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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모든 포장을 생략했습니다. 
포장은 판지(상자)와 폴리에틸렌(봉
투, 보호용 폼 시트)으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DVD 플레이어는 지정 업체에서 분해
할 경우 재활용 및 재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 재료, 
방전 배터리 및 오래된 장비의 폐기와 
관련한 지역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이 장치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시력
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공인받은 서
비스 제공자만이 커버를 열거나 이 장
치의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

표는 Koninklijke Philips Electronics N.V. 

또는 각 소유주의 자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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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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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및 안전 정보
경고!
본 기기의 부품은 사용자가 수리할 수 
없습니다.  수리는 반드시 전문 기술자
에게 의뢰하십시오.

설정 주의사항

알맞은 위치 찾기
– 본 기기를 평평하고 단단하며 안정

된 표면 위에 놓습니다. 카페트 위
에 놓지 마십시오.

– 본 기기 위에 다른 장치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 발열이 있는 장치(예: 리시버 또는 
앰프) 위에 본 기기를 올려놓지 마
십시오.

– 본 기기 아래에 물건을 넣지 마십시
오(예: CD, 잡지).

– AC 전원 플러그에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AC 콘센트 근처에 설치하십
시오.

통풍 공간
– 내부 발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히 통풍이 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과열을 막기 위해 위아래에서 최소 
10cm(4”), 좌우에서 최소 5cm 공
간을 띄우십시오.

10cm (4.0") 10cm (4.0")

5cm (2.0")

5cm (2.0")

고온, 수분, 물, 먼지를 피하십시오
– 본 기기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튀게 

하지 마십시오.

– 본 기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물
건을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예: 액
체가 들어있는 물체, 불이 붙은 양
초).

디스크 청소

플레이어 내부의 디스크가 더러우면 
문제가 발생합니다(화면 정지, 소리 끊
김, 화면 왜곡).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디스크를 청소하
십시오.

디스크를 청소하려면 미세 섬유 청소
용 천을 사용하여 디스크의 가운데에
서 가장자리까지 일직선으로 닦으십시
오.

주의!
벤젠, 시너, 시판 클리너 또는 아날로
그 디스크 용의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와 같은 용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DVD 플레이어의 광학 부품(레이저)은 
일반 DVD 또는 CD 플레이어보다 높
은 전원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DVD 또
는 CD 플레이어용의 청소용 CD를 사
용하면 광학 부품(레이저)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용 
CD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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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보

제공되는 액세서리

ALL 4

지역

   

미국 및 캐나다 지역

영국 및 유럽 지역

아시아태평양, 대
만, 한국

호주, 뉴질랜드, 라
틴 아메리카

러시아 및 인도 지역

중국, 칼코스 군도, 

왈라스 퓨투나 군도

ALL

ALL

5

6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

ALL 1

ALL

ALL

2

3

리모콘 및 
AAA 배터리 
2개

지역 코드

본 DVD 플레이어는 지역 관리 시스템
을 지원합니다. 디스크 포장의 지역 코
드 번호를 확인하십시오. 이 번호가 플
레이어의 지역 번호와 일치하지 않으
면(아래 표 참조), 플레이어에서 디스
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디스크 종류 또는 녹화 상태에 따라 
CD-R/RW 또는 DVD-R/RW를 재생하
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특정 디스크가 재생되지 않을 경우 
다른 디스크를 넣어보십시오. 제대로 
포맷되지 않은 디스크는 이 DVD 플레
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컴포짓 비디오 
케이블(노란
색) 및 오디오 
케이블(흰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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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프로그레시브 스캔 비디오 화질을 
얻으려면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에서 
YPbPr을 사용해야 합니다.

Using Co
컴포넌트 비디오 잭(YPbPr) 사용

A 컴포넌트 비디오 케이블(빨간색/파란
색/녹색)을 사용하여 DVD 플레이어의 
YPbPr 잭을 TV의 컴포넌트 비디오 
입력 잭(또는 YPbPr로 표기)에 연결합
니다(케이블 별매).

B DVD 플레이어의 사운드를 TV로 들으
려면 오디오 케이블(흰색/빨간색)을 
사용하여 DVD 플레이어의 전면(L/R) 
오디오 출력 잭을 TV의 해당 오디오 
입력 잭에 연결합니다(케이블 포함).

C TV가 프로그레시브 신호 입력을 지원
할 경우 ‘시작하기 - 3단계: 프로그레
시브 스캔 기능 설정’에서 프로그레시
브 기능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아보십시오.

연결

TV 연결

중요!
– TV의 기능에 따라 다음 옵션 중 한 
가지로만 연결하면 됩니다.
– DVD 플레이어를 직접 TV에 연결
합니다.

컴포짓 비디오 잭(CVBS) 사용

A 컴포짓 비디오 케이블(노란색)을 사용
하여 DVD 플레이어의 TV 출력
(CVBS) 잭을 TV의 비디오 입력 잭(또
는 A/V In, Video In, Composite 또는 
Baseband라고 표기)에 연결합니다(케
이블 포함).

B DVD 플레이어의 사운드를 TV로 들으
려면 오디오 케이블(흰색/빨간색)을 
사용하여 DVD 플레이어의 전면(L/R) 
오디오 출력 잭을 TV의 해당 오디오 
입력 잭에 연결합니다(케이블 포함).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AUDIO
IN

V (Pr/Cr)

U (Pb/Cb)

Y

S-VIDEO
IN

VIDEO IN

COMPONENT
VIDEO IN

AUDIO
OUT

V (Pr/Cr)

U (Pb/Cb)

Y

S-VIDEO
IN

VIDEO IN

COMPONENT
VIDEO IN

2 1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AUDIO
IN

V (Pr/Cr)

U (Pb/Cb)

Y

S-VIDEO
IN

VIDEO IN

COMPONENT
VIDEO IN

AUDIO
OUT

V (Pr/Cr)

U (Pb/Cb)

Y

S-VIDEO
IN

VIDEO IN

COMPONENT
VIDEO IN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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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계속)

전원 코드 연결

연결이 제대로 되었으면 AC 전원 코
드를 전원 콘센트에 꽂습니다.
전원을 켠 상태에서 연결을 하거나 변
경하지 마십시오.

디스크가 로드되지 않으면 DVD 플레
이어 전면 패널의 
‘STANDBY-ON’을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 패널에 “– – –”가 표
시됩니다.

도움말
– 공급 전원은 주 기기의 뒤쪽이나 아
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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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 시스템 연결멀티 채널 리시버 연결

리시버에 Dolby Digital 디코더 
내장

A TV에서 지원하는 옵션에 따라 컴포짓 
비디오 입력이나 컴포넌트 비디오 입
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전면 및 후면 스피커의 오디오 출력 
L/R 잭을 리시버의 해당 입력 잭에 연
결합니다(케이블 별매).

C 중앙 스피커와 서브우퍼의 오디오 출
력을 리시버의 해당 입력에 연결합니
다(케이블 별매).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MULTICHANNEL AUDIO IN

FRONTREARCENTER

FRONTREARSUBW.

