절전)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디스크 재생이 멈춘 후 15분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플레이어는
자동으로 절전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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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재생 기능은 디스크 타입에 따라 변경
됩니다.

❶ 디스크가 재생되는 동안, REPEAT 버튼을
계속 눌러 반복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DVD
- Chapter (현재 챕터 재생)
- Title (현재 타이틀 재생) 
- All (디스크 전체)
- Off (취소)

CD CD
- All (디스크 전체)
- Off (취소)

MP3
- Repeat One (현재 파일 재생)
- Repeat Folder (선택된 폴더 안의 전 파일)
- Folder (선택된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한번 재생)

- Shuffle (현재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무순서 재생)

- Single (현재 파일을 한번 재생)

JPEG
정지상태에서
- Repeat One (현재 파일 재생)
- Repeat Folder (선택된 폴더 안의 전 파일)
- Folder (선택된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한번 재생)

- Shuffle (현재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무순서 재생)

- Single (현재 파일을 한번 재생)

재생시에
- Repeat One (현재 파일 재생)
- Repeat All (디스크안의 전 파일)
- Repeat Off (최소)
- Shuffle (현재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무순서 재생)

- Single (현재 파일을 한번 재생)

❷ 이전 메뉴로 돌아가려면 STOPL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❶ 디스크가 재생 중에, REPEAT A-B 버튼을
눌러 시작할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❷ REPEAT A-B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끝낼
부분을 선택하십시오.
➞ 오직 같은 챕터/트랙 내에서 A와 B부분이
설정됩니다.
➞ 선택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 될 것입니다.

❸ 구간 반복에서 나가라면, REPEAT A-B 버튼
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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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CD/SVCD)

디스크에 따라, 디스크를 넣으면 TV화면
에 메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 리모컨에 있는 CBVW 또는
를 누른 다음 OK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리모컨에 있는 DISC MENU 버튼을
누르십시오.

본 기능으로 TV화면의 영상을 확대
시키거나 확대된 영상안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❶ 재생하는 동안에 ZOOM 버튼을 계속
눌러 다른 화면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BVW 버튼으로 확대된 영상안에서
이동하십시오.
➞ 재생이 계속됩니다.

❷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려면 ZOOM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디스크가 꺼내졌거나 전원이 꺼진 상태
에서도 이전 5개 디스크의 재생이 가능
합니다.

● 이전 5개 디스크중 하나를 넣으십시오.
➞“LORD”가 나타납니다.

●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면 디스크
의 이전 마지막 위치부터 재생을 합니다.

● 정지모드에서 STOPL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십시오.

❶ 재생중에 V버튼을 눌러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십시오. 1/2, 1/4, 1/8 또는 1/16
(｛DVD/SVCD/VCD 앞에)
➞ 음향이 들리지 않습니다.

❷ 정상 속도로 돌아가려면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십시오.

❶ 원하시는 속도로 재생하는 동안에 1  2

버튼을 누르십시오:2X, 4X, 8X, 16X 또는
32X (앞 또는 뒤로감기)
➞ 음향이 들리거나(DVD/VCD) 들리지
않습니다.(CD)

❷ 정상 속도로 재생하려면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십시오.

(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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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능은 재생동안 디스크의 정보를 TV
화면에 나타냅니다.

❶ 재생중 DISPLAY 버튼을 누르십시오.
➞ 사용 가능한 디스크 정보의 리스트가
TV화면에 나타납니다.

❷ CB버튼을 사용하여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❸ 리모컨의 숫자버튼을 이용해서 시간 편집
상자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시간, 분, 초
를 입력하십시오.
➞ 재생이 선택된 시간 혹은 선택된
타이틀/챕터/트랙으로 변경됩니다.

