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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lby Laboratories)

“Dolby”, “Pro-logic”그리고 더블-D 심볼은
Dolby Laboratories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DIGITAL THEATER SYSTEMS,INC.의 미국특허
번호 5,451,942,5,956,674,5,974,380,5,978,762와 다
른 세계특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DIGITAL THEATER SYSTEMS.INC.의 라이센스에
의해 제작되었습니다. “DTS" 그리고“DIGITAL
THEATER SYSTEMS,INC."는 DIGITAL THEATER
SYSTEMS.INC.1996, 2000 DIGITAL THEATER
SYSTEMS.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본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복사방지 기술은
Macrovision과 다른 저작권자들에 의한 미국특허
와 다른 지적소유권의 소송으
로써 보호되어집니다. 본 복사
방지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Macrovision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DivX, DivX Certified

DivXNetworks,Inc

Windows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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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5.1채널 디지털 앰프를 장착한 DVD
Micro Theatre는 완벽한 극장사운드를 선사하며,
가정에서 최고의 기능을 형성합니다.

DTS와 Dolby Digital 디코더는 Incredible Surround
를 제공하며, DSC 사운드를 설정합니다.

DVD micro theatre에 다른 음성/영상, 다른 음성
장치를 연결합니다.

돌비디지털 모드에서 사운드의 차이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하신 등급 이상의 DVD를 아이들이 시청
할 수 없도록 등급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설정하신 시간에 자동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고화질 flicker-free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사진은
수직해상도 525의 두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참조:
완전한 프로그레시브 스캔기능을 즐기시기
위해서는 프로그레시브 스캔TV를 보유하시고
계셔야합니다.

- 리모콘과 AAA건전지 2개
- MW 원형 안테나
- FM 선형 안테나
- 오디오(흰색, 적색)과 composite 비디오
(노란색) 케이블 (2-in-1)

- 콘트롤 케이블
- 5개의 주변 스피커와 1개의 서브우퍼
- 전면용 4개의 소형 스피커 받침대와
후면 스피커

- 4개의 전/후면 스피커를 위한 벽면
받침대와 나사

- DVD 플레이어 받침대와 파워앰프
- 본 사용설명서와 빠른설치 사용설명서

환경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박스, 완충재, 종이비닐 3종류로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포장했습니다.

재활용 전문회사를 통해 폐제품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포장재, 
폐건전지 그리고 폐제품을 폐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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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설치 하십시요.

● 충분한 통풍을 위하여 플레이어 사방에 약
10Cm(4 인치)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십시요.

● 기기를 고열, 다습한 곳에 노출시키지 말아
주십시요.

● 물방울 또는 오염물질이 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요.

● 꽃병과 같이 물이 채워진 물체를 제품위에 놓지
마십시요.

● 불 켜진 촛불 같은 불씨를 제품위에 놓지
마십시요.

● 본체를 AC 단자에 쉽게 플러그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AC 전원소켓 근처에 설치하여 주십시요.

● 신문, 탁상보, 커튼같은 것으로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요.

● 디스크가 더러워졌을 경우에는 천으로 CD
중앙부에서 가장자리로 일직선으로 닦아
주십시요.

● 제품, 건전지 또는 디스크를
습기, 비, 모래 또는 지나친
열(난방기 또는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에 노출하지
마십시요.

● 벤젠, 신나, 상업용 크리너
또는 정전기 방지제 같은
용제를 디스크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플레이어를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옮기면 플레이어의 내부에 있는 디스크 장치의
렌즈에 습기가 생겨 디스크 재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습기가 사라질 때까지 플레이어를
따뜻한 곳에 놓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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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❶ DVD시스템에 스피커를 설치하시기 전에 뒤의
그림처럼 서라운드 스피커의 소형스피커
받침대를 확실히 설치하여 주십시요.

또는
❷ 다른 한가지로 벽면 스피커 마운트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공된 나사를 이용하여 제공된
받침대를 붙여주십시요. 벽면나사(별매품)로
스피커를 벽면에 확실히 고정시켜 걸어주십시요.

참조:
서라운드 스피커의 경우에는 REAL L(후면 왼쪽) 
REAL R(후면 오른쪽)이라는 라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최상의 음질을 얻으시려면 청취하시는 위치
에서 모든 스피커가 동일한 거리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주셔야 합니다.

❶ 전면 좌/우 스피커는 TV와 동일한 거리에 설치
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청취 위치로부터 약
45도를 유지하여 주십시요.

❷ 중앙 채널사운드를 국한시킬 수 있도록 중앙
스피커는 TV 또는 DVD위에 설치하여 주십시요.

❸ 후면 스피커는 일반적인 청취 위치에서 귀높이
의 벽면에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여 주십시요.

❹ 서브우퍼는 TV와 가까운 위치의 바닥면에 설치
하여 주십시요.

참조:
- 자기장 간섭작용을 피하기 위하여 전면 스피
커는 TV와 너무 가까이 설치하지 말아주십시요.
- DVD 시스템 주변에 적당한 통풍 공간을 확보
하여 주십시요.

8

또는

전면 스피커와
스탠드 (왼쪽)

전면 스피커와
스탠드 (오른쪽)

서라운드 스피커
(왼쪽)

서브우퍼 서라운드 스피커
(오른쪽)

중앙 스피커와
DVD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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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에 장착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스피커
케이블 컨넥터와 단자의 색이 일치하게 제공된
스피커 시스템을 연결하여 주십시요.

참조
- 스피커 케이블이 정확히 연결되어있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요. 부적절한 연결은 합선으로
인하여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습니다.

● 제공된 flat 케이블을 이용하여 앰프의 후면의
시리얼 포트와 DVD플레이어의 후면

“CONTROL CABLE"이라고 표시되어있는
시리얼 포트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TV 

TV

TV DVD

❶ 제공된 오디오, 콤포지트 비디오 케이블(2-in1)의
콤포지트 비디오 컨넥터(노란색)를 사용하여
TV의 비디오 입력단자(또는 A/V In, CVBS,
콤포지트 또는 주파수대)에 DVD시스템의
VIDEO OUT단자를 연결하십시요.

❷ 본 DVD 시스템을 통하여 TV채널을 청취하실
경우에는 제공된 오디오 컨넥터(흰색/적색) 
복합 케이블을 이용하여 TV의 AUDIO OUT단자
와 상응하는 DVD플레이어의 AUX IN단자를
연결하십시요.

9

중앙 스피커

서브우퍼 스피커

전면 스피커
(왼쪽)

전면 스피커
(오른쪽)

후면 스피커
(왼쪽)

후면 스피커
(오른쪽)

Op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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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Pb Pr TV

❶ 콤포넌트 비디오 케이블(적/청/녹색-별매품)을
사용하여 DVD 시스템의 Y Pb Pr 단자와 대응
되는 TV의 콤포넌트 비디오 입력단자(또는 Y
Pb/Cb Pr/Cr 또는 YUV)를 연결하십시요.

❷ 본 DVD 시스템을 사용하여 TV채널을 청취하시
고자 할 경우에는 오디오 케이블(흰색/적색)을
사용하여 TV의 AUDIO OUT단자와 DVD시스템
의 AUX IN단자를 연결하십시요.

❸ 만일 프로그레시브 스캔 TV를 사용한다면
(TV에 Progressive Scan 또는 Proscan 기능이라고
표시되어야 함) 프로그레시브 기능을 작동시키
십시요. 자세한 사항은 TV 사용설명서를 참조
하여 주십시요.
DVD시스템의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에
대하여서는“프로그레시브 스캔기능 설정 시작
하기"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참조:
- 만일 상용자의 TV가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
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진보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리모콘상의 SYSTEM 메뉴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메뉴에서 빠져 나가십시요. 그리고 DISC 메뉴
버튼을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에서 빠져
나갑니다.

S-Video DVD
VIDEO OUT

❶ S-VIDEO 케이블 (별매품)을 사용하여 DVD
시스템의 S-VIDEO단자와 TV의 S-Video 입력단자
(Y/C 또는 S-VHS로 표시됨)를 연결하십시요.