추가 연결

스테레오 시스템에 좌우 오디오 입
력 잭 내장

A TV에서 지원하는 옵션에 따라 컴포짓 
비디오 입력이나 컴포넌트 비디오 입
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오디오 케이블(흰색/빨간색)을 사용하
여 DVD 플레이어의 전면(L/R) 오디오 
출력 잭을 스테레오 시스템의 해당 오
디오 입력 잭에 연결합니다(케이블 포
함).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AUDIO
IN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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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버에 PCM, Dolby 
Digital 또는 MPEG 디코더

스테레오 시스템에 좌우 오디오 입
력 잭 내장

 

A TV에서 지원하는 옵션에 따라 컴포짓 
비디오 입력이나 컴포넌트 비디오 입
력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B DVD 플레이어의 동축 잭을 리시버의 
해당 디지털 오디오 입력 잭에 연결합
니다(케이블 별매).

C 리시버의 기능에 따라 DVD 플레이어
의 디지털 출력을 PCM-Only 또는 
ALL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
디오 설정 메뉴 사용 - 디지털 오디오 
설정 - 디지털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 디지털 출력의 오디오 형식이 리시
버 기능에 맞지 않을 경우 크고 왜곡된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게 됩니
다.

디지털 AV 리시버 연결

추가 연결 (계속)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AUDIO
IN

DIGITAL

AV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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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전면 및 후면 패널

DIGITAL
OUT TV OUT

COAXIAL
AUDIO OUT COMPONENT VIDEO OUT

FRONT R

FRONT L

REAR R

REAR L

SUBWOOFER

CENTER

콘센트 ~(AC 전원 코드)
– 표준 AC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멀티 채널 오디오 출력 
– 중앙 스피커, 서브우퍼, 전면/후면 

스피커 멀티 채널 연결

동축(디지털 오디오 출력) 
– 디지털 오디오 장치의 동축 오디오 

입력에 연결합니다.

YPbPr(컴포넌트 비디오 출력)
– TV의 YPbPr 입력에 연결합니다.

CVBS(TV 출력)
– TV의 CVBS 비디오 입력에 연결합

니다.

MIC LEVEL

LEVEL �

STANDBY-ON 2
– 플레이어를 켜거나 대기 모드로 전

환합니다

디스크 트레이

OPEN/CLOSE ç
– 디스크 트레이를 열거나 닫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  DVD 플레이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STOP 
– 재생을 중지합니다

PLAY/PAUSE u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 중지합니다.

IR 센서
–리모콘을 이 센서로 향하게 하십시오

마이크
– 마이크 연결

수준
– 마이크 볼륨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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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계속)

리모콘

DISC MENU
– 디스크 메뉴를 시작하거나 종

료합니다
– 재생 컨트롤 모드를 시작하거

나 종료합니다(VCD 2.0 전
용).

OK
– 입력 또는 선택 사항을 확인합

니다.

RETURN/TITLE
– 이전 메뉴로 돌아가거나/타이

틀 메뉴를 표시합니다.

 PREV í
– 이전 타이틀/챕터/트랙으

로 건너뜁니다.

STOP 
– 재생을 중지합니다.

PLAY/PAUSE u
–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 중지

합니다.

SUBTITLE
– 자막 언어 시스템 메뉴를 시작

합니다.

ZOOM
– TV 화면을 확대합니다.

VOCAL
– 오디오 채널 또는 가라오케 방

식을 선택합니다.

KARAOKE
– 반복해서 누르면 가라오케 메

뉴가 시작됩니다.

2
– DVD 플레이어를 대기 모드

로 전환하거나 켭니다.

DISPLAY
– 재생 중에 TV 화면에 정보

를 표시합니다.

 
– 좌우로 움직이는 커서 버튼

으로 빠른 순방향/역방향 검
색을 수행합니다.

 
– 위아래로 움직이는 커서 버

튼으로 느린 순방향/역방향 
검색을 수행합니다.

SETUP
– 시스템 설정 메뉴를 시작하

거나 종료합니다.

NEXT ë
– 다음 타이틀/챕터/트랙으

로 건너뜁니다.

MUTE
– 사운드 출력을 비활성화하

거나 활성화합니다.

숫자 키패드
– 메뉴에서 숫자로 된 항목을 

선택합니다.

AUDIO
– 오디오 언어(DVD/VCD) 

또는 오디오 채널을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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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배터리 삽입

A 배터리함을 엽니다.

B R03 또는 AAA 배터리 2개를 배터리
함의 +- 표시에 맞추어 삽입합니다.

C 뚜껑을 닫습니다.

주의!
– 배터리가 닳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를 빼십시오.
– 새 배터리를 헌 배터리를 함께 사용
하거나 종류가 다른 배터리를 함께 사
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에는 화학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올바로 폐기해야 합니다.

Using the re

리모콘으로 시스템 조작

SETUPTITLE
RETURN

MENU
DISC

DISPLAY

NEXTPREV

A 리모콘을 전면 패널의 리모콘용 센서
(IR)로 향하게 하십시오.

B DVD 플레이어를 조작할 때에는 리모
콘과 DVD 플레이어 사이에 아무 것도 
두지 마십시오.

2단계: 채널 찾기

A DVD 플레이어의 STANDBY-ON 
2 를 눌러 전원을 켭니다.

B TV를 켜고 올바른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설정합니다. 파란색 DVD 배경 화면이 
표시되면 정상입니다.

 이 채널은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채널과 가장 높은 채널 사이에 있
으며 전면, A/V 입력, 비디오 등으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TV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또는 TV의 채널 1로 이동하여 비디
오 입력 채널이 나올 때까지 채널 
다운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또는 다른 비디오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이 TV 리모콘에 있을 수도 있
습니다.

C 외부 기기(오디오 시스템 또는 리시
버)를 사용할 경우 전원을 켜고 DVD 
플레이어 출력에 맞는 입력 소스를 선
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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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계속)

3단계: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
능 설정

(프로그레시브 스캔 TV 전용)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인터레이스 스
캔(일반 TV 시스템)보다 초당 2배의 
프레임을 표시합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주사선 수가 2배이기 때문에 
해상도와 화질이 더 뛰어납니다.

시작하기 전에...
– 이 DVD 플레이어를 YPbPr 연결을 
사용하여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에 연
결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본 설치 및 설정을 완료했는지 확
인합니다.

A TV를 켜서 인터레이스 모드를 설정합
니다(TV 사용 설명서 참조).

B 리모콘의 STANDBY ON 2 를 눌
러 DVD 플레이어를 켭니다.

C 올바른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선택합니
다.
 DVD 배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D 을 누릅니다.

E   를 눌러 { 비디오 }를 선택한 다
음  를 누릅니다.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TSC

Component
Personal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TSC

Component
Personal

          :

                  :

TV                    :

                    
Smart Picture                                                P-

4:3

 

PAL

F   를 반복해서 눌러 
{ 비디오 출력 }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G { P-스캔 }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TV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1. TV   

 
2. TV     

   15
.

H  를 눌러 { 예 }가 표시되면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I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를 켭니
다(TV 사용 설명서 참조).
 TV에 메뉴가 표시됩니다.

    
  

J  를 눌러 { 예 }가 표시되면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고화
질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 수동으로 비활성
화:

 15초 후 자동 복구됩니다. 
 또는

A DVD 플레이어의 OPEN/CLOSE ç 
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를 엽니다.

B 리모콘의 숫자 키패드 ‘1’을 누릅니다.
 DVD 배경 화면이 표시됩니다.