DVD
➞ {Title CT:TT Chapter XX/TC}:디스크 안의
전체 사용가능한 타이틀과 챕터를 표시
하고 챕터를 보기위해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Title CT:TT Time X:XX:XX}:디스크 안의
전체 사용가능한 타이틀을 표시하고 타이
틀의 시간, 분, 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 {Chapter CC:TC Time X:XX:XX}:디스크
안의 전체 사용가능한 챕터를 표시하고
타이틀의 시간, 분, 초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Angle 1/2}: 디스크 안의 전체 사용가능
한 각도를 표시하고 유효한 숫자를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하며 선택한 각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VCD, VCD

➞ {Disc Go To XX:XX}:디스크 안의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Track Go To XX:XX}:현재 트랙안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Select Track XX:TT}:어떤 트랙을 선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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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❶ DISC MENU 버튼을 누르십시오.
➞ TV 화면에 디스크 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341 2버튼 또는 을 눌러
재생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DVD
● AUDIO 버튼을 눌러 다른 오디오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VCD
● AUDIO 버튼을 눌러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채널(MONO LEFT, MONO RIGHT, MIX-
MONO, STEREO)을 선택하십시오.

● 다른 자막 언어를 선택하려면 SUBTITLE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VCD & SVCD

(PBC) VCD

● DISC MENU 버튼을 눌러‘PBC ON’그리고
‘PBC OFF’사이를 오고 갈 수 있습니다.
➞‘PBC ON’을 선택하면 디스크 메뉴
(사용 가능한 경우)가 TV에 나타납니다.
➞ PREV ¡  / NEXT ™ 버튼 혹은 숫자버튼
(0-9)을 이용하여 재생 옵션을 선택합니다.

● 재생 중 RETURN/TITLE 버튼을 누르면
메뉴화면(PBC가 켜져 있는 경우)으로 돌아
갑니다.

● 리모컨에 있는 DISC MENU 버튼을 눌러
PBC를 끄십시오.

(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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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WMA/JPEG (Kodak)
Picture CD

TV를 켠 다음 알맞은 비디오 입력 채널에
맞추십시오. 
(14페이지의“TV 설정하기”편 참조)

● 그림 디스크(Kodak Picture CD, JPEG)를
넣으십시오.
➞ Kodak 디스크의 경우, 슬라이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 JPEG 디스크의 경우, 사진 메뉴가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가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❶ MP3/WMA/JPEG Picture CD 디스크를 넣으
십시오.
➞ 디스크 메뉴가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❷ 34버튼을 눌러 폴더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폴더를 여십시오.

❸ 34버튼을 누르거나 숫자버튼(0-9)을
이용하여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❹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 폴더의 시작부분에서 끝부분까지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 중에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현재 폴더에서 PREV ¡  / NEXT ™ 버튼을
눌러 이전/다음, 트랙/파일을 선택하십시오.

● PLAY/PAUSE 2K 버튼을 계속 눌러
재생을 일시정지/재생할 수 있습니다.

● REPEAT 버튼을 계속 눌러 다른‘재생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 REPEAT ONE:JPEG 이미지가 화면 위에
유지되고 MP3 파일이 반복적으로 재생
됩니다.
➞ REPEAT FOLDER:선택한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이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 FOLDER:선택한 폴더 안에서 모든
파일이 재생됩니다.
➞ SHUFFLE:선택한 폴더 안에서 무순서로
재생됩니다.
➞ SINGLE:선택한 파일을 한 번 재생한 후
메뉴로 돌아갑니다.

● 재생 중, CB버튼을 눌러 빨리감기 또는
뒤로감기를 시작합니다.

● 일반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PLAY/PAUSE 2K버튼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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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플레이어 설정은 TV를 통해 수행
되며, DVD 플레이어가 귀하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❶ DISC 모드에서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CB버튼을 눌러‘General Setup'을 선택
하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화면 스크린의 밝기 차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❶‘GENERAL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DISPLAY DIM}을 선택한 다음, 2버튼
을 누르십시오.
100% - 최대로 밝게 하려면 본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70% - 중간정도 밝게 하려면 본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40% - 표시부를 약간 어둡게 하려면
본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❷ 34버튼을 눌러 설정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본 메뉴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DVD 플레이어가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 있습니다.

❶‘GENERAL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SLEEP}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누르십시오.

