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CM169

상자를 열면 다음 품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설명서

리모콘

요약 설명서 사용 설명서

MP3 링크 케이블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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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스피커(오른쪽) 스피커(왼쪽)

FM 안테나

AC 전원

팁  
다른 장비를 이 시스템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P3 LINKUSB

MODE

USB RECORD USB DELETE

TIMER TIMER

시계 설정

AC 전원 코드를 벽면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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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CK/DISPLAY을 누른 채로 기다려 시계 설정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12시간 또는 24시간 형식이 표시됩니다. ➜

PROG을 여러 번 눌러 12시간 또는 24시간 형식을 선택합니다.

CLOCK/DISPLAY을 눌러 확인합니다.

시를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되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

/ 을 눌러 시간을 설정합니다.

CLOCK/DISPLAY을 눌러 확인합니다.

분을 나타내는 숫자가 표시되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

/ 을 눌러 분을 설정합니다.

CLOCK/DISPLAY을 눌러 확인합니다.

MCM169_61_QSG_0914_Kor.indd   2 1/18/2010   3:44:36 PM



4

3

2

1
디스크 재생

SOURCE[소스](또는 리모콘의 DISC[디스크])를 눌러 디스크 소스를 
선택합니다.

윗면 패널에 있는 디스크함 덮개를 열어 디스크함을 엽니다.

인쇄된 면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디스크를 넣은 다음 디스크함을 
닫습니다.

디스크가 재생되지 않을 경우 2;을 누릅니다.

재생을 중지하려면 9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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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장치를 장치의  소켓에 연결합니다.

SOURCE[소스]를 한 번 또는 여러 번 누르거나, 리모콘의 USB를 눌러 USB를 
선택합니다.

CD의 앨범/트랙을 재생하는 것처럼 USB의 오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USB 재생

Hi-Fi 시스템으로 USB 플래시 메모리(USB 2.0 또는 USB1.1), 
USB 플래시 플레이어(USB 2.0 또는 USB1.1), 메모리 카드(Hi-Fi 시스템과의 

호환을 위해 추가 카드 리더 필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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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소스](또는 리모콘의 TUN)를 여러 번 눌러 FM 또는 MW를 선택합니다.

PROG[프로그램]을 2초 이상 눌러 사용 가능한 모든 스테이션을 신호 수신 범위순
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튜너 모드에서 PRESET/ALBUM +/-(또는 리모콘의 ALB/PRESET +/-)을 눌러 
프리셋 번호를 선택합니다.

라디오 청취

팁  
재생 기능 및 추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함께 제공된 사용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MP3 LINKUSB

MODE

USB RECORD USB DELETE

TIMER T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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