도움말
– 일부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와 고선
명 TV는 본 기기와 완벽하게 호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DVD 비디
오 디스크를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
에서 재생할 때 부자연스러운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DVD 플레이어와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메뉴를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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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계속)

4단계: 적절한 색상 시스템 선
택

디스크를 재생하려면 DVD 플레이어, 
디스크 및 TV의 색상 시스템이 일치
해야 합니다. TV 시스템을 변경하기 
전에 TV의 색상 시스템을 결정하십시
오.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TSC

Component

Personal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

                  :

TV                  NTSC

                   PAL

Smart Picture            Multi

4:3
 

A SETUP 을 누릅니다.

B   를 눌러 { 비디오 }를 선택한 다
음 를 누릅니다.

C   를 반복해서 눌러 
{ TV 시스템 }을 선택한 다음  를 누
릅니다.

D   를 눌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
택합니다.

 { PAL }
연결된 TV가 PAL 색상 시스템을 지원
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NTSC 
디스크의 비디오 신호를 PAL 형식으
로 바꾸어 출력합니다.

 { NTSC }
연결된 TV가 NTSC 색상 시스템을 지
원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PAL 디스크의 비디오 신호를 NTSC 
형식으로 바꾸어 출력합니다.

 { Multi }
연결된 TV가 NTSC와 PAL 형식과 모
두 호환될 경우(멀티 시스템) 이 옵션
을 선택합니다. 출력 형식은 디스크의 
비디오 신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E 설정을 선택하고 OK를 누릅니다.
 TV에 표시되는 지시를 따라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있는 경우).

    
  

NTSC  PAL  
1. TV   
PAL 
2. TV     

   15
.

F  를 눌러 { 예 }가 표시되면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TV의 기본 색상 시스템 재설정

 5초 후 자동 복구됩니다. 
 또는

A DVD 플레이어의 OPEN/CLOSE ç 
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를 엽니다.

B 리모콘의 숫자 키패드 ‘3’을 누릅니다.
 DVD 배경 메뉴가 표시됩니다.

도움말
– TV의 현재 색상 설정을 변경하기 전
에 TV에서 ‘선택된 TV 시스템’을 지원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TV에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
우, 15초 후 자동 복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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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계속)

5단계: 언어 설정

언어 옵션은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달
라집니다. 언어 옵션은 사용 설명서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상의 디스플레이(OSD) 언어

 이 DVD 플레이어 화면 디스플레이 메
뉴의 언어를 변경합니다. 시스템의 메
뉴 언어(화면상의 디스플레이)는 한 
번 설정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DVD               : English   

OSD        

                  English

A SETUP을 누릅니다

B   t를 눌러 { 언어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 OSD 언어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D   를 눌러 언어를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오디오, 자막 및 DVD 메뉴 언어

 오디오, 자막 및 DVD 메뉴 언어에서 
원하는 언어 또는 사운드 트랙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언어가 디스크
에 없을 경우 디스크의 기본 언어가 사
용됩니다.

OSD     :      

                : Auto                   

DVD 

                      

English

                  

A SETUP을 누릅니다.

B   를 눌러 { 언어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아래 옵션 중 하나를 표
시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오디오 }

 디스크의 사운드 트랙 언어를 변경합
니다.

 { 자막 }

 자막 언어를 변경합니다.

 { DVD 메뉴 }

 디스크 메뉴 언어를 변경합니다.
 

D   를 눌러 언어를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E 다른 언어를 설정하려면 C 단계- D 
단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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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 버튼을 눌렀을 때 TV에 ‘잘못된 
키’가 표시될 경우 이는 현재의 디스크
에서 또는 지금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
음을 의미합니다.
– DVD 디스크와 플레이어는 지역 제
한이 있습니다.  디스크를 재생하기 전
에 디스크와 플레이어가 같은 지역인지 
확인하십시오.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

이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DVD 비디오 
(Digital Versatile Disc)

DVD±RW (DVD Rewritable)
오디오/비디오 형식 또는 

MP3/WMA/JPEG 파일.

DVD±R (DVD Recordable) 
오디오/비디오 형식 또는 
MP3/WMA/JPEG 파일.

CD-R (CD-Recordable) 

오디오/비디오 형식 또는 

MP3/WMA/JPEG 파일.

CD-RW (CD-Rewritable)

오디오/비디오 형식 또는 

MP3/WMA/JPEG 파일.

오디오 CD 
(Compact DiscDigital Audio)

비디오 CD 
(Formats 1.0, 1.1, 2.0)

디스크 재생

슈퍼 비디오 CD 

MP3-디스크

지원되는 형식

 MP3/WMA 트랙
– 파일 확장자는 ‘.mp3’ 또는 

‘.wma’이어야 합니다. 

– JPEG/ISO 형식

– 최대 15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지원되는 샘플링 주파수와 해당 비
트레이트;

 32kHz  64 – 320 kbps

 44.1kHz, 48kHz 80 – 320 kbps

 JPEG 이미지
– 파일 확장자는 ‘.JPEG’가 아니라 

‘.JPG’이어야 합니다.

– JPEG/ISO 형식

– DCF 표준 정지 화면 또는 TIFF와 
같은 JPEG 사진만 표시할 수 있습
니다.

도움말
– CD의 경우 최대 100개의 세션, 
DVD의 경우 최대 10개의 멀티 세션이 
지원됩니다.
– DVD-R과 DVD-RW 멀티 세션의 경
우 완료된 디스크만 지원됩니다.
– DVD+R과 DVD+RW 멀티 세션의 
경우 완료된 디스크와 완료되지 않은 
디스크 모두 지원되지 않습니다.
– 일부 디스크의 경우 디스크의 구성 
및 특성, 또는 녹화 상태 및 사용한 저
작 소프트웨어로 인해 본 DVD 플레이
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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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재생 시작

A TV를 켜고 DVD 플레이어에 맞는 프
로그램 번호를 선택합니다(예: ‘EXT, 
‘0’, ‘AV’).

B STANDBY-ON 2 를 눌러 DVD 를 
누릅니다.

C DVD 플레이어 전면의 
OPEN/CLOSE ç 를 누릅니다.

 리모콘의 STOP  버튼을 계속 누르
고 있어도 디스크 트레이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D 디스크를 레이블이 위로 향하도록 트
레이에 놓은 다음 OPEN/CLOSE ç 
를 누릅니다.
 양면 디스크의 경우 재생하고자 하
는 면이 위로 향하도록 놓습니다.

E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PLAY/PAUSE u 를 누르십시오.

 재생 옵션 및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도움말
– 디스크를 로드하거나 재생하거나 꺼
내는 동안 DVD 플레이어를 뒤집지 마
십시오. 
– 전원이 꺼졌더라도 디스크 트레이를 
수동으로 닫지 마십시오.
– 일부 디스크의 경우 다음 페이지에
서 설명하고 있는 조작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에 들어 있는 지침
을 항상 참조하십시오.

재생 기능

기본 재생 컨트롤

다른 지침이 없을 경우 리모콘을 사용
하여 조작합니다.

Pausing playback
A 재생 중에 PLAY/PAUSE u 를 누

르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고 정지 화면
이 표시됩니다.
 사운드는 소거됩니다.

B 정상 재생을 계속하려면 
PLAY/PAUSE u 를 다시 누릅니
다.

topping pla
재생 일시 중지

 PREV í / NEXT ë 를 눌러 이전 
또는 다음 타이틀/챕터/트랙으로 이동
합니다.

 DISPLAY 를 눌러 타이틀/챕터/트랙
에 대한 디스크 정보 텍스트 라인을 표
시합니다(예: 00/08).

