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VD 재생하기
DVD 시스템의 전면부에 있는 OPEN/CLOSE
버튼을 눌러 디스크 트래이를 여십시오.

라벨이 위로 가게하여 DVD를 트레이에
넣으십시오.

OPEN/CLOSE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DVD 메뉴에서 UP         , DOWN          , RIGHT

또는 LEFT        를 눌러 선택사양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선택 사양에서 PLAY         버튼을
누르십시오.

정지시키려면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DISC MENU 버튼을 눌러 DVD메뉴에서
뒤로 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 시청하기
TUNER       버튼을 누르십시오.

‘START’가 나타날때까지 PLAY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일단 완료되면 라디오 방송국을 선택할때 NEXT
또는 PREVIOUS 버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지시킨 곳으로 돌아가려면 PLAY
버튼을 누르고 타이틀의 시작부분부터 시작하
려면 STOP       그리고 PLAY 버튼을
누르십시오.

     

     

 

DVD 플레이어(전면부)

전면 표시부

본 기능은 처음 설정시에만
가능합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다시 프로그램하고자 하거나
또는 수동으로 프로그램하려면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라운드 음향 경험하기
SURR 버튼을 눌러 스테레오와 멀티채널 간을
오고 갈 수 있습니다.

SOUND 버튼을 눌러 Concert, Drama, Action,
Sci-fi 디지털 음향 효과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더 많은 문제 해결 방안을 보시려면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문제점 해결방안
전원이 안 들어옴 •AC 전원코드가 잘 꽂혀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VD 시스템의 전면부에 있는 STANDBY-ON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십시오.

화면에 안 나옴 •리모콘에 있는 DISC 버튼을 누르십시오.
•TV와의 연결을 확인하시고 플러그가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리가 나지 않거나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잡음이 나옴 •스피커 연결 및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연결을 확인하고 SOURCE 버튼을 눌러 정확한 입력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리모콘으로 작동 안됨 •건전지가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거나 건전지를 새것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능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음원(예를 들면 DISC 또는 TUNER) 을 선택하십시오.
•리모콘과 시스템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십시오.
•리모콘이 IR 센서를 곧바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사용 설명서
더 많은 제품 정보는 홈 시어터 시스템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온라인(Online)
www.philips.com/support 로 접속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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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안에 있는 내용물

DVD 시스템

중앙 스피커

전면 스피커
(좌&우)

후면 스피커
(좌&우)

서브 우퍼
리모콘 그리고
2개의 건전지 사용 설명서

비디오 케이블
(노란색 플러그)

빠른 사용법

AM/MW
원형 안테나

FM 선형 안테나

오디오 케이블
(적&흰색 플러그)



스피커 &
서브우퍼 위치하기

중앙 스피커는 TV의 위 또는 가까이 놓습니다.

서브우퍼는 바닥에 놓습니다.

전면 스피커는 TV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으시되,
시청자에게 45。각도가 되게 놓으십시오.

후면 스피커는 시청자를 향하게 하며 좌
그리고 우가 같은 거리가 되게 놓으십시오.

DVD 시스템에 스피커와
서브우퍼 연결하기

스피커와 서브우퍼의 여러 색상 플러그를 DVD 
시스템 후면부에 있는 같은 색상의 단자에 연결
하십시오.

안테나 설치하기

FM 안테나를 FM단자에 연결하시고, 안테나를
펼친 다음 벽에 고정시키십시오.

AM/MW 원형 안테나를 푼 다음, 튀어나온
부분을 받침대 틈에 끼우십시오.

탭을 뒤로 눌러 홈에 각각의 선을 끼우십시오.

DVD 시스템(후면부)

DVD 시스템(후면부)

MW 
원형
안테나

전면
스피커
(우)

후면
스피커
(우)

후면
스피커
(좌)

DVD 시스템 (후면부)

서브 우퍼 중앙 스피커

전면
스피커
(좌)



TV에 DVD 시스템
연결하기

노란색 비디오 케이블로 DVD 시스템의 후면부
에 있는 노란색 CVBS단자와 TV 후면부에 있는
노란색 VIDEO IN단자를 연결하십시오.

DVD 시스템의 전원선을 AC 주전원에 연결
하십시오.

리모콘에 건전지 넣기

건전지 함의 뚜껑을 여십시오.

리모콘 함내에 있는 극성표시에 따라 제공된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건전지 함 뚜껑을 닫으십시오.

정확한 시청 채널 찾기

DVD리모콘에 있는 STANDBY-ON
버튼을 누르십시오.

‘DISC’가 전면 판넬에 나타날때까지
리모콘에 있는 DISC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TV를 켜십시오.

TV 리모콘에 있는‘0’버튼을
누른 다음 DVD background
(일반 설정 페이지)가 나타
날 때까지 아래 채널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이것이 홈 시어터
시스템의 정확한
시청 채널 입니다.

일부 TV의 경우,  AV 또는
SELECT 버튼을 계속 눌러 정확한
시청 채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정확한 시청 채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거나 또는 TV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십시오.

TV에 DVD 시스템으로
오디오 연결하기 (선택사양)

적색은 흰색 오디오 케이블로 DVD시스템의
후면부에 있는 적색&흰색 TV-IN 단자와 TV에
있는 적색 & 흰색 AUDIO OUT 단자를 연결
하십시오.

TV 후면부

리모콘 (후면부)

DVD 시스템(후면부)

TV (후면부)

DVD 시스템(후면부)

안테나 또는
셋톱 박스

일부 TV는 AUDIO OUT 
단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DVD 시스템에 다른
기기를 연결하려면,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