❷ 본 DVD 시스템을 사용하여 TV채널을 청취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오디오 케이블(흰색/
적색)을 사용하여 TV의 AUDIO OUT단자와
DVD시스템의 AUX IN단자를 연결하십시요.

S-Video(Y Pb P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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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ohm
RF

TV DVD
RF RF

❶ 콤포넌트 비디오 케이블(노란색)을 이용하여
DVD VIDEO OUT입력단자에 RF모듈레이터의
출력단자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❷ RF 동축케이블(비매품)을 이용하여 TV의
안테나 입력단자에 RF모듈레이터의 TO TV 또는
ANTENNA OUT단자에 연결하여 주십시요.

❸ 안테나 또는 케이블 TV에서 제공되는 신호를
RF 모듈레이터의 RF IN단자 또는 안테나 입력
단자(ANTENNA IN)에 연결하여 주십시요.
(TV가 이미 연결된 경우 연결을 해지하여
주십시요.)

FM/MW

❶ 제공된 MW원형 안테나를 MW단자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MW원형 안테나를 선반
위에 놓거나 스탠드 또는 벽면에 부착하여
설치해 주십시오.

❷ 제공된 FM안테나를 FM단자에 연결하십시오. 
FM안테나의 끝을 늘려 벽면에 고정시켜
주십시오.
보다 나은 FM스테레오 수신을 위해서는 외부
FM안테나(별매)을 연결하여 주십시오.

참조:
- 최상의 수신을 위하여 안테나의 위치를 조정
하십시오.
-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TV, VCR 
또는 다른 소스로부터 안테나를 가능한 멀리
위치하여 주십시오.

RF

11

TV에 RF동축케이블

원형 안테나의 튀어나
온 부분을 받침대 홈에
끼우십시오.

MW 안테나

FM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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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전원이 연결된 후에는 절대로 연결을 변경, 
설정하지 말아주십시요.

VCR

A

시스템의 AUX IN(R/L)단자와 다른 오디오/
비디오 장치(TV, VCR 레이져 디스크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 데크)의 AUDIO OUT단자와 연결
하여 주십시요. 작동하시기 전에 AUX을 선택
하시기 위하여 판넬 전면부의 SOURCE버튼을
누르시거나 입력 소스를 작동하시기 위하여
리모콘상의 AUX버튼을 눌러주십시요.

B

시스템의 COAXIAL 또는 OPTICAL단자와
디지털 녹화장치(돌비디지털 레코더 기능을
가진 DTS-DIGITAL Theatre compatible)의 DIGITAL
IN단자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작동하시기 전에
오디오 연결에 따라서 DIGITAL OUT을 설정
하여 주십시요. (“DIGITAL OUT”편 참조)

DVD VCR C

시스템의 VIDEO단자와 대응되는 VIDEO IN단자
와 LINE OUT(R/L)를 VCR의 AUDIO IN단자에
연결하십시요. 본 설정으로 사용자는 아날로그
스테레오(2채널 좌/우)녹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12

    

전원 코드

CD 레코더
(예)

텔레비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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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1 STANDBY-ON B
- 시스템의 전원을 켜거나 대기모드로 전환

시킵니다.

2

- DVD플레이어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3 2  K
- 디스크를 재생하거나 일시정지 시킵니다.

4 PRESET +
- 튜너모드에서 저장된 라디오 방송국을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5 PRESET -/L
- 디스크 재생을 정지시키거나 프로그램을 삭제

합니다.

6 ¡ / ™
디스크:

- 디스크의 전/후/챕터/타이틀/트랙으로 이동합니다.

튜너:
- 라디오 주파수를 높이거나 낮춥니다.
-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으시면 자동적으로

라디오 주파수를 위/아래 방향으로 찾기 시작
합니다.

7 /
- 디스크 트레이를 열거나 닫습니다.

8 SURROUND
- 2.1채널 출력을 선택하시거나 5.1채널 출력을

선택하십시요. (SUR5.1 또는 DVD5.1)

9 SOURCE
- 상응되는 음원(DVD/AUX1/AUX2/FM/MW)을

선택하십시요.
- 시스템 켜기

0 IR SENSOR
- 리모콘을 본 센서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요.

! VOLUME -/+
- 음량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 시계설정 모드에서 시간을 조정 설정합니다.
- 설정시간을 ON/OFF합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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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
- 시스템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2 /
- 디스크함을 열거나 닫습니다.

3

- 디스크의 트랙/타이틀/챕터 번호를 누릅니다.
- 저장된 라디오 방송국 주파수 번호를 입력

합니다.

4 PROG
- DVD/VCD/CD: 프로그램 메뉴를 입력하십시요.
- MP3/WMA-CD: 프로그램 항목에서 프로그램된

트랙을 추가/삭제 합니다.
- 사진 CD: 에 슬라이드 모드를 선택하실

경우.
- Tuner: 저장된 라디오 방송국을 프로그램합니다.

5 GOTO/ST
- DISC: 시간, 타이틀, 챕터 또는 트랙을 입력

함으로써 디스크 안에서 고속탐색할 수 있습니다.
- FM: 스트레오 또는 모노사운드 모드를 설정

하실수 있습니다.

6 SYSTEM 
-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거나 빠져나옵니다.

7 DISC MENU 
- DVD/VCD: 디스크 항목으로 들어가거나 빠져

나옵니다.
- VCD2.0: 재생조정 모드를 켜거나 끕니다.
- MP3/WMA: 앨범과 파일목록을 전환합니다.

8 4 / 3 / 2 / 1
- 메뉴항목을 선택합니다.
- 확대된 사진을 상/하/좌/우로 이동합니다.

9 OK
- 선택항목을 확정합니다.

0 ZOOM
- DVD/VCD/사진CD: 사진을 확대/감소 시키거나

TV화면에 이미지를 작동시킵니다.

! MUTE
- 음량출력을 정지/작동시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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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 (G/F)
TUNER

- 본 버튼을 누르면 라디오 주파수를 서서히
상/하로 선국합니다.

- 본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아주시면 라디오
주파수를 상/하 자동으로 선국합니다.
Disc

- 다른 속도로 디스크내에서 전/후 탐색합니다.

# VOLUME +/-
- 음량을 상/하 조정합니다.
- 시간/타이머 설정모드에서 시간과 분을 조정

합니다.
- 설정타이머를 켜거나 끕니다.

$ CH+/- (¡ / ™)
- DISC: 이전/다음 챕터/타이틀/트랙으로 이동

합니다.
- Tuner: 저장된 라디오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 2 K
- 디스크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시킵니다.

^ L

- 디스크 재생을 시작하거나 프로그램을 삭제
합니다.

& DISC/TUNER/AUX
- DVD/AUX1/AUX2/FM/MW의 대응되는 음원을

선택하십시요.
- 튜너(TUNER): 버튼을 누르시면 MW와 FM

사이로 전환합니다.
- P-SCAN(프로그레시브 스캔)을 빠져 나갑니다.

(DISC만 해당됨)

* SLEEP/TIMER

대대기기모모드드
- 시스템이 자동으로 켜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전전원원 모모드드
- 취침 기능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자동 꺼짐)

( CLOCK
대대기기모모드드

- 시스템 시간을 설정합니다.

재재생생모모드드
- 시스템 시간을 표시합니다.

) DIM
- 디스플레이 화면의 서로 다른 밝기의 단계를

선택합니다.

¡ SUBTITLE
- 자막언어를 선택합니다.

™ ANGLE
- DVD 카메라 각도를 선택합니다.

£ DISPLAY
- 재생중에 디스플레이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AUDIO

VCD/DivX의 경우
- 스테레오를 설정합니다. MONO-LEFT,MONO-

Right 모드

DVD의 경우
- 오디오 언어를 선택합니다.

∞ A- B
- 디스크상의 특정구간을 반복재생합니다.

§ MODE
- 디스크상의 반복모드 또는 무순서 재생모드를

선택합니다.