 숫자 키패드 0-9 를 사용하여 올바른 
타이틀/챕터/트랙 번호를 입력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 선택한 타이틀/챕터/트랙으로 건
너뛰어 재생합니다.

재생 중지

 STOP 을 누릅니다.

도움말
– 디스크 재생이 5분 정도 중지될 경
우 화면 보호기가 자동으로 시작됩니
다. 
– 디스크 재생이 중지된 후 15분 정도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플레이어
는 자동으로 전원 대기 모드로 전환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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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기능 (계속)

비디오 재생 조작

Using
디스크 메뉴 사용

디스크를 로드하면 디스크에 따라 
TV에 메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생 기능 또는 항목 선택:
 리모콘의     키 또는 숫자 키
패드 0-9를 사용한 다음 OK를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메뉴 시작 또는 종료:
 리모콘의 DISC MENU를 누릅니다.

확대

이 기능을 사용하면 TV 화면을 확대하
고 확대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A 재생 중에 ZOOM 을 반복해서 눌러 
화면 크기를 변경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확대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재생이 계속됩니다.

B ZOOM 을 반복해서 눌러 원래 크기
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재생 지점에서 다시 시작

디스크를 꺼내거나(열기) 대기 모드였
더라도 최대 5개까지 다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재시작은 
DVD,VCD,SVCD,CD 형식의 디스크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생한 디스크 5개 중 하
나를 로드합니다.
 재생 초기 10초간 ‘처음부터 재생
하려면 [PREV(이전)]을 누르십시
오’가 표시됩니다.

 이 메시지가 TV에 표시될 때 PREV를 
누르면 처음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은 첫 타이틀(DVD) 또는 타이
틀/트랙 시작 부분(VCD/CDDA/
SVCD)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DISPLAY를 누르십시오.

느린 재생

재생 중에 디스크를 느리게 앞으로 감
거나 뒤로 감을 수 있으며 다른 재생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VD,VCD,SVCD에 적용됩니다.
A 재생 중에   를 눌러 1/2, 1/4, 1/8 

또는 1/16(순방향 또는 역방향) 중에
서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사운드는 소거됩니다.

B 정상 속도로 돌아가려면 
PLAY/PAUSE u 를 누릅니다.

Forward / Reverse Sea
순방향/역방향 검색

재생 중에 디스크를 빠르게 앞으로 감
거나 뒤로 감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검색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VD,VCD,SVCD, CD에 적용됩니
다.

A 재생 중에   를 직접 누르거나 
í ë 를 2초간 눌러 2X, 4X, 8X, 
16X 또는 32X(역방향 또는 순방향) 
중에서 원하는 속도를 선택합니다.
 사운드는 소거되거나(DVD/VCD) 
끊깁니다(CD).

B 정상 속도로 돌아가려면 
PLAY/PAUSE u를 누릅니다

도움말
– CD를 빨르게 앞으로 감거나 뒤로 
감으려면 í ë를 몇 초 이상 눌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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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기능 (계속)

디스크 재생 정보 보기

디스크 재생을 멈추지 않고 디스크 정
보(현재 타이틀/챕터/트랙 번호, 디스
크의 총 경과 시간 또는 총 재생 시간 
등)를 볼 수 있습니다.

A 재생 중에 리모콘의 DISPLAY를 반
복해서 누릅니다.

 사용할 수 있는 디스크 정보가 다
음 순서로 TV에 표시됩니다.

타이틀/챕터
`ƒ‚æ  / 1 ˆ'̄ ˝  6/161  (DVD)

시간
‰ˆ £ 00:03:36/01:22:34  (DVD)

반복/A-B 반복/시야각
  †ß „ ”„ †ß 1/1  (DVD)

트랙
      ˘fi•¢                                     3/21  (VCD)

시간
      ‰ˆ £                 00:00:56/00:03:34  (VCD)

반복/A-B 반복
  †ß „ ”„ †ß

 (VCD)

타이틀/챕터/트랙 선택

A   를 눌러 {타이틀}/{챕터} 또는 
{트랙}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시
작합니다.

B 숫자 키패드 0-9를 사용하여 유효한 
숫자를 입력합니다.

C 를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한 타이틀/챕터/트랙으로 건너
뛰어 재생합니다.

시간 검색

A {시간} 정보가 TV에 표시될 때 OK를 
눌러 시작합니다.

B 숫자 키패드 0-9를 눌러 올바른 시간
(예: 0:34:27)을 입력합니다.

C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선택한 시간으로 건너뛰어 재생합
니다.

Angle
시야각

A {시야각} 정보가 TV에 표시될 때
  를 눌러 {시야각}을 표시합니다.

B OK를 반복해서 눌러 시야각을 전환합
니다.

 선택한 시야각에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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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트랙 내 섹션 반복

타이틀/챕터 트랙 내의 특정 부분을 
반복 재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
는 부분의 시작과 끝을 표시해야 합니
다.

A ‘반복’ 정보가 TV에 표시될 때   를 
눌러 {반복 꺼짐}을 표시합니다.

B OK를 눌러 시작점 ‘A’를 선택합니다.

C 다시 OK를 눌러 끝점 ‘B’를 선택합니
다.
 ‘A’와 ‘B’ 사이의 구간이 계속 반복
됩니다.

D 다시 OK를 눌러 종료합니다.

반복 재생 모드

반복 재생 옵션은 디스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A ‘반복’ 정보가 TV에 표시될 때   를 
눌러 {꺼짐}을 표시한 다음 OK를 눌
러 시작합니다.
 반복 메뉴가 TV에 표시됩니다.

B OK를 반복해서 눌러 다음 반복 모드 
중에서 선택합니다.

DVD
– 챕터 반복(현재 재생 중인 챕터)

– 타이틀 반복(현재 재생 중인 타이
틀)

– 꺼짐(취소)

비디오 CD, 오디오 CD

– 한곡 반복(현재 재생 중인 트랙)

– 전체 반복(전체 트랙)

– 꺼짐(취소)

MP3/WMA

– 한곡 반복(현재 재생 중인 트랙)

– 전체 반복(현재 폴더)

– 꺼짐(취소)

JPEG

– 한곡 반복(현재 재생 중인 파일)

– 전체 반복(현재 폴더)

– 꺼짐(취소)

도움말
– VCD/SVCD의 경우 PBC 모드를 켜면 
반복 재생을 할 수 없습니다.

재생 기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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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기능 (계속)

DVD 특수 기능

타이틀 재생

A DISC MENU를 누릅니다.
 디스크 타이틀 메뉴가 TV에 표시됩
니다.

B     키 또는 숫자 키패드 
0-9를 눌러 재생 옵션을 선택합니다

C 를 눌러 확인합니다.

오디오 언어 변경

DVD

 AUDIO를 반복해서 눌러 오디오 언
어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채널 변경VCD

 AUDIO를 눌러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오디오 채널을 선택합니다(좌측, 우측, 
믹스, 스테레오).

오디오 언어 변경

 SUBTITLE을 반복해서 눌러 자막 언
어를 선택합니다.

VCD 및 SVCD 특수 기능

재생 컨트롤(PBC)

 재생 컨트롤(PBC) 기능이 있는 
VCD(버전 2.0 전용)

 DISC MENU를 눌러 ‘PBC ON(PBC 켜
짐)’과 ‘PBC OFF(PBC 꺼짐)’을 전환합
니다.