15 Mins
DVD 플레이어가 15분후에 꺼짐

30 Mins
DVD 플레이어가 30분후에 꺼짐

45 Mins
DVD 플레이어가 45분후에 꺼짐

60 Mins 
DVD 플레이어가 60분후에 꺼짐

OFF
취침 예약 기능이 꺼짐

❷ 34버튼을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OSD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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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디스크 모드에서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CB버튼을 눌러‘Audio Setup'을 선택하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DVD 플레이어의 스테레오 아날로그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❶‘AUDI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DOWNMIX}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누르
십시오.

Stereo
음이 2개의 전면 스피커로만 출력될 때
선택하십시오.

LT/RT
DVD 플레이어가 Dolby Pro-Logic 디코더에
연결된 경우 선택하십시오.

❷ 34버튼을 눌러 설정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디지털 오디오 설정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Digital Output' 그리고‘LPCM Output'입니다.

❶‘AUDI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DIGITAL AUDIO}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34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❸ 2버튼을 눌러 서브메뉴로 들어가십시오.

❹ 34버튼을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기기 연결에 따라 디지털 출력을 설정
하십시오.
➞ SPDIF Off:디지털 출력을 끔.
➞ All:DIGITAL AUDIO OUT을 멀티채널
디코더/리시버에 연결한 경우
➞ PCM Only:리시버가 멀티채널 오디오를
디코딩 할 수 없는 경우

도움말:
- DIGITAL OUTPUT이‘All'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MUTE를 제외한 모든 오디오 설정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LPCM Output
DVD 플레이어를 디지털 단자, 예를 들면
동축단자 또는 광단자 등을 통해 PCM 호환
리시버에 연결한 경우, ‘LPCM Output’을 조절
해야 합니다. 디스크는 특정 샘플링 비율로
녹음됩니다. 샘플링 비율이 높을수록 음질이
더 좋아집니다.
➞ 48kHz : 48kHz의 샘플링 비율로 녹음된
디스크 재생
➞ 96kHz : 96kHz의 샘플링 비율로 녹음된
디스크 재생

Downmix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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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디스크 모드에서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CB버튼을 눌러‘Video Setup'을 선택하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본 메뉴에서 연결된 TV에 맞는 컬러 시스템
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연결된 TV에 맞춰 DVD 플레이어의 화면
비율을 설정하십시오. 선택한 포맷이 디스크
에서 사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TV 화면 설정이 재생 중 화면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❶‘VIDE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TV DISPLAY}를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❷ 34버튼을 눌러 아래의 선택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4:3 PAN SCAN - 
일반 TV를 갖고 계신
경우, 화면의 좌/우측
일부가 잘린 화면이
됩니다.

4:3 LETTER BOX - 일반
TV를 갖고 계신 경우, TV의
위와 아래 부분에 검은
테두리가 생깁니다.

16:9 - 와이드 스크린
TV를 갖고 계신 경우
선택하십시오.

❸ 항목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TV

TV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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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쳐진 선택사양은 공장초기 설정치입니다. 이전메뉴로 돌아가려면
◀번 버튼을 누르십시오. 메뉴를 없애려면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에서 깜빡거림이
적은 고화질의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DVD 시스템을 Y Pb Pr 단자를
통해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에 연결한 경우에
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그
러진 영상이 TV에 나타납니다. 올바른 프로
그레시브 스캔 설정 방법은 15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❶‘VIDE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PROGRESSIVE}를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OFF
프로그레시브의 실행을 중단합니다.

ON
프로그레시브를 실행합니다.

❷ 34버튼을 눌러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 선택을 확인하려면 TV에 나타나는 지시를
따라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 일그러진 영상이 TV 화면에 나타나면, 
자동 복귀될 때까지 15초간 기다리십시오.

선명도를 맞추어 화면 색상을 개인화 할 수
있습니다.

❶‘VIDE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SHARPNESS}를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누르
십시오.

HIGH
화면을 더 선명하게 하려면 본 설정을 선택
하십시오.

MEDIUM
표준 화면으로 맞추려면 본 설정을 선택
하십시오.

LOW
화면을 더 부드럽게 하려면 본 설정을 선택
하십시오.