SLOW
- DviX/VCD/SVCD/DVD의 서로 다른 느린화면

재생모드를 선택합니다.

• DBB
-  저음보강을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ª SURROUND
- 2.1 채널 출력 또는 5.1채널 출력을 선택합니다.

(SUR5.1 또는 DVD5.1)

º VOL.SEL
- 개별 스피커의 음량을 조정합니다.

⁄ DSC
- 설정된 타입 이외의 다른 이퀼라이저를 선택

합니다. (FLAT, POPS, JAZZ, CLASSIC 또는 ROCK)

¤ LOUDNESS
- 자동 고음조정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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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건전지함을 열어주십시요.

❷ AAA건전지를 건전지함에 표시된대로 (+/-)극
을 맞추어서 삽입하여 주십시요.

❸ 덥개를 닫아주십시요.

❶ 리모콘을 본체 전면부의 (IR)
센서로 향하게 하여주십시요.

❷ DVD가 작동중에는 DVD
플레이어와 리모콘 사이에
어떤 물체도 놓지 말아
주십시요.

TV 

TV

❶ DVD시스템을 켜거나 DISC음원을 선택합니다.
(“ "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❷ TV를 켜십시요. 그리고 적절한 비디오 입력을
선택하십시요. 화면에 청색 필립스 DVD화면이
보여집니다.
➞ 일반적으로 본채널은 가장 낮거나 가장 높은
채널 사이, FRONT, A/V IN 또는 VIDEO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TV설명서
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 또는 채널 1에서 비디오입력 채널이 보일때
까지 채널감소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주십시요.
➞ 또는 TV리모콘에 다른 비디오 모드를 선택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만일 RF모듈레이터를 사용중이라면
채널 3 또는 4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스캔 디스플레이는 비월주사
(일반 TV)보다 두배의 초당 프레임수를 표시
합니다. 수평라인이 거의 두배인 프로그레시브
스캔은 더 높은 해상도와 화질을 제공합니다.

1)TV는 프로그레시브 스캔 TV가 요구하는 프로
그레시브 스캔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까?
2)Y Pb Pr을 사용하여 TV에 DVD플레이어가
연결되어졌습니까? (콤포넌트 비디오잭을 이용
한 TV연결" 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❶ TV를 켜십시요.

❷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 또는 비월주사 모드
(interlace mode)에서 TV를 꺼주십시요. 
(자세한 사항은“TV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❸ STANDBY-ONB버튼 (리모콘상의 B버튼)을
눌러서 DVD플레이어를 켜주십시요.

❹ 정확한 비디오 입력채널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TV에 DVD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❺ SYSTEM버튼을 눌러주십시요.

TV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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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1  2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서“VIDEO
SETUP PAGE"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❼“TV MODE"에서“P-SCAN"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여 주십시요.
➞ TV화면에 지시메뉴가 나타납니다.

❽ 1  2버튼을 눌러서 메뉴항목의 OK항목을 선택
하고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요.
TV

TV

❾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 TV를 켜주십시요. 
(TV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 TV화면에 아래의 메뉴항목이 나타납니다.

❿ 1  2버튼을 눌러서 메뉴항목의 OK항목을 선택
하십시요. 그리고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여
주십시요.
➞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는 이제 고화질의 화면을 즐기실수 있습니다.

●
TV가 프로그레시브 스캔 신호를

받지 못하거나 프로그레시브 설정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설정을 다시하셔야
합니다.

❶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 TV를 꺼주시거나 주사
모드방식으로 켜주십시요. 
(TV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❷ 리모콘상의 SYSTEM메뉴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메뉴에서 빠져 나가십시요. 그리고
DISC버튼을 누르시면 프로그레시브 스캔 모드
에서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 TV에 청색 DVD바탕화면이 나타납니다.

참조:
-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 일반 재생중에 DISC
버튼을 누르시면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에서
빠져나갑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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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각각의 스피커 음량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설정에 따른 이러한 조정
으로 사운드는 최적화됩니다.

❶ 리모콘상의 VOL.SEL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
시면 FL(전면 왼쪽), FR(전면 오른쪽), CT
(중앙), SL(서라운드 왼쪽, 후면 왼쪽), SR
(서라운드 오른쪽, 후면 오른쪽), SW
(서브우퍼)스피커의 음량설정 모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❷ 음량 VOLUME - /+ 레버를 돌리십시요. (또는
리모콘상의 VOLUME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원하시는 각각의 스피커 음량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범위 0-15)

참조:
- 설정중에 3초이내에 어떤 설정도 하지 않는
다면, 시스템은 볼륨설정 모드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갑니다.
- 만일 2.1채널 출력을 선택하셨다면, 전면
왼쪽, 전면 오른쪽, 서브우퍼 스피커만 스피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개인선호언어를 설정하실 수 있습
니다. 본 DVD시스템은 사용자가 디스크를 삽입
할때 마다 자동적으로 선택된 언어로 전환되어
집니다. 만일 선택하신 언어가 삽입한 디스크에
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택하신 언어
대신에 초기언어로 재생되어집니다. 시스템
메뉴상의 OSD언어는 선택하신 언어로 남아
있습니다.

❶ SYSTEM버튼을 눌러주십시요.

❷ 1  2버튼을 눌러서“일반설정 페이지"를 선택
하십시요.

❸ 리모콘상의 1 234의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OSD 언어"로 이동하시고 2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❹ 언어를 선택하시고 OK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 SYSTEM 메뉴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요.

O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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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정지모드에서 SYSTEM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❷ 1  2버튼은 눌러서“선호페이지(Preference Page)
을 선택하십시요.

❸ 선호페이지 항목에서 34 버튼을 눌러 다음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오디오”(디스크 사운드 트랙)
- “자막" (디스크의 자막)
- “디스크 메뉴" (디스크의 메뉴)

❹ 2버튼을 눌러서 하위 메뉴로 들어가십시요.

❺ 언어를 선택하시고 OK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❻ 다른 언어를 설정하실 경우에는 3-5단계를 반복
하여 주십시요.

● SYSTEM 버튼을 다시 눌러주십시요.

OTHERS
❶ 34버튼을 눌러서“Others"를 선택하십시요.

❷ OK 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❸ 언어코드 입력을 요청할시에는 를
이용하여 언어코드를 입력하십시요.

❹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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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BY-ONB (리모콘상의 B) 버튼을
누르십시요.
➞ "HELLO"문구가 잠시 나타납니다. 시스템은
가장 최근에 선택되어진 음원으로 전환됩니다.

● 리모콘상의 DISC, TUNER 또는 AUX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시스템이 선택된 음원으로 전환됩니다.

● STANDBY-ONB (리모콘상의 B) 버튼을
누르십시요.
➞ "BYE BYE"라는 문구가 잠시 나타납니다. 
양방향 사운드 설정, 마지막 음원, 저장된 선국
번호는 시스템의 메모리에 저장되어 남겨집니다.

음량을 높이거나 낮추시려면 VOLUME (-/+)
또는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시계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십시요.
➞“VOL XX"라는 문구가 판넬 디스플레이부에
표시됩니다. “XX"는 음량 단위를 나타냅니다.

● 리모콘상의 MUTE 버튼을 눌러주십시
요. “MUTING"이라는 문구가 플레쉬되면서
재생은 소리없이 계속됩니다.

● 음량재생을 복원시키기 위하여서는
- MUTE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요.
- 음량을 조절하여 주십시요.
- 음원을 변경하여 주십시요.

DBB, DSC

DBB는 저음을 보강합니다.

● DBB기능을 작동/해제하기 위해서는 리모콘
상의 DBB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 일부 디스크는 고음에서 왜곡이 발생되는
고변조로 녹음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음량을 줄이시거나 DBB
작동을 정지시켜 주십시요.

DSC는 저장된 이퀄라이저 설정과 다른 형태를
제공합니다.

● FLAT,  POPS,  JAZZ,  CLASSIC 또는 ROCK가 선택
되어질때까지 DSC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주십시요.