 ‘PBC ON(PBC 켜짐)’을 선택하면 
디스크 메뉴(사용할 수 있는 경
우)가 TV에 표시됩니다.

  PREV í / NEXT ë 를 사용하
여 이전/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거나 
숫자 키패드 0-9를 사용하여 재생 
옵션을 선택합니다.

 재생 중에, 
 5초가 지난 후에 PREV í 를 누르
면 현재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이 시
작됩니다,

 5초 이내에 PREV í 를 누르면 
이전 트랙이 재생됩니다.

 재생 중에 RETURN/TITLE을 누르
면 메뉴 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PBC가 켜진 경우).

 인덱스 메뉴를 건너뛰고 직접 처음부
터 재생하려면,

 리모콘의 DISC MENU를 눌러 
PBC를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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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기능 (계속)

MP3/WMA/JPEG/Kodak/Fuji 
Picture CD 재생

중요! 
TV를 켜서 올바른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작하기 - 2단계: 채널 찾기’를 참조하
십시오.

일반 조작

A 디스크를 로드합니다.
 디렉토리/파일 구성이 복잡하면 디
스크 읽기 시간이 30초를 넘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디스크 메뉴 및 ID3(MP3)/
메타 데이터(WMA) 정보(제목, 가
수 및 앨범 포함)가 TV에 표시됩니
다.

                                    00:00:46

Music Playing

02/20            /MP3/07.....MP3

Go Up

07.----

09.---

2002.---

TAKE ME TO YOUR

----

---

----

„ ”„  : †ß

Title:-----  Singer:-----   Album Year:               Comment:       

˙˚̄ ˝

B   를 눌러 폴더를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폴더를 엽니다.

C   를 눌러 트랙/파일을 선택합니
다.

D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도움말
– 재생할 파일을 선택하지 않으면 
ID3/메타 데이터 정보가 사라집니다.
– JPEG 파일을 선택하면 미리보기가 
표시됩니다.

재생 선택

재생 중에 할 수 있는 동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PREV í / NEXT ë 를 눌러 현재 
폴더의 이전/다음 트랙/파일을 선택합
니다.

 리모콘의     키를 눌러 그림 
파일을 회전하거나 뒤집습니다.

 PLAY/PAUSE u 을 반복해서 눌러 
재생을 일시 중지하거나 다시 시작합
니다.

MP3/WMA,

 재생 중에, 
 5초가 지난 후에 PREV í 를 누르
면 현재 트랙의 처음부터 재생이 시
작됩니다,

 5초 이내에 PREV í 를 누르면 이
전 트랙이 재생됩니다.

 재생 중에 PREV í / NEXT ë 를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원하는 속도
(2X, 4X, 8X, 16X 또는 32X)로 빠르
게 앞으로 감기/뒤로 감기가 시작됩니
다.

도움말
– MP3/WMA를 빠르게 앞으로 감거나 
뒤로 감으려면 í ë 를 몇 초 이상 
눌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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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기능 (계속)

화면 확대(JPEG)

 재생 중에 ZOOM을 반복해서 눌러 
화면 크기를 변경합니다.

     키를 사용하여 확대된 이
미지를 봅니다.

멀티 앵글 재생(JPEG)
 

 재생 중에     키를 사용하여 
TV 화면을 회전합니다.

 : 화면을 180º 뒤집습니다.
: 화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º 회

전합니다.
: 화면을 시계 방향으로 90º 회전합

니다.

도움말
– 일부 MP3/JPEG 디스크의 경우 디스
크의 구성 및 특성 또는 녹화 상태로 
인해 이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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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오케 조작

가라오케 디스크 재생

중요!
TV를 켜서 올바른 비디오 입력 채널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작
하기 - 2단계: 채널 찾기’를 참조하십
시오.

일반 조작

LEVEL �

MIC LEVEL

A 마이크(별매)를 DVD 플레이어 전면 
패널의 MIC에 연결합니다.

B KARAOKE를 반복해서 눌러 가라오
케 메뉴를 시작합니다.

 ‘가라오케 꺼짐’이 TV에 표시됩니
다

 OK를 눌러 가라오케 모드를 켜거
나 끕니다.

C 가라오케 디스크를 로드한 다음 
PLAY/PAUSE u 를 누릅니다.

D DVD 플레이어 측면 패널의 MIC 
LEVEL 버튼을 사용하여 마이크 볼륨
을 조절합니다.

도움말
– 하울링을 방지하려면 마이크를 연결
하기 전에 마이크 볼륨을 최소로 설정
하십시오.

보컬

가라오케 디스크에서 기존 보컬을 줄
일 수 있습니다.

 VOCAL을 반복해서 눌러 오디오 모
드를 선택합니다.

도움말
– 이 기능과 화면상의 디스플레이는 
디스크에 따라 달라집니다.

e
가라오케

A KARAOKE를 반복해서 눌러 가라오
케 메뉴를 시작합니다.

B   를 눌러 ‘가라오케’, ‘음정 조절’, 
‘에코’, ‘음성 취소’를 선택합니다.

 ‘가라오케’가 선택되었을 때 OK를 눌
러 가라오케를 켜거나 끕니다.

 ‘음정 조절’이 선택되었을 때   를 
눌러 피치 값을 0에서 14까지 조절합
니다.
 음 높이를 자신에게 맞도록 조절하
는 기능입니다.

 에코’가 선택되었을 때   를 눌러 
에코 레벨을 조절합니다.

 ‘음성 취소’가 선택되었을 때 OK를 눌
러 음성 취소를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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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메뉴 옵션

이 DVD 플레이어 설정은 TV를 통해 
적용되므로 필요에 맞게 DVD 플레이
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 메뉴 사용

A 리모콘의 SETUP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OSD          :

                      :

:                        

:DVD                  

B   를 눌러 { 언어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를 눌러 시작합니다. 
예: { OSD 언어 }
 선택된 항목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D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예: { 영어 }
 설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 종료하려면 SETUP을 누릅니다.

OSD 언어

화면에 표시되는 언어에 대한 언어 옵
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시작하기 - 5단계:
언어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자막/오디오/DVD 메뉴

DVD에 녹화할 수 있는 오디오, 자막 및 디
스크 메뉴에 대한 다양한 언어 옵션이 포

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작
하기 - 5단계: 언어 설정’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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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메뉴 옵션 (계속)

비디오 설정 메뉴 사용

A 리모콘의 SETUP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TSC

Component

Personal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TSC

Component

Personal

          : 

                     :

TV                    :

  :

Smart Picture            :

       4:3

 

PAL

 

B   를 눌러 { 비디오 }를 선택한 다
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를 눌러 시작합니다. 
예: { TV 시스템 }
 선택된 항목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D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예: { PAL }
 설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 종료하려면 SETUP을 누릅니다.

화면비 설정

TV에 맞게 화면 모양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단, 재생 디스크에서 해당 형
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생 중에 TV 표시 화면이 바뀌지 않
습니다.

A ‘비디오’에서   를 눌러 
{ 화면비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
니다.

 { 4:3 }
일반 TV의 경우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위
아래에 검은 줄이 쳐
지는 ‘와이드 스크린’ 
디스플레이가 TV 화
면에 표시됩니다.

 { 16:9 }
와이드 스크린 
TV(16:9 화면
비)의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
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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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메뉴 옵션 (계속)

보기 모드

보기 모드를 사용하여 TV의 가로와 세
로 길이에 맞도록 이미지 크기를 조절
합니다.

