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사용 안내서

내용물?

DVP 3020
DVD Video Player

연결하기

빠른 사용 안내서 비디오 케이블
(노란색 플러그)

오디오 케이블
(적색&흰색 플러그)

사용 설명서

리모컨 그리고
2개의 AAA건전지

DVD 비디오 플레이어

기본 연결
A TV에 오디오/비디오 연결
❶ 제공되는 콤포지트 비디오 케이블(노란색)을 이용하여,

DVD 플레이어의 Video Out(CVBS) 소켓과 TV에 있는 Video
In 소켓(또는 A/V In, Video In, Composite 또는 Baseband로
표시)을 연결하십시오.

❷ TV로부터 DVD 플레이어의 소리를 들으려면, 제공되는
오디오 케이블(적색/흰색)을 이용하여 DVD 플레이어에
있는 {AUDIO OUT L/R} 소켓과 TV에 있는 Audio In 소켓을
연결하십시오.

❸ DVD 플레어이의 전원선을 AC 전원 콘센트에 꽂으십시오.

다른 연결방식을 보려면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V에 있는
Video In단자에 연결 TV에 있는

Audio In단자에 연결

DVD플레이어에
있는 Video Out 단자로부터

DVD플레이어에 있는
Audio Out 단자로부터



설정하기 즐기세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사용 설명서
더 많은 제품 정보는 DVD플레이어 시스템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Online)
www.philips.com/support 로 접속하십시오.

A 시청 채널 찾기
❶ DVD 플레이어 리모컨에 있는 B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❷ TV를 켜십시오.
❸ DVD 플레이어 리모컨에 있는 SETUP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❹ TV 리모컨에 있는‘0’버튼을 누르고, 아래 채널
버튼을 DVD 배경 화면이 나올때까지 누르십시오.
이것이 DVD 플레이어의 알맞은 시청 채널입니다.

어떤 TV의 경우 알맞은 시청 채널을 찾으
려면 AV 혹은 SELEC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여전히 알맞은 시청 채널을 찾지 못한 경우 연결
을 확인하거나 TV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B 언어 설정
DVD 플레이어의 리모컨을 사용하여 On-Screen
Language(OSD 언어), Audio Language(오디오 언어),
Subtitle Language(자막 언어), Menu Language(메뉴 언어)
를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SD 언어 선택하기
❶ ▶ 버튼을 눌러 {General Setup Page}를 선택하십시오.
❷ ▲▼ 버튼을 눌러 {OSD Language}를 선택한 다음

▶ 버튼을 누르십시오.

❸ ▲▼ 버튼을 눌러 언어를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십시오.

설정 메뉴의 OSD 언어는 한번 설정할 수
있으며 디스크 언어와는 무관합니다.

A 재생 시작하기
❶ 디스크를 디스크 트레이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TV화면에 디스크 메뉴가 나타날 경우:
1) ▲▼◀▶ 버튼을 눌러 DVD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선택 항목으로 이동하십시오.
2) 재생이 시작하길 원하는 선택 항목에서

PLAY/PAUSE 2K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PLAY/PAUSE 2K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❸ 재생을 멈추려면 STOP
L 버튼을 누르십시오.

❹ 언제든지 디스크 메뉴로
돌아가려면 DISC MENU
버튼을 누르십시오.

문제점 해결
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전원이 안 들어옴
· AC 전원코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전원을 켜기 위해 DVD 플레이어 전면부에 있는

STANDBY-ON 버튼을 누르십시오.

화면이 안 나옴
· TV와의 연결을 확인하고 플러그가 제 위치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리가 나오지 않거나 왜곡된 음향이 나옴
·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 오디오 연결이 정확한 입력 음원에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리모콘이 작동되지 않음
· 리모컨에 건전지가 알맞게 삽입되어 있는지 또는

헌건전지와 새건전지를 같이 사용하였는지 확인
하십시오.

· 리모컨과 DVD플레이어 간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 리모컨을 IR센서로 일직선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