● SURROUND버튼을 눌러 서라운드 또는
스테레오 모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사용하시는 스피커의 숫자와 디스크상에서
이용 가능한 사운드에 따라서 다양한 서라운드
사운드 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 스피커와 서라운드 스피커는 오직 멀티
채널 서라운드 모드에서만 작동됩니다.
➞ Dolby-digital,dolby pro logic 또는 dolby pro logic
II 서라운드 사운드를 포함한 멀티채널에에서만
출력모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테레오 방송 또는 녹화는 서라운드 모드
에서 재생되어질때 일부 서라운드 채널 효과가
생성됩니다. Monaural(single chanel sound)음원은
후면 스피커에서는 어떤 음원도 생성되지 않습
니다.

● 디스플레이 화면의 밝기의 다른 단계를 선택
하기 위하여서는 DIM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주십시오.

DSC 

DBB (Dynamic Bass Bo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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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VIDEO CD

TV

다음의 디스크를 재생할수 있습니다.
- 디지털 비디오 디스크 (DVDs)
- 비디오 CD (VCDs)
- 슈퍼 비디오 CD (SVCDs)
- DVD+RW
- 콤팩트 디스크 (CDs)
- CDR에 녹화된 사진 디스크 (Kodak, JPEG)
- CDR(W)상의 DivX(R)디스크
- DivX3.11, 4.x 그리고 5.x
- WMA
- MP3-CD형식을 지원하는 디스크
•ISO 9660/UDF 포멧
•최대 타이틀/앨범 명 - 12글자
앨범상의 최대 타이틀 255

•최대 디렉토리 8
•최대 앨범수 32
•최대 MP3 트랙수 999
•MP3 디스크상의 지원되는 주파수:
32kHz, 44.1kHz, 48kHz

•MP3 디스크상에서 지원되는 비트율:
32, 64, 96, 128, 192, 256 (kbps)

•다음의 포멧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VMA, *.AAC, *.DLF, *.M3U, *.PLS, *.WAV파일

•영어 이외의 앨범/타이틀명
•Joliet형식으로 녹음된 디스크
•ID3 tag기능의 MP3 Pro와 MP3

본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려면 DVD 디스크
에 ALL Region 또는 Region 3이라는 라벨이 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코드가 인쇄되어
있는 것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참조
- 만일 어떤 디스크가 재생에 문제가 발생하였
다면, 디스크를 제거하시고 다른 디스크를 재생
하여 보십시요. 
적합하지 않은 형식으로 포맷된 디스크는 본
DVD 플레이어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❶ DVD와 TV (또는 첨부 스테레오 또는 AV
수신기)에 전원을 연결하여 주십시오

❷ TV의 전원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정확한 비디오
입력채널을 설정하십시오. 
(“TV ”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❸ DVD 플레이어상의 STANDBY-ONB버튼
또는 리모콘상의 B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TV 화면상에서 청색 필립스 DVD바탕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❹ OPEN·CLOSE버튼을 눌러서 디스크 트레이를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디스크를 삽입하여 주십
시오. 그리고 같은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디스크가 닫힘니다. 
➞ 디스크 라벨이 윗면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오.

❺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디스크 타입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 디스크 메뉴가 TV에 보일 경우, “

"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만일 디스크가 시청제한으로 잠겨져 있을
경우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❻ 언제든지 PRESET -/L(리모콘상의 L)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정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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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디스크가 삽입되어
질 때 TV화면에 메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1 234 와 OK버튼 또는 리모콘상의
을 눌러주십시오.

➞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리모콘상의 DISC MENU버튼을 눌러주십시오.

VCD PBC

PBC 재생은 양방향 비디오 CDs를 재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의 메뉴가 디스플레이
되어집니다.

● 재생중에 DISC MENU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만일 PBC기능이 작동중일 경우, 해제시켜
주시면 재생이 계속됩니다.
➞ 만일 PBC기능이 꺼져 있을 경우 작동시켜
주시면 메뉴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❶ 재생중에 2 K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재생이 일시정지되고, 사운드는 나오지
않습니다.

❷ 2 K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시면 재생은 계속
됩니다.

❶ 재생중에 ™버튼(리모콘상의 CH+ ™)을 누르
시면 다음 챕터/트랙으로 이동합니다.

❷ ¡버튼 (리모콘상의 CH- ¡)을 눌러주시면 이전
챕터/트랙으로 이동합니다.

❸ 직접 특정 챕터/트랙/타이틀로 이동하시고자
한다면 를 이용하여 원하시는
챕터, 타이틀, 트랙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정지모드, 디스크가 제거되었을 때 2 K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정지모드에서 PRESET-/L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리모콘상의 L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요.

재생중에 비디오 이미지를 확대 축소시키실 수
있습니다.

❶ 비디오 이미지가 확대, 축소될때까지 ZOOM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주십시요,.

❷ 1 234버튼을 눌러주시면 TV 화면상에서
이미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DVD/VCD/CD
● 재생중에 MODE버튼을 눌러서 반복모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DVD)
- 현재 챕터를 반복재생합니다.

(CD/VCD) (DVD)
- 현재 트랙(CD/SVCD/VCD)/챕터(DVD)를 반복
시킵니다.

(ALL)
- 모든 디스크를 반복재생합니다.

(SHUFFLE)
-일정한 순서없이 반복재생합니다.

MP3/WMA/DivX
● 다른 반복모드로 접속하기 위하여서는 MODE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주십시요.
➞ Shuffle: 선택된 폴더안의 파일을 무순서로
재생합니다.
➞ Repeat One: MP3/WMA 파일을 반복재생
합니다.
➞ Repeat All: 모든 파일을 반복재생합니다.
➞ Off: 무순서 또는 반복모드를 해제합니다.

(DVD/VCD/CD/MP3/DivX/WMA)

(DVD/VCD/DivX/JPEG)

(DVD/VCD/CD)

(DVD/VCD/DivX/CD)

(DVD/VCD/CD/MP3/DivX/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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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시작 시점에서 A-B버튼을 눌러주십시요.
❷ 종료 시점에서 A-B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A와 B지점은 같은 챕터/트랙내에 존재하여
야만 합니다.
➞ 구간은 이제 반복재생됩니다.

❸ 구간에서 빠져나오려면 A-B버튼을 다시 누르
십시오.

❶ 재생중에 SLOW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재생속도 (요구되는 빠르기:1/2, 1/4, 1/8 또는
1/16)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사운드는 소거됩니다.

❷ 2 K버튼을 누르시면 일반속도로 돌아갑니다.

참조
- VCDs에서는 느린후진 화면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호구간에서 재생중에 좋아하는 트랙/챕터
선택하십시오.

DVD/VCD/CD

❶ 리모콘상의 PROG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갑니다.

❷ 를 이용하여 직접 트랙 또는 챕터
번호를 입력하십시요. (한자리 숫자일 경우
앞에 0을 넣어주십시요. 예, “05”)

❸ 1 234 버튼을 이용하여 START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❹ OK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시작됩니다.

MP3/WMA

❶ 정지 모드에서 DISC MENU버튼을 누르시면
앨범과 파일목록 사이의 메뉴로 전환됩니다.

❷ 화면상에 파일목록이 표시되었을때 34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PROG버튼을 누르
시면 선택하신 파일이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
됩니다.

❸ DISC MENU버튼을 누르시면 파일목록이 표시
됩니다.

❹ PROG버튼을 누르시면 원하시지 않는 파일이
파일목록에서 삭제됩니다.

❶ 원하시는 재생속도를 선택하려면 재생중에 TU
+/-(5  6)버튼을 누르십시오. :2X, 4X, 8X, 16X
또는 32X(되감기 또는 앞으로 감기)
➞ 음은 소거됩니다.

❷ 2K버튼을 누르시면 일반속도로 되돌아 갑니다.

❶ 시간 또는 챕터/트랙 편집박스가 나타날 때까지
GOTO/ST버튼을 눌러주십시요.

❷ 리모콘의 숫자키를 사용하여 시간 편집박스 안
의 좌우로부터 시간, 분, 초를 입력하십시요.