❷ 34버튼을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수치를 올려서 화면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합니다.

❶‘VIDEO SETUP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BRIGHTNESS}, {CONTRAST}, {COLOR}를 선택
한 다음 2버튼을 누르십시오.
➞ 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CB버튼을 눌러 가장 선호하는 설정으로
맞추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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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9버튼을 두 번 눌러 재생을 멈춘 다음(필요
한 경우), SETUP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CB버튼을 눌러‘Preference Page'를 선택하
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본 메뉴로 DVD에 녹화되어 있는 오디오, 
자막 그리고 디스크 메뉴의 여러 언어중 하나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17페이
지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DVD는 디스크 전체 또는 디스크의
일부 장면에 시청제한 등급설정이 되어 있습
니다. 본 기능으로 재생 제한등급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1부터 8까지이며 국가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서 적합하지
않은 일부 디스크의 재생을 막거나 또는 일부
디스크는 대체 장면으로 재생되게 할 수 있습
니다.

❶‘PREFERENCE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PARENTAL}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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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34버튼을 눌러 삽입된 디스크의 등급을
선택한 다음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 시청제한을 풀고 모든 디스크가 재생되게
하려면 {8 ADULT}를 선택하십시오.

❸ 6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면
을 이용하십시오. (31페이지의“비밀번호

바꾸기”편 참조)
➞ 선택한 등급보다 높은 DVD는 6자리 비밀
번호를 입력시키기 전까지는 재생되지 않습
니다.

도움말:
- VCD, SVCD, CD는 등급표시가 없으므로
이런 디스크에 등급설정 기능은 효과가 없습
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불법 DVD 디스크에도
적용됩니다.
- 영화등급이 디스크 커버에 적혀 있더라도
일부 DVD는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급 기능은 그런 디스크의 재생을 막지
못합니다.

1 KID SAFE
- 어린이:아동과 모든 나이의 시청자에게
추천합니다.

2 G
- 일반 관객:수용 가능한 모든 나이의 시청자
에게 추천합니다.

3 PG
- 부모동반 할 것을 제안합니다.

4 PG13
- 13세 아래의 어린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5-6 PG-R
- 부모동반-제한적:부모가 17세 이하의 어린
이를 제한하거나 부모 혹은 어른 보호자 지도
아래 허락합니다.

7 NC17
- 17세 이하의 어린이는 되지 않습니다:17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8 ADULT
- 성인: 선정적인 장면, 폭력 또는 언어
때문에 어른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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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비밀번호가 시청제한과 디스크 잠금
에 사용됩니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초기 비밀
번호는 136900입니다.

❶‘PREFERENCE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PASSWORD}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눌러
{CHANGE}를 선택합니다.

❷ 으로 예전의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처음으로 입력하는 경우, ‘136900’을 입력
하십시오.
➞ 예전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136900’을 입력하십시오.

❸ 새로운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❹ 새로운 6자리 비밀번호를 확인창에 다시 입력
하십시오.
➞ 이제 이 새로운 6자리 비밀번호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❺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DEFAULT 기능설정으로 등급설정 그리고
디스크 잠금을 위한 비밀번호를 제외한 모든
선택사양과 개인 설정치를 공장 출하 당시의
설정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❶‘PREFERENCE PAGE’에서, 34버튼을 눌러
{DEFAULT}을 선택한 다음 2버튼을 눌러
{RESET}을 선택하십시오.

❷ OK 버튼을 눌러 확인하십시오.
➞ 모든 설정이 이제 공장 초기값으로
재설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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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 전원선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 DVD 시스템의 전원을 켜기위해 시스템 전면의
STANDBY ON (대기모드 켜짐)버튼을 누르십시오.

- 정확한 비디오 입력채널을 선택하기 위하여
TV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VD 화면이 보일때
까지 TV 채널을 변경하십시오.

- TV가 켜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은 작동되었지만 연결
된 TV가 프로그레시브 신호를 지원하지 못하
거나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로그레시브 스캔 설정을 하려면 15페
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아래와 같이 프로그레시
브 스캔 기능을 해제시키십시오.

