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
안전

중요한 안전 지침

- 본 지침을 숙지하십시오.
- 본 지침을 보관하십시오.
- 모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 전원 공급 장치 전압이 유닛 뒷면이나 바닥에 표시된 전압과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장치를 물 가까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 마른 천으로만 장치를 세척하십시오.
- 환기 구멍을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장치를 

설치하십시오.
- 라디에이터, 열 조정 장치, 난로 또는 열이 발생하는 기타 장치(앰프 

포함) 등, 열원 근처에서 장치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전원 코드, 특히 플러그나 콘센트 그리고 장치에서 나오는 전선 

부위가 발에 밟히거나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부착물/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풍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장치에서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모든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전원 

공급 코드나 플러그 손상, 장치에 액체 유출 또는 물체 낙하, 빗물이나 
습기에 장치 노출, 비정상적인 장치 작동 또는 장치 추락 등으로 
장치가 손상을 입으면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 장치를 낙숫물이나 분무에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 액체를 채운 물체, 불을 켠 초 등 위험원을 장치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 사용자 설명서에 나열된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 또는 기기 커플러가 분리 장치로 사용될 경우 분리 

장치는 항상 작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고

• 유닛 케이스를 절대로 제거하지 마십시오

• 유닛의 어떤 부분에도 윤활유를 바르지 마십시오.

• 평평하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표면에 유닛을 올려놓으십시오.

• 이 유닛을 다른 전기 장비 위에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 이 유닛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이 유닛을 물, 습기, 액체를 채운 
물체로부터 먼 곳에 두십시오.

• 이 유닛을 직사광선, 화염 또는 열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고지

Philips Consumer Lifestyle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일체의 변경 
또는 개조 시 본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무효가 됩니다.

오래된 제품 폐기

제품은 고급 재질 및 구성품으로 설계, 제조되었으며 재활용 및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다른 생활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전기 
제품 및 배터리 분리수거에 적용되는 현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올바르게 폐기하면 환경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재활용 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recycle.philips.com
을 참조하십시오.

환경 정보

불필요한 포장은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포장이 판지(상자), 폴리스티렌 
폼(완충재) 및 폴리에틸렌(가방, 보호용 폼 시트)의 세 가지 재료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시스템은 전문 회사가 분해할 경우 재활용 및 재사용될 수 있는 재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소모한 배터리 및 오래된 장비의 폐기에 
관한 지역 규제를 준수하십시오.

빠른 시작 가이드

KO 일반 정보
출력 조건 V042-022 ~50/60Hz

소비 전력 W22 

크기(W x H x D) 335 x 185 x 148mm

중량(메인 유닛 gk25.2 )

튜너
튜닝 범위 FM: 87.5~108MHz

앰프
출력 10W x 2

주파수 응답 001 ~20,000Hz

신호 대 잡음비 Bd07> 

스피커
스피커 임피던스 4 Ω
스피커 최대 입력 W01 

스피커 드라이버 3 인치 풀레인지

Bluetooth
Bluetooth 버전 0.5 

주파수 응답 204,2 ~2,480MHz

최대 송신 출력 mBd5 

최대 통신 범위 약 10m

호환 Bluetooth 프로필 A2DP

참고: 디자인 및 사양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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