리모콘상의 숫자키를 사용하여 챕터/트랙편집
박스 안에서 원하시는 챕터/트랙번호를 입력
하십시요.

● 재생중에 DISPLAY 버튼을 누르시면 TV
화면에 디스크 정보가 보여집니다.

DVD
➞ : 현재 타이틀/챕터의
경과시간을 표시합니다.
➞ : 현재 타이틀/챕터의
잔여시간을 표시합니다.
➞ : 시간표시 꺼짐으로 전환합니다.

( CD )

(DVD/VCD/CD/MP3/WMA)

(DVD/VCD/DivX/CD/MP3/WMA)

( CD )

(DVD/VCD)

A-B 
(DVD/VCD/CD/MP3/DivX/W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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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VCD/DivX/CD
: 개별/전체 트랙의 경과

된 시간을 표시 합니다.
: 현재의 개별/전체 트랙

의 잔여시간을 표시합니다.
: 시간표시 꺼짐으로 전환합니다.

❶ DISC MENU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TV화면에 디스크 타이틀 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1 234 또는 를 사용하여 재생
옵션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❸ OK 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여 주십시오.

● ANGLE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다른 각도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 AUDIO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다른 오디오
언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AUDIO버튼을 눌러서 디스크에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모노 좌, 모노 우, 스테레오)

● SUBTITLE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서 다른 자막
언어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MP3/WMA/JPEG 

TV

TV 

MP3/WMA

DRM WMA CD

WM DRM
www.microsoft.com

❶ MP3/WMA 디스크를 삽입하여 주십시오.
데이터 디스크 메뉴가 TV화면에 나타납니다.

❷ 34버튼을 눌러 앨범을 선택하시고 OK버튼을
눌러 앨범을 열어주십시오.

❸ 34또는 를 사용하여 트랙을 선택
하여 주십시오.

❹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여 주십시오.
앨범 마지막에 선택된 트랙부터 재생이 시작

됩니다.

참조
- 디스크 읽기 시간은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수의 크기에 따라서 약 10초정도 소요
됩니다.

재생중에 사용자가 할 수 있는것:

● ¡  ™버튼(리모콘상의 CH+/- ¡  ™)을 눌러서
현재 앨범상의 다른 트랙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2 K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서 재생을 일시
멈춤/재시작 하실수 있습니다.

● 리모콘상의 DISC MENU버튼을 눌러 앨범과
파일목록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DVD)

( VCD/DivX )

( DVD )

(DVD)

(D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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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EG CD 

❶ JPEG사진 CD를 삽입하십시오.
➞ 화면에 데이터 CD메뉴가 나타납니다.

❷ 34를 사용하여 폴더를 선택하시고 OK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여십시오.

❸ 34 또는 를 사용하여 사진화일을
선택하십시오.

❹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오.
➞ 선택하신 폴더의 마지막 화일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것

● ¡  ™버튼(리모콘상의 CH+/- ¡ / ™)를 눌러서
현재 폴더안의 다른 파일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리모콘상의 1 234를 사용하여 사진화일을
돌리거나 넘기실 수 있습니다.

● 재생을 일시정지/재시작 하실 경우에는 2K

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주십시오.

● 리모콘상의 DISC MENU버튼을 누르시면
폴더와 파일목록 사이를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JPEG

현재 폴더 또는 디스크 전체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❶ 재생중 PRESET-/L버튼(리모콘상의 L)을
눌러 주십시오.
➞ 12개의 작은 그림이 TV화면에 나타납니다.

❷ 1 234를 사용하여 사진/“영상 디스크(Slide
show)"를 선택하신 후 OK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슬라이드 쇼가 시작됩니다.

● 1 234를 사용하여“Menu"항목을 선택하신 후
OK버튼을 눌러주십시오.

● ¡  ™버튼(리모콘상의 CH+/- ¡ / ™)를 눌러
주십시오.

● 1 234를 사용하여“PREV"또는“Next"를 선택
하신 후 OK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 재생중에 서로 다른 크기의 사진을 디스플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ZOOM버튼을 반복하여 눌러
주십시요.

● 1 234 버튼을 사용하시면 확대된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 재생중에 리모콘상의 PROG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주시면 다른 슬라이드쇼 재생모드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Mode 0:None
Mode 1:Wipe Top
Mode 2:Wipe Bottom
Mode 3:Wipe Left
Mode 4:Wipe Right
Mode 5:Diagonal Wipe Left Top
Mode 6:Diagonal Wipe Right Top
Mode 7:Diagonal Wipe Left Bottom
Mode 8:Diagonal Wipe Right Bottom
Mode 9:Extend From Center H
Mode 10:Extend From Center V
Mode 11:Compress To Center H
Mode 12:Compress To Center V
Mode 13:Window H
Mode 14:Window V
Mode 15:Wipe From Edge To Center
Mode 16:Move in From Top

(JPEG)

(JPEG)

(JPEG)

25

MCD705_IFU  2005.10.14 3:36 PM  ˘ ` 25



● 재생중에 1 234버튼을 누르시면 TV화면상
에서 사진을 회전시키실수 있습니다.
3:사진 위로 넘기기
4:사진 옆으로 넘기기
1:사진 시계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기
2:사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DivX

DVD 플레이어에서 DivX영화를 컴퓨터의 CD-
R/RW에서 다운받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더자세한 사항은“시스템메뉴 항목-DIVX(R)
VOD 등록코드"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❶ DivX디스크를 넣으십시요.
➞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 K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❷ 만일 DivX영화가 외부자막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TV화면에 자막
메뉴가 나타납니다.

● 이런 경우, 리모콘상의 SUBTITLE버튼을 눌러
자막을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 DivX 디스크에서 다언어 자막을 지원하는 경우,
재생중 SUBTITLE버튼을 눌러서 자막언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참조
-다음과 같은 파일명 확장자(.srt, .smi, .sub, ssa,
.ass)를 갖고 있는 자막파일들은 지원되나 파일
조종 메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 자막 파일명은 영화의 파일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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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SYSTEM버튼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
가십시요.

❷ 1  2버튼을 눌러 설정하기 위한 페이지를
선택하십시요.

❸ 34버튼을 눌러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❹ 2  또는 OK버튼을 눌러 하위메뉴로 들어
가십시요.

❺ 34버튼을 눌러 커서를 선택하신 아이템으로
이동시키십시요.
➞ 이러한 경우 1  2버튼을 이용하여 설정값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❻ O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요.

● 1  또는 OK버튼(값을 조정할 경우)을 눌러
주십시요.

● SYSTEM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요.
➞ 시스템의 전원이 꺼진 경우에도 설정값은
플레이어에 저장됩니다.

참조:
- 시스템 메뉴 항목의 일부기능은 “시작하기”
편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설정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TV 디스플레이”, ”OSD 언어”, ”화면 보호기”
와“DIVX(R) VOD”

연결된 TV에 따라서 DVD 플레이어의 화상비를
설정하십시요.
➞ Normal PS :만일 일반 TV를 소유
하고 계시고 화면의 양쪽면이 짤리거나 TV화면
에 맞게 포맷 되어집니다.

➞ Normal LB :만일 일반 TV를 보유
하고 계신다면. 상, 하부분이 검은 테두리가
드리워지는 화면이 디스플레이되어 집니다.

➞ Wide:사용자가 와이드 TV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디스플레이 되어집니다.

“시작하기-4단계:개인 선호언어 설정하기”편을
참조하십시요:

본 기능은 화면보호 기능을 켜거나 끌 때 사용
되어집니다.
➞ On:정지, 일시멈춤, 디스크가 삽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만일 3분간 아무런 작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화면보호 기능이 작동되어 집니다.
➞ Off: 화면보호 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OSD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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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는 DIVXR VOD서비스를 통하여 비디오를
구매 대여할 수 있도록 DIVXR VOD (주문형
비디오) 등록코드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www.divx.com/vod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❶‘일반설정 페이지’에서 34버튼을 눌러 DIVX
(R) VOD를 선택한 후 2 또는 OK버튼을 눌러
하위메뉴로 들어가십시요. 
그리고 OK버튼을 눌러 확정하십시요.
➞ 등록코드가 나타납니다.