A ‘비디오’에서   를 눌러 { 보기 모
드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전체 보기 }
이미지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늘리거
나 줄여 화면의 가로 또는 세로 길이에 
맞춥니다.

 { 원래 보기 }
원래 화면 크기로 맞춥니다(MPEG 전
용).

 { 세로 맞춤 }
이미지를 세로로 늘리거나 줄여 화면
의 세로 길이에 맞춥니다.

 { 가로 맞춤 }
이미지를 수평으로 늘리거나 줄여 화
면의 가로 길이에 맞춥니다.

 { 자동 맞춤 }
수평 및 수직 화면비를 최소로 변경합
니다(예: 레터박스).

 { 팬 스캔 }
수평 및 수직 화면비를 최대로 변경합
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TV 시스템

연결된 TV에 맞는 색상 시스템을 선택
하는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
한 내용은 ‘시작하기 - 4단계 : 
적절한 색상 시스템 선택’을 참조하십
시오.

비디오 출력
 

비디오 신호 출력을 인터레이스 또는 
P-스캔(프로그레시브 스캔)으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A ‘비디오’에서   를 눌러 { 비디오 
출력 }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인터레이스  }
인터레이스(YPbPr) 연결일 경우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 P-스캔 }
DVD 플레이어를 프로그레시브 스캔 
TV에 프로그레시브 스캔(YPbPr)으로 
연결하고자 할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
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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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Picture

이 DVD 플레이어에서는 4가지의 화
면 색상 설정이 사전 정의되어 있습
니다.

A ‘비디오’에서   를 눌러 
{ Smart Picture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표준 색상 }
사전 설정된 표준 화면 설정입니다.

 { 생생한 색상 }
화면을 밝게 합니다.

 { 시원한 색상 }
화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 사용자 지정 }
밝기, 대비, 색조 및 색상(채도)을 조정
하여 화면 색상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C {사용자 지정}을 선택할 경우 D~G 
단계를 진행합니다.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0       

                                                                0

                                                                         0

                                                                      0

D   를 눌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
택합니다.

BRIGHTNESS(밝기)
값을 증가시키면 화면이 밝아지고 감
소시키면 어두워집니다. 평균 설정값
은 0입니다.

CONTRAST(대비)
값을 증가시키면 화면이 선명해지고 
감소시키면 흐려집니다.  중간값은 
0입니다..

TINT(색조)
값을 증가시키면 화면이 진해지고 감
소시키면 연해집니다.  평균 설정값은 
0입니다.

COLOR(색상)
값을 증가시키면 채도가 높아지고 감
소시키면 낮아집니다. 중간값은 0입니
다.

E   를 눌러 최적의 설정으로 조절합
니다.

F D~E f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색상 기
능을 조절합니다.

G OK를 누릅니다.

DVD 메뉴 옵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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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메뉴 옵션 (계속)

오디오 설정 메뉴 사용

A 리모콘의 SETUP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Language

Video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View Mode :

TV System :

Video Out :

Smart Picture :

4:3

Auto Fit

NC

Personal

 :

 :

 :

 :
 
 

:
:

:

B   를 눌러 { 오디오 }를 선택한 다
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를 눌러 시작합니다. 
예: { 야간 모드 }.
 선택된 항목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D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예: { 켜짐 }.
 설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 종료하려면 SETUP을 누릅니다.

전면/중앙/서라운드 스피커

각 스피커의 볼륨 설정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A ‘오디오’에서   를 눌러 { 전면 스
피커 }, { 중앙 스피커 } 또는 { 서라운
드 스피커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
니다.

 { 크게  }
연결된 스피커(서브우퍼 제외)가 
120Hz 이하의 저주파를 낼 수 있는 경
우.
 범위는 20Hz에서 20KHz입니다.

 { 작게  }
연결된 스피커(서브우퍼 제외)가 
120Hz 이하의 저주파를 낼 수 없는 경
우.
 범위는 120Hz에서 20KHz입니다.

 { 없음  }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
다. 중앙 및 후면 스피커에만 적용됩니
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Subwoofer
서브우퍼

이 옵션은 서브우퍼가 연결된 경우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오디오’에서   를 눌러 { 서브우
퍼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있음  }
서브우퍼가 연결된 경우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 없음  }
서브우퍼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이 옵
션을 선택합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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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출력

멀티 채널 디코더/리시버가 연결된 경
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A ‘오디오’에서   를 눌러 { 디지털 
출력 }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모두  }
멀티 채널 오디오 형식(Dolby Digital, 

MPEG-2)을 지원하는 내장형 멀티 채
널 디코더가 연결된 경우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 PCM }
멀티 채널 오디오 디코딩을 지원하지 
않는 장치가 연결된 경우 이 옵션을 선
택합니다. DVD 플레이어는 Dolby 
Digital 및 MPEG-2 멀티 채널 신호를 
PCM으로 변환합니다.

 { 꺼짐 }
디지털 오디오 출력을 끕니다. 예를 들
어 전면(L/R) 오디오 출력 소켓을 사용
하여 TV 또는 스테레오 시스템에 연결
하는 경우 이 옵션을 선택합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도움말
– { 디지털 출력 }을 { 모두 }로 설정
하면 ‘음소거’를 제외한 모든 오디오 
설정이 무효화됩니다.
– MPEG, MP3/WMA 파일 재생 중에 
{ 디지털 출력 }을 { 모두 }로 설정하
면 플레이어는 PCM 신호를 출력합니
다.

DVD 메뉴 옵션 (계속)

야간 모드

재생되는 사운드 볼륨을 낮게 최적화
합니다. 높은 볼륨은 낮추고 낮은 볼륨
은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높입니다.

A ‘오디오’에서   를 눌러 { 야간 모
드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켜짐 }
볼륨 출력을 낮게 설정합니다. 이 기능
은 Dolby Digital 모드가 있는 영화 디
스크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Off }
야간 모드 기능을 끕니다. 서라운드 사
운드를 완벽한 동적 범위로 출력하려
면 이 기능을 선택합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Down Sampling
다운 샘플링

사운드 출력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
털 신호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A ‘오디오’에서   를 눌러 { 다운 샘
플링 }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 켜짐 }
녹화된 디스크를 48kHz의 샘플링 속
도로 재생합니다.

 { Off }
녹화된 디스크를 96kHz의 샘플링 속
도로 재생합니다. 스테레오 클래식(플
랫) 모드에만 적용됩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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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메뉴 옵션 (계속)

등급 설정 메뉴 사용

A 리모콘의 SETUP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Language

Audio

Misc

Rating

Language

Audio

Misc

Rating

Aspect Ratio          :        4:3            : 8.Aduit

                      

   

B   를 눌러 { 등급 }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를 눌러 시작합니다. 
예: { 보호자 감시 }
 선택된 항목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D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예: { 8 성인용 }
 설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 종료하려면 SETUP을 누릅니다.

등급 설정

DVD에 따라 디스크를 재생할 때 보호
자 감시 수준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
습니다. 등급 수준은 1부터 8까지 이
며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에게 적
합하지 않은 디스크를 재생하지 못하
게 하거나 다른 장면으로 대체할 수 있
습니다.

A ‘등급’에서   를 눌러 
{ 보호자 감시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B 숫자 키패드 0-9 를 사용하여 4자리 
암호를 입력한 다음 를 누릅니다.