1)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를 끄거나 또는
비월주사 모드를 켜주십시오.

2)OPEN/CLOSE 버튼을 눌러 디스크 트래이를
여십시오.

3)리모콘에 있는 숫자버튼“1”을 수초동안
눌러주십시오.

- 가끔 재생되는 디스크에 따라 약간의 화면
왜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DVD 플레이어를 TV에 곧바로 연결하십시오.
- 디스크가 DVD/플레이어와 호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DVD 플레이어의 TV 타입이 디스크 그리고
TV와 일치하도록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음량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 스피커 연결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 디지털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 리시버가 MPEG-2를 디코드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디코드 하지못할 경우, 디지털 출력
이 PCM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 선택한 오디오 언어의 오디오 포맷이 리시버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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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CDs/DVDs

- DVD+R/CD-R 은 반드시 세션종료(finalised) 
되어야 합니다.

- 디스크 라벨이 위로 향해야 합니다.
- 다른 디스크로 시험하여 본 디스크가 불량인지
확인하십시오.

- 지역코드가 틀립니다.

- 디스크에 지문/긁힌자국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
부드러운 천으로 중앙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닦아주십시오.

- 플레이어를 끈 다음, 다시 켜서 기기를 재설정
하십시오

- 리모컨을 플레이어의 전면부에 있는 센서에
곧바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 플레이어와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 리모컨의 건전지를 교체하십시오.
- 표시된대로 극성(+/- 표시)에 맞추어
건전지를 다시 끼우십시오.

- 플레이어를 완전히 재설정하기위해 AC 전원부
에서 AC 코드를 약 5-10초간 빼내어 주십시오.

- 작동이 디스크에 의해 허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DVD 플레이어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크리닝 CD/ DVD로 렌즈를 닦아주십시오.

- System Menu를 선택하기 전에 STOP 버튼을
두번 누르십시오.

- 디스크에 따라 일부 메뉴항목이 선택될 수
없습니다.



TV (PAL/50Hz)  (NTSC/60Hz)
라인수 625 525
재생 Multistandard (PAL/NTSC)

비디오 DAC 12 bit, 108 mHz
YPbPr 0.7 Vpp-75 ohm
비디오 출력 1 Vpp-75 ohm

디지털 압축 MPEG 2 for DVD, SVCD
MPEG 1 for VCD

DVD 50Hz 60Hz
수평 해상도 720 pixels 720 pixels
수직 해상도 576 lines 480 lines

VCD 50Hz 60Hz
수평 해상도 352 pixels 352 pixels
수직 해상도 288 lines 240 lines

디지털 MPEG/AC-3/ compressed 
Digital

PCM 16, 20, 24 bit
fs, 44.1, 48, 
96kHz

MP3(ISO 9660) 96, 112, 128, 256
kbps & variable
bit rate fs, 32, 
44.1,48 kHz

Analog Sound Stereo
Dolby Surround compatible downmix from Dobly
Digital multi-channel sound.

DA Converter 24 bit, 192kHz
DVD fs 96 kHz 4Hz-44kHz

fs 48 kHz 4Hz-22kHz
SVCD fs 48 kHz 4Hz-22kHz

fs 44.1 kHz 4Hz-20kHz
CD/VCD fs 44.1 kHz 4Hz-20kHz
Signal-Noise(1kHz) 〉 90dB
dynamic range(1kHz) 〉 80dB
Crosstalk(1kHz) 〉 70dB
Distortion/noise(1kHz) 〉 65dB
MPEG MP3 MPEG 오디오 L3

YPbPr 출력 신치 3X

비디오 출력 신치(노란색)
오디오 출력(L+R)신치(흰색/적색)
디지털 출력 1 coaxial(동축)

IEC60958 for CDDA/LPCM
IEC61937 for MPEG 1/2
돌비 디지털

부피(w×h×d) 360×37×235 mm
무게 약 2.0 kg

전원 〈 110-240V  50/60Hz
소비전력 〈 10W
대기 소비전력 〈 0.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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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화 되어있지 않은 음향입니다. 
디지털 음향은 특정한 숫자치를 갖고 있는 반면에
아날로그 음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단자는
좌 그리고 우의 두 채널을 통해 음향을 내 보냅니다.