❷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OK버튼을 눌러주십시요.

❸ www.divx.com/vod의 DIVXR VOD 서비스로
비디오 대여 또는 구매를 위하여 등록코드를
사용하십시요. 지시를 따라서 본 DVD 플레이어
의 재생을 위해 CD-R 위에 비디오를 다운로드
하십시요.

참조
- DivXR VOD로부터 다운로드된 모든 비디오는
오직 본 DVD 플레이어에서만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 DivX 영화가 재생중에는 시간탐색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오디오설정 페이지에 포함된 항목:
“스피커 설정”, “SPDIF 설정”, “돌비디지털
설정”, “3D 프로세싱”, “HDCD”, “나이트 모드”

스피커 설정페이지에 포함된 항목:“DOWN
MIX”, “전면스피커 설정”, “중앙 스피커”, “후면
스피커”, “서브우퍼”와“테스트 톤”

DOWN MIX
본 항목에서 DVD 플레이어의 스테레오 아날
로그 출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커설정 페이지”에서“DOWN MIX”
항목을 선택하신 후 눌러주십시요. 또는
OK버튼을 눌러주십시오.

LT/RT 만일 사용자의 DVD 플레이어가
Dolby Pro Logic 디코더에 연결되어 있다면
본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Stereo 오직 전면 스피커로만 출력이
전달될 경우에는 본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V SURR DVD플레이어가 버츄얼 서라
운드 사운드 효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1CH 5.1 채널 출력에 대하여서는 본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전면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항목에는
“Lagre”와“Sma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Lagre”와
“off”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 본 항목은“Down Mix”하에서“5.1CH”을 선택
할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면 스피커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항목에는
“Lagre”와 ”Small”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 본 항목은“Down Mix”하에서“5.1CH”을 선택
할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브우퍼에서 ON(켜짐)/OFF(꺼짐)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Test Tone
테스트 톤은 자동적으로 전달되어 집니다.

DIV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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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본 항목은“Down Mix”하에서“5.1CH”을 선택
할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트레이가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SPDIF 설정 페이지에 포함된 항목:“SPDIF OFF”,
”SPDIF/Raw”와“SPDIF/PCM”

➞ SPDIF Off: SPDIF 출력을 끌 경우.
➞ SPDIF/Raw:디지털 출력 (동축 또는 광축)
이 멀티채널 디코더/리시버에 연결되어졌을 때.
➞ SPDIF/PCM: 오직 리시버가 멀티채널
오디오 디코딩을 할 수 없을 경우.

디지털 오디오설정에 포함된 항목:“Dual Mono”

Dual Mono
연결하신 스피커 수와 일치하는 수량의 설정을
선택하십시요.
➞ Stereo: 왼쪽 모노 사운드는 출력신호를
왼쪽 스피커에 전달하며 오른쪽 모노 사운드는
출력신호를 오른쪽 스피커에 전달합니다.
➞ L-Mono: 왼쪽 모노 사운드는 좌, 우 스피커
에 출력신호를 전달합니다.
➞ R-Mono: 오른쪽 모노 사운드는 좌, 우
스피커에 출력신호를 전달합니다.

3D 프로세싱에 포함된 항목들:“프로로직 ll”와
“Reverb Mode”

Pro Logic
프로로직 ll 페이지에 포함된 항목:“Pro Logic ll”,

“Mode,“Panorama”,“Dimension”과“Conter
Width”

Pro Logic ll
본 기능은 3차원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
합니다.
➞ On:프로로직 ll 효과를 작동시킵니다.
➞ Off:프로로직 ll기능을 해제시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아래의“프로로직 ll”기능은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 Auto:재생되어지는 디스크에 따라서
프로로직 ll효과를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Mode 
원하시는 프로로직 ll모드를 이곳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Music:음악을 청취하실 때, 사용자는 마치
공연장에서 직접 연주를 청취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Mode”항목은 오직
본 옵션이 선택되어질 때만 사용 가능합니다.
➞ Movie:DTS기능을 사용할 경우 영화사운드
트랙에 현실감을 더해 줍니다.
➞ Pro Logic:본 기능을 선택한 후, 전면 좌,
우 스피커만으로도 현실감있는 멀티채널의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3D

SP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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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재생되는 디스크에 따라서 프로로직
ll를 자동선택 하도록 합니다.

파파노노라라마마
사운드가 휘감는 효과를 위하여 서라운드
스피커에 포함된 스테레오 이미지를 확장합니다.

On: 본 기능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Off: 본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Dimension 
전, 후 스피커 방향으로 음역이 증가하도록
조정합니다. 본 조정범위는 -3(후면방향) 에서
+3(전면방향) 입니다.

중중앙앙 넓넓이이
다양한 단위로 모든 전면 스피커로부터 중앙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Reverb Mode
Reverb Mode는 오직 두개의 스피커를 이용하여
가상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HDCD에 포함된 항목:“Filter”

Filter
HDCD 디스크가 재생되어질 때 오디오 출력의
절단되는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Off(꺼짐), 44.1K와 88.2K

본 모드에서, 고음출력은 부드러워지고 저음
출력은 청취가능 수준으로 상승됩니다. 이것은
야간에 주위의 방해없이 좋아하는 액션영화를
시청하시는데 도움을 줍니다.

On:본 기능을 선택하시면 음량을 평이하게
합니다. 본 기능은 오직 돌비 디지털 모드로
영화를 재생하실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Off:자체의 다이나믹한 서라운드 음향을
즐기시려면 이것을 선택하십시요.

비디오 설정페이지에 포함된 항목:
“Component”, “TV모드”, “화질”

비디오 연결에 따라서 비디오 출력을 설정
하십시요. 본 설정은 TV와 마이크로 DVD를
VIDEO OUTPUT 잭(노란색)을 사용하여 연결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Ypbpr:만일 DVD와 TV가 콤포넌트 비디오
단자를 통하여 연결되었을 때는 본 기능을 선택
하여 주십시요.

S-Video:만일 연결되었다면 선택하십시요.

Ypbpr이 선택되어 졌을 때 비월주사 또는
P-Scan 비디오 출력모드를 선택하십시요.

P-SCAN과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에서, 화면끊김이 없는
고화질의 영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레
시브 스캔 비디오 출력기능이 지원되는 TV와
Y Pb Pr단자로 DVD플레이어가 연결되었을 때에
만 작동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TV에 왜곡된
화면이 출력됩니다. 적절한 프로그레시브 스캔
설정을 하여주십시요. 43-4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요.

본 메뉴는 비디오화질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❶ 34버튼을 눌러“화질”을 선택하십시오.

❷ 2  또는 OK버튼을 눌러서 비디오화질 설정으로
들어가십시요.

비디오 설정 페이지에 포함된 항목: “선명도”,
“밝기”, “명암”, “색상”, “명암의 정도”, 
채도”와“휘도지연”

TV 
HDCD

30

MCD705_IFU  2005.10.14 3:36 PM  ˘ ` 30



Sharpness
선명도를 조정합니다.

High , Medium 그리고 Low

Brightness
밝기를 조정합니다. 범위: -20+20

Contrast
명암을 조정합니다. 범위 : -16 +16

Gamma
High , Medium , Low

Hue
단위를 조정합니다. -9 +9

Saturation
채도를 조정합니다. -9,+9

Luma Delay
휘도지연을 조정합니다.

0T 그리고 1T

본 개인선호 페이지에 포함된 항목:“TV형태”, 
“오디오”, “자막”, “디스크 메뉴”, “잠금”과
초기값”

참조:
- 선호기능은 정지모드 또는 디스크가 삽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만 선택가능합니다.

일부 디스크에서는 디스크내에서 특정장면이나
디스크 전체의 등급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능으로 사용자는 시청제한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제한등급은 국가에 따라서 1에서 8까지
설정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아이들에게
적당하지 않은 장면, 특정 디스크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시청제한 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VCD,
SVCD, CD에는 본 기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스크는 대부분 불법 디스크에 적용
됩니다.