 { 1.아동 관람가 }
아동 관람가. 모든 연령에 적합.

 { 2. G }
일반용. 모든 연령에 적합 권고.

 { 3. PG }
부모의 지도가 필요.

 { 4. PG – 13 }
13세 미만 부적합.

 { 5. PG – R }
부모의 지도가 필요. 17세 미만 관람 
제한 권고.

 { 6. R }
제한됨. 부모 또는 성인의 지도 하에서
만 권고.

 { 7. NC – 17 }
17세 미만 관람 불가. 17세 미만 관람 
권고하지 않음.

 { 8. 성인용 }
성인용. 성적 내용, 폭력 또는 언어로 
인해 성인만 관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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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를 눌러 등급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 8 성인용 }을 선택하면 보호자 감
시 수준을 끄고 모든 디스크를 재
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수준보다 등급이 높은 DVD를 
재생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도움말
– 디스크 제조 업체에서 디스크에 등
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재생이 제한
되지 않습니다.
– VCD, SVCD 및 CD에는 등급 표시
가 없기 때문에 보호자 감시 기능을 사
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DVD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부 DVD는 표지에 영화 등급이 표
시되어 있지만 등급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디스크는 재생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암호 변경

금지된 디스크를 재생하거나 암호 입
력 문구가 표시되면 4자리 암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A   를 눌러 { 암호 설정 }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4자리 암호 입력 문구가 표시됩니
다.

 

B 숫자 키패드 0-9를 사용하여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 기본값은 ‘0000’입니다.

 설정한 암호를 잊은 경우 기본 암호인 
‘0000’을 입력하십시오.

C 다시 OK를 눌러 새로운 4자리 암호를 
입력합니다.
 새 암호가 적용됩니다.

 

D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DVD 메뉴 옵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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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설정 메뉴 사용

A 리모콘의 SETUP을 누릅니다.
 시스템 설정 메뉴가 표시됩니다.

Language

Audio

Misc

Rating

Language

Audio

Misc

Rating

  

60

15

15

15

15 
15 
15

     :  

B   를 눌러 { 기타 }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C   를 눌러 항목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시작합니다.  
예: { 기본 설정 사용 }
 선택된 항목의 옵션이 표시됩니다.
 메뉴에서 선택된 항목이 회색으로 
표시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거나 현재 상태를 변경할 수 없
습니다.

D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예: { 아니요 }
 설정을 선택하면 완료됩니다.

E 종료하려면 SETUP을 누릅니다.

초기 설정 복구
 

{ 기본값 } 기능을 설정하면 등급 암호
를 제외한 모든 옵션과 사용자 설정을 
공장 출하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A ‘기타’에서   t를 눌러 
{ 기본 설정 사용 }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메뉴가 표시됩니다.

  

 { 예 }
설정을 공장 출하 기본값으로 되돌립
니다.

 { 아니요 }
메뉴를 닫습니다.

B   를 눌러 설정을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DVD 메뉴 옵션 (계속)



38

DVD 메뉴 옵션 (계속)

볼륨 컨트롤

A ‘기타’에서   를 눌러 
{ 볼륨 60 }을 선택합니다.

B   를 눌러 스피커 볼륨을 최적으로 
조절합니다.
 범위는 { 0 – 63 }입니다.

C   를 누른 다음   를 사용하여 
해당 스피커의 볼륨을 0-15로 조절합
니다.

스피커 지연

지연 시간 설정은 중앙 및 서라운드 스
피커에 대한 청취자의 위치 또는 거리
와 연관이 있습니다.

A ‘기타’에서   를 눌러 { 중앙 스피
커 지연 } 또는 { 서라운드 스피커 지
연 }을 선택한 다음 OK를 누릅니다.

B   를 사용하여 해당 스피커의 오디
오 출력 지연 시간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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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필립스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주기적
으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중요!
– 업그레이드 중에 전원 공급이 중단
되면 안 됩니다!

현재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는방법:

A DVD 플레이어의 OPEN/CLOSE ç 
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를 엽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립니다.

B 리모콘의 숫자 키패드 ‘966’을 누릅니
다.
 DVD 플레이어에 설치된 소프트웨
어가 TV에 표시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여 설치
하는 방법;

A 필립스 웹사이트
(www.philips.com/support)를 방문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확인합
니다.

B 소프트웨어를 CD-R로 다운로드합니
다.

C CD-R을 디스크 슬롯에 삽입합니다.
 메뉴가 표시됩니다.

 

  

 

 ,  ...

  !

D   를 눌러 { START }를 선택한 
다음 OK를 눌러 확인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가 DVD 플레이어
로 다운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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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경고
어떤 경우에도 기기를 직접 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보증이 무효화됩니다. 
기기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항목을 점검하십시오. 도움말을 따
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판매점 또는 필립스에 문의하십시오.

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리모콘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생 중에 화면이 왜곡되거나 
흑백으로 표시됩니다.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

– DVD 플레이어 전면의 STANDBY-ON 버튼을 
눌러 기기를 켜십시오.

– AC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리모콘을 DVD 플레이어 전면의 센서로 직접 
향하게 하십시오(TV로 향하면 안 됩니다).

– DVD 플레이어와 리모콘 사이에 놓인 물건을 
치우십시오.

– 배터리 잔량이 없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 리모콘에 표시된 배터리 극성(+-)을 
확인하십시오.

– TV를 켜고 DVD 플레이어의 비디오 입력 채널
을 정확히 맞추십시오. TV의 1번 채널을 켠 다
음 TV 프로그램이 보일 때까지 TV 리모콘의 
채널 다운 버튼을 누르십시오.

– DVD 플레이어와 TV의 비디오 연결을 확인하
십시오.

– 디스크가 TV 색상 시스템 표준(PAL/NTSC)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디스크가 지저분합니다. 
디스크를 청소하십시오.

– 화면이 약간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고장이 아닙니다.

–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을 수동으로 끄는 방법:

1)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를 끄거나 
인터레이스 모드로 설정합니다.

2) OPEN/CLOSE 버튼을 눌러 DVD 플레이어의 
디스크 트레이를 엽니다.

3) 숫자 키패드 ‘1’을 몇 초간 누르고 있습니다. 

– 오디오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빨간색 잭과  
흰색 잭을 제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 DVD 플레이어에 연결된 기기에 맞게 디지털 
출력을 설정하십시오



41

 문제점 해결책

문제 해결 (계속)

디스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화면비가 바뀌지 않습니다.

설정/시스템 메뉴에서 일부 항
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이 시
작되지 않습니다.

재생 중에 화면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을 켜거나 
끌 수 없습니다. 

– 레이블이 위로 향하도록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 지역 코드가 잘못되었습니다.

– 디스크 유형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디스크 재생 - 재생할 수 있는 
디스크”를 참조하십시오.

– 디스크 표면에 흠집이 나거나 뒤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디스크를 청소하거나 
새 디스크로 교체하십시오.

– 다른 디스크를 넣어보아 디스크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화면비는 DVD 디스크에 맞게 고정됩니다.

– TV에 따라 화면비를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정/시스템 메뉴를 선택하기 전에 STOP 
버튼을 두 번 누르십시오.

– 디스크에 따라 일부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재생할 면을 아래로 하여 읽기 가능한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 디스크 유형, 색상 시스템(PAL/NTSC) 및  
지역코드를 확인하십시오.