화면의 수평과 수직의 비율. 일반 TV의 수평
과 수직 비율은 4:3이며 와이드 스크린의 비율은 16:9
입니다.

DVD 시스템의 후면에 있는 단자로
다른 시스템(TV, 스테레오, 기타등등)으로 음향을
내보냅니다.

특정 분량의 음악을 담는데 사용된
데이타의 양; 초당 kbps로 측정되거나 또는 녹음
속도. 일반적으로 비트 전송률이 높아질수록 녹음
속도가 빨라지며 음질이 좋아집니다. 비트 전송률이
높아질수록 디스크에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합니다.

타이틀 보다 작은 단위로서 DVD의 영상 또는
음악단위. 한개의 타이틀은 여러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챕터는 원하는 챕터로 갈 수 있도록
챕터번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DVD 시스템의 후면부에
있는 단자로 고화질 비디오를 콤포넌트 비디오 입력
단자(R/G/B, Y/Pb/Pr, 기타)가 있는 TV로 내보냅니다.

DVD에 녹화되어 있는 영상, 음향, 자막,
멀티각도... 기타등등을 선택하기 위해 마련된 화면
표시부입니다.

숫치로 변환된 음향입니다. 디지털 오디오
출력 콕시얼 또는 광단자를 이용하였을때 디지털 음향
이 가능합니다. 이 단자는 아날로그에서의 오직 두 채널
대신에 멀티 채널을 통해 오디오를 전송할수 있습니다.

돌비사에 의해 개발된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으로 음성의 5.1 분리채널(전면 좌/우, 서라운드
좌/우, 중앙, 그리고 서브우퍼)이 가능하게 합니다.

JPEG: 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에 의하여
제안된 정지화면 데이타 압축 시스템이며, 고압축율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MP3 음향 데이타 압축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파일형식
입니다. “MP3는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1 또는
MPEG-1)Audio Layer 3의 약어입니다. MP3 형식을 사용
하면 CD-R 또는 CD-RW한장에 표준 CD가 담을 수 있는
데이타량의 약 10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DVD는 각각의 사운드 트랙이 하나의 음장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멀티채널은 셋 또는 그 이상
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운드 트랙의 구조를 말합니다.

DVD의 한가지 기능으로써 각 국가의 제한등
급이나 또는 사용자의 연령에 따라 디스크의 재생을
제한합니다. 제한등급은 디스크에 따라 다릅니다; 
디스크를 작동할 때 만약 소프트웨어의 등급이 사용자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PCM(Pulse Code Modul ation) 변환시 이용되는
데이타 압축없이 아날로그 음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PBC(Playback control) 재생을 조절하기 위해
비디오 CD 또는 SVCD에는 녹화되어 있는 신호를 말함.
PBC가 가능한 비디오 CD 또는 SVCD에 녹화되어 있는
메뉴화면을 이용하여 탐색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쌍방향 타입 소프트웨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의 모든 수평라인을 한개의
신호화면 같이 한번에 나타냅니다. 본 시스템은 DVD로
부터 비월주사된 비디오를 프로그레시브 표시부에 연결
하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포맷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
은 수직 해상도를 놀라우리 만치 높여줍니다.

디스크가 미리 지정된 지역에서만 재생되도
록 허락되는 시스템입니다. 본 기기는 적합한 지역코드
를 갖고있는 디스크만을 재생합니다. 제품 라벨을 보면
기기의 지역코드를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디스크는 한 지역 이상(또는 모든지역에서)에서
적합합니다.

Surround 청취자 주위에 멀티 스피커를
배열하여 실제와 같은 입체음향 효과를 내는 시스템

영상 소프트웨어 경우 DVD상의 영상이나
음악의 가장 긴 단위나 음향 소프트웨어 경우 전체
앨범. 각각의 타이틀은 원하는 타이틀을 찾을 수
있도록 타이틀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TV로 보내는 DVD 시스템의
후면부에 있는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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