❶ 34버튼을 눌러“Parental(등급제한)”을 선택
하십시오.

❷ 2버튼을 눌러 하위메뉴로 들어가십시요.

❸ 34버튼을 눌러 삽입된 디스크의 등급을 선택
하십시오. 

DVDs에 설정되어있는 등급보다 상위등급이
선택되어질 때 4자리 암호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디스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참조:
- 일부 DVD는 디스크 커버에만 등급이 인쇄
되어있고 등급이 디스크에 등록되어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에서는 등급기능은
작동되지 않습니다.

1 KID SAF
- 어린이:아동들에게 특히 추천되어지며, 모든
연령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G
- 일반청취:모든 연령이 청취할 수 있습니다.
3 PG
- 부모의 시청지도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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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G 13
-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5-6 PGR, R
- 부모님 지도-제한: 17세 이하의 아동의 시청
을 금지합니다. 시청시 성인이나 부모님의 시청
지도가 필요합니다.

7 NC-17
- 17세이하의 청소년의 시청을 금지합니다.

8 성성인인
섹스, 폭력, 폭언 때문에 오직 성인만 시청가능
합니다.

초기설정 기능은 모든 항목과 개인 설정값을
초기값으로 재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
설정은 소거됩니다.

비밀번호 설정페이지에 포함된 항목:
“비밀번호 모드”, ”암호”

본 기능은“켜기/끄기”를 선택함으로써 암호
기능을 작동/해제 시킵니다.

힌트가 화면에 디스플레이될 때 4자리 암호를
입력하십시요. 초기 비밀번호는 1234입니다.

❶ 34버튼을 눌러서“비밀번호”란에 선택하십시오.

❷ 2버튼을 눌러서 하위메뉴로 들어가십시요.

❸ 새로운 암호 입력페이지를 열기위해서는 OK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❹ 4자리 코드를 입력하십시요.

❺ 새로운 4자리 코드를 입력하십시요.

❻ 확인하기 위하여 새로운 4자리코드를 두번 입력
하십시요.

새로운 4자리코드는 이제 효력을 발휘
합니다. 

❼ OK버튼을 눌러서 빠져나가십시요.

참조
- 만일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지면, 등급설정, 
디스크 잠금 기능의 비밀번호도 변경됩니다.
- 초기값(1234)는 비록 암호가 변경되어도 항상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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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STANDBY-ONB(리모콘상의 B)버튼을
눌러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음원으로 되돌아
가십시요.

❷ SOURCE(리모콘상의 TUNER버튼)버튼을
눌러서 TUNER모드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❸ TUNER버튼을 눌러서 원하시는 주파수를 선택
하십시요.:FM 또는 MW(AM)

❹ 주파수가 변경을 시작할때까지 ¡ /™버튼
(리모콘상의 TU +/- 5  6)을 누르고 계십
시요. 그리고 놓아주십시요.
➞ 시스템은 가장수신이 좋은 라디오 주파수를
선국합니다.

● 감도가 약한 방송국을 선국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주파수가 선국 될 때까지 ¡ /™버튼
(리모콘상의 TU +/- 5 / 6)을 눌러 주십시요.

❺ 필요하면 원하시는 방송국이 선국될때까지
4단계를 반복하여 주십시요.

사용자는 40개의 주파수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FM, AM 각 20개)

자동 프로그래밍은 저장번호를 선택하기 시작
합니다. 현재 번호의 윗쪽 방향으로 이전의
프로그램된 라디오 방송국은 덮어쓰게 됩니다.

●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리모콘상의
PROG버튼을 2초이상 누르고 계십시요.
➞ 모든 이용 가능한 주파수가 프로그램되어
집니다.

❶ 원하시는 라디오 방송국을 선국합니다. 
(“라디오 주파수 선국하기”편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❷ 리모콘상의 PROG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PROG”아이콘이 반짝거립니다.

❸ 원하는 선국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PRESET+ 또는 PRESET-/L(리모콘상의 CH+/-
콘(¡  ™))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원하시는 저장번호를 선택하기 전에“PROG”
가 없어지면, 리모콘상의 PROG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❹ 라디오 주파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리모콘
상의 PROG버튼을 다시 눌러주십시요.

● 라디오 주파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1-4단계를
반복하여 주십시요.

● 튜너모드에서 원하시는 저장된 주파수 번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PRESET+ 또는 PRESET
-/L(리모콘상의 CH+/-콘(¡ /™))을 눌러
주십시요.
➞ 저장번호, 라디오 주파수 그리고 밴드명이
디스플레이 됩니다.

❶ 대기모드에서 디스플레이의 시간이 반짝거릴때
까지 리모콘상의 CLOCK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요.
➞“CLOCK SET”이 잠시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화면에 시간숫자가 반짝거립니다.

❷ VOLUME -/+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 방향
으로 돌리시거나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눌러 시간을 맞추어 주십시요.

❸ CLOCK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요.
➞ 디스플레이 화면에 분숫자가 반짝거립니다.

❹ VOLUME -/+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 방향
으로 돌리시거나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눌러 분을 맞추어 주십시요.

❺ CLOCK 버튼을 다시 눌러서 시간설정을 확정
하십시요.

참조:
- 본 시스템은 오직 24시간모드를 지원합니다.
- 시간설정은 시스템 전원의 연결이 끊어지면
삭제됩니다.
- 만일 30초간 아무런 버튼도 눌려지지 않으면
시간설정 모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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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시간 설정은 시스템이
저장된 시간에 자동적으로 대기모드로 전환
됩니다.

❶ 전원이 켜진상태에서 SLEEP/TIMER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서 예약시간을 선택하십시오.
➞ 다음같이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분시간)
00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90 ➜ 00

❷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면 SLEEP/TIMER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키십시요.
➞“SLEEP”라는 문자가 나타납니다.

●“00”이 디스플레이 될때까지 SLEEP/TIMER
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주십시요. 또는
STANDBY-ONB(리모콘상의 B버튼)버튼을
눌러 주십시요.

타이머 설정은 시스템을 자동적
으로 설정시간에 켤수 있습니다.

❶ 디스플레이에 시간이 깜박거릴때까지
SLEEP/TIMER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요.
➞“TIME SET”문자가 스크롤 됩니다. 그리고
시간 숫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깜박거립니다.

❷ VOLUME -/+레버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거나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눌러서 시간을 설정하십시요.

❸ SLEEP/TIMER버튼을 눌러서 확정하십시요.
➞ 디스플레이에 분숫자가 깜박거립니다.

❹ VOLUME -/+레버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거나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눌러서 분을 설정하십시요.

❺ SLEEP/TIMER버튼을 눌러서 설정된 시간을
확정하십시요.
➞“OFF”라는 문자가 디스플레이 화면에 깜박
거립니다.