– 디스크 표면에 흠집이나 얼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SETUP을 눌러 설정 메뉴 화면을 끄십시오.

– 보호자 감시 수준을 변경하거나 디스크 재생 
제한을 해제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기기 내부에 습기가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
크를 빼고 기기를 1시간 정도 켜 놓으십시오.

–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서 몇 분 정도 빼놓으십
시오. 전원 코드를 다시 꽂은 다음 다시 
작동시켜보십시오.

– 디스크 표면에 지문/흠집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가운데에서 
가장자리까지 닦으십시오.

– 비디오 신호 출력이 { 인터레이스 }로 바뀌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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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제원

TV 표준 (PAL/50Hz) (NTSC/60Hz)
주사선 수  625  525

재생  다중 표준 (PAL/NTSC)

비디오 성능
비디오 DAC  12비트, 108 MHz

YPbPr  0.7 Vpp ~ 75 ohm

비디오 출력  1Vpp ~ 75 ohm

비디오 형식
디지털  MPEG 2 for DVD,SVCD

압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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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셀 352 픽셀

수직 해상도  288 라인 240 라인

오디오 형식
디지털 MPEG/ AC-3/   압축  

 PCM  Digital  16, 20, 24 비트

     fs, 44.1, 48, 96 kHz

 MP3(ISO 9660) 96, 112, 128, 

 256, 320kbps & variable bit 

 rate fs, 32, 44.1, 48 kHz

Analog Sound Stereo

Dolby Surround compatible downmix from 

Dolby Digital multi-channel sound

오디오 성능
DA 컨버터  24 비트, 192 kHz

DVD  fs 96 kHz 4Hz- 44kHz

  fs 48 kHz 4Hz- 22kHz

SVCD  fs 48 kHz 4Hz- 22kHz

  fs 44.1kHz 4Hz- 20kHz

CD/VCD  fs 44.1kHz 4Hz- 20kHz

신호 소음 (1kHz) > 90 dB

동적 범위 (1kHz) > 80 dB

누화        (1kHz) > 70 dB

왜곡/소음 (1kHz) > 65 dB

MPEG MP3   MPEG Audio L3
 

연결  
YPbPr 출력       RCA 잭 3개

비디오 출력       RCA 잭(노란색)

오디오 출력(L+R)    RCA 잭(흰색/빨간색)
디지털 출력 동축 1개

   IEC60958 for CDDA / LPCM

   IEC61937 for MPEG 1/2, 

   Dolby Digital

6채널 아날로그 출력

오디오 전면 L/R     RCA 잭(흰색/빨간색)

오디오 후면 L/R     RCA 잭(흰색/빨간색)

오디오 중앙      RCA 잭(파란색)

오디오 서브우퍼     RCA 잭(검은색)

케이스
규격(가로x세로x높이) 360 x 37 x 209 mm

무게   약  1.35 kg

전력 소비량
공급 전원    220V; 60Hz

전력 소비량    < 10W

대기 모드에서 전력 소비량 < 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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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수치로 전환되지 않은 사운드.  
아날로그 사운드는 가변적이나 디지털 사
운드는 특정 수치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잭은 좌우 2채널로 오디오를 전송합니
다.

화면비: 디스플레이 이미지의 수평 및 수
직 길이 비율. 일반 TV의 가로 세로 화면비
는 4:3이며 와이드 스크린 TV의 가로 세로 
화면비는 16:9입니다.

오디오 출력 잭: DVD 기기 후면에 있는 
잭으로 오디오를 다른 기기(TV, 스테레오 
등)로 보냅니다.

비트레이트: 음악을 지정된 길이만큼 저
장하는 데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으로 초당 
킬로바이트(kbps) 또는 녹음 속도로 측정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트레이트가 높거나 
녹음 속도가 빠를수록 음질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비트레이트가 높으면 디스크 공간
을 많이 차지합니다.

챕터: DVD에서 타이틀보다 작은 영상 또
는 음악 구간. 타이틀은 여러 챕터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객 챕터에는 챕터 번호가 
붙어 있어 원하는 챕터로 이동할 수 있습니
다.

컴포넌트 비디오 출력 잭: DVD 기기의 
후면에 있는 잭으로 고화질 비디오를 컴포
넌트 비디오 입력 잭(RGB, YPbPr 등)이 있
는 TV로 전송합니다.

디스크 메뉴: DVD에 녹화된 이미지, 사
운드, 자막, 멀티 앵글 등을 선택하는 화면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지털: 수치로 변환된 사운드. 디지털 사
운드를 사용하려면 디지털 오디오 출력 동
축 또는 광 잭이 필요합니다. 이 잭은 아날
로그처럼 2채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중 채널을 통해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Dolby Digital: Dolby Laboratories에서 개
발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으로 최대 
6채널의 디지털 오디오를 포함합니다(전면 
좌우, 서라운드 좌우, 중앙 및 서브우퍼).

JPEG: 아주 일반적인 디지털 정지 화상 형
식입니다. 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에서 제안한 정지 화상 데이터 압축 
시스템으로 이미지 품질 저하를 줄이면서 
높은 압축률을 제공합니다. 

MP3: 사운드 데이터 압축 시스템이 있는 
파일 형식. ‘MP3’는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1(MPEG-1) Audio Layer 
3’의 약자입니다. MP3 형식을 사용하면 한 
장의 CD-R 또는 CD-RW에 일반 CD보다 
10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감시: 각국의 제한 등급에 따라 사
용자 연령으로 디스크 재생을 제한하는 
DVD 기능.  제한 등급은 디스크마다 다릅
니다. 보호자 감시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소프트웨어 등급이 사용자 설정 등급보다 
높으면 재생이 제한됩니다.

PCM(Pulse Code Modulation): 아날로그 
사운드 신호를 이후에 처리하기 위해 변환
하는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압축하지 않습
니다.

재생 컨트롤(PBC): 비디오 CD 또는 
SVCD의 재생을 컨트롤하기 위해 녹화되
는 신호. PBC를 지원하는 비디오 CD 또는 
SVCD에 저장된 메뉴 화면을 사용하면 대
화형 소프트웨어와 검색 기능이 있는 소프
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 화면의 수평 주사선
을 매 신호 프레임마다 모두 표시합니다.  
본 기기는 DVD를 프로그레시브 디스플레
이에 연결하기 위해 DVD의 인터레이스 비
디오를 프로그레시브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직 해상도가 비약
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역 코드: 사전에 지정된 지역에서만 디
스크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본 
기기에서는 지역 코드가 일치하는 디스크
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의 지역 코드
는 제품 레이블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
부 디스크는 1개 이상의 지역 코드(또는 모
든 지역)와 호환됩니다.

타이틀: 비디오 소프트웨어의 DVD, 음악 
등에서 가장 긴 화면 또는 음악 구간 또는 
오디오 소프트웨어의 전체 앨범.  각 타이
틀에는 타이틀 번호가 붙어 있어 원하는 타
이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TV 출력 잭: DVD 기기의 후면에 있는 
잭으로 비디오를 TV로 전송합니다.

WMA: Windows Media Audio.  Microsoft 
Corporation에서 개발한 오디오 압축 기술
입니다. WMA 데이터는 Windows Media 
Player 버전 9 또는 Windows XP용 
Windows Media Player를 사용하여 인코
딩할 수 있습니다. 파일 확장자는 
“WMA”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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