❻ VOLUME -/+ 레버를 시계방향 또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거나 리모콘상의 VOLUME -/+
버튼을 눌러서“ON”을 선택하십시요.
➞ 디스플레이 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6단계에서“OFF”를 선택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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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전원 ...............................~220V/50 Hz
소비전력(1/8 rated output power) .... ≤52W
AUX입력감도 .................................. ≤350mV
채널분리 ............................................ ≥40dB
왜곡 ...................................................... 0.7%

DVD
주파수 응답 ................ 100Hz-20kHz (±1dB)
비디오 출력 .......................................... 1 VPP

수평해상도 ................................... ≥500 (TV)
규격 ................ 232(W)x75.5(H)x223.5(D)mm
무게.................................................... 1.85 kg

주파수 (THD=10%)5x22W (8 +1x50W (4 )
응답 ............................ 100Hz-20kHz (±1dB)
S/N비 ................................................. ≥60dB
임피던스 .................................................. 8
규격 ................. 232(W)x75.5(H)x223.5(D)mm
무게 .................................................... 3.55kg

FM주파수 대역 ....................... 87.5-108 MHz
FM 잡음한계 민감도 .................... ≤20ЧV/M
FM S/N ............................................. ≥46dB
MW 주파수대역 ....................... 531-1602 kHz
MW 잡음 민감도 ......................... ≤3.0ЧV/m
MW S/N ............................................ ≥40dB

시스템 .................................. 2-way shielded
임피던스 .................................................. 8
스피커 드라이버 ...... 1x 3”woofer, ribbon tw
규격 ......... 120mm(W)x268mm(H)x103mm(D)
무게 .................................................... 0.85 kg

시스템 .................................. 2-way shielded
임피던스 .................................................. 8
스피커 드라이버 ...... 4 x 2”woofer, 1.75”tw
규격(W×H×D) ........ 435mm x 85 mm x 70
무게 .................................................... 1.3 kg

시스템 .................................. 2-way shielded
임피던스 .................................................. 8
스피커 드라이버............... 1x 3”woofer, Pieze
규격(W×H×D)........ 120 mmx268mmx103mm
무게 ................................................... 0.61 kg

서브우퍼 ................................................. 6.5”
임피던스 .................................................. 4
규격 ............................... 350mmx360mmx185
무게 ...................................................... 4.7kg

거리 ......................................................... 6m
각도 ...................................................... ±30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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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전원선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 DVD 시스템의 상단부의 STANDBY-ONB버튼을
누르시거나 리모콘상의 B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TV가 켜져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 비디오 연결을 확인하여 주십시요.
✓ DVD플레이어 상단부의 SOURCE버튼을 반복하여

눌러서 DVD를 선택하여주십시요. 또는 리모콘상의
DISC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TV의 정확한 비디오 입력채널을 설정하십시요. 본채
널은 일반적으로 00채널근처에 존재합니다. 보조
또는 A/V IN 채널 선택을 위한 리모콘상의 버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TV에 DVD화면이 나타날때
까지 TV채널을 변경하십시요.

✓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은 작동되었지만 연결된
TV가 프로그레시브 신호를 지원하지 못하거나 또는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프로그레
시브 스캔 설정을 하시려면 43-44페이지의 적절한
프로그레시브 스캔 설정하기편을 참조하십시요. 또는
아래와 같이 프로그레시브 스캔 기능을 해제하
십시요.

1) TV의 프로그레시브 스캔모드를 끄시거나 비월주사
모드를 켜십시요.

2) 리모콘상의 SYSTEM버튼을 눌러서 시스템메뉴에서
빠져나오시고 DISC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레시브 스캔
에서 빠져나오십시요.

✓ 가끔 일부화면이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 디스크를 닦아주십시요.

✓ TV는 컬러시스템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디스크 또는 DVD시스템의 컬러 시스템이 TV의 컬러
시스템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화면은 일그러지거나
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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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DVD

✓ 비율이 DVD디스크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 TV에 따라 화면 비율이 바뀌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음량을 조절하여 주십시요.
✓ 스피커 연결 그리고 설정을 다시 확인하여 주십시요.
✓ 스피커 케이블을 다시 설치하여 주십시요.
✓ 헤드폰의 연결을 해제하여 주십시요.
✓ 시스템이 정지상태, 느린화면 또는 빠른 전/후 모드

라면 PRESET2K(또는 리모콘상의 2K)을 눌러서
정상재생 모드로 되돌려 주십시요.

✓ 중앙과 서라운드 스피커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 정확한 서라운드 사운드 설정 선택을 위하여
SURROUN버튼을 눌러주십시요.

✓ 재생하고 있는 음원이 서라운드 음향 (DTS,DOLBY
DIGITAL 기타등등)으로 녹음되거나 방송되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요.

✓ 재생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재생가능한 디스크를
넣으십시요.

✓ 디스크 타입, 컬러 시스템 그리고 지역코드를 확인
하십시요. 디스크에 긁힘/지문 자국이 없는지 확인하
여 주십시요.

✓ SYSTEM MENU버튼을 눌러서 설정메뉴화면을 종료
하여 주십시요.

✓ 시청제한 등급을 바꾸거나 또는 시청제한 등급
기능을 해제하여 주십시요.

✓ 시스템 내에 응축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를
꺼낸 다음 시스템을 켠채로 한시간 정도 놓아 주십
시요.

✓ 전원선을 벽면소켓에서 빼시고 다시 연결하여
주십시요.

✓ 멀티-언어 사운드 또는 자막이 DVD에 녹화되어있지
않습니다.

✓ DVD는 자막에 관한 언어를 바꾸는 것이 DVD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DVD에서 본기능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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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주파수를 맞추어 주십시요.
✓ 안테나를 연결하여 주십시요.
✓ 안테나선을 연장하십시요. 수신이 좋은방향을 향하게

하고, 벽면에 고정하십시요.
✓ 외부 FM 또는 MW 외부 안테나를 설치하십시요.
✓ 최고로 수신이 잘되는 위치로 방향 및 위치를

조정하십시요.
✓ 간섭을 발생시키는 장소로부터 안테나를 멀리 설치

하여 주십시요.
✓ 시스템과 TV 또는 다른장치를 떨어뜨려 주십시요.

✓ 기능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확한 음원(DISC,TUNER
등)을 선택하여 주십시요.

✓ 리모콘을 기기의 리모콘 센서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요.

✓ 플레이어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여 주십시요.
✓ 기기와 리모콘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십시요.
✓ 건전지를 새로운것으로 바꿔주십시요.
✓ 건전지가 정확히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요.

✓ DIM버튼을 다시 눌러주십시요. 

✓ DVD시스템과 간섭을 일으킬수 있는 전자장치사이를
가능한 멀리떨어뜨려 주십시요.

✓ 모든 스피커의 극성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
주십시요.

✓ 비디오 출력신호가 Ypbpr로 전환되었는지 확인
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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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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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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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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률
이 높아질수록 디스크에서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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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련
된 화면 표시부입니다.

숫치로 변환된 음향입니다. 디지털 오디
오 출력 콕시얼 또는 광단자를 이용하였을때 디지
털 음향이 가능합니다. 이 단자는 아날로그에서의
오직 두 채널 대신에 멀티 채널을 통해 오디오를
전송
할수 있습니다.

돌비사에 의해 개발된 서라운드 음
향 시스템으로 음성의 5.1 분리채널(전면 좌/우, 
서라운드 좌/우, 중앙, 그리고 서브우퍼)이 가능
하게 합니다.

Digital Theater System.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이지만 돌비 디지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식은 다른 회사에 의하여 개발되었습니다.

Joint Photographic Expert Group 에 의하
여 제안된 정지화면 데이타 압축 시스템이며, 고압
축율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음향 데이타 압축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파
일형식입니다. “MP3는 Motion Picture Experts
Group 1(또는 MPEG-1)Audio Layer 3의 약어입니
다. MP3 형식을 사용하면 CD-R 또는 CD-RW한장
에 표준 CD가 담을 수 있는 데이타량의 약 10배를
담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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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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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환시
이용되는 데이타 압축없이 아날로그 음향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시스템

재생을 조절하기
위해 비디오 CD 또는 SVCD에는 녹화되어 있는
신호를 말함. PBC가 가능한 비디오 CD 또는 SVCD
에 녹화되어 있는 메뉴화면을 이용하여 탐색기능
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물론 쌍방향 타입 소프트웨
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의 모든 수평라인을
한개의 신호화면 같이 한번에 나타냅니다. 본 시스
템은 DVD로부터 비월주사된 비디오를 프로그레시
브 표시부에 연결하기 위한 프로그레시브 포맷으
로 바꾸어 줍니다. 이것은 수직 해상도를 놀라우리
만치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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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과 컬러에 대한 신호를 분
리하여 보냄으로써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
다. TV 가 S-Video 입력단자를 갖고 있는 경
우에만 S-Vide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타가 디지털
데이타로 전환될때의 샘플링 데이터 주파수
를 일컬음. 샘플링 주파수는 초당 아날로그
신호수로 표현되어짐.

영상 소프트웨어 경우 DVD상의
영상이나 음악의 가장 긴 단위나 음향 소프
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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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