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4 
추가 버튼 용어



주의! * 표시가 있는 “버튼”은 Beo4 리모컨의  
이전 버전에만 적용됩니다.

A 
A.AUX (오디오 보조 소스)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추가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ADD? Beo4 설정 모드의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Beo4 디스플레이에 추가“버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Beo4 설정 모드로 들어가 ADD?를  

불러오고 GO를 누르면 추가할 수 있는“버튼”이 

표시됩니다. LIST를 누를 때 처음 표시되는 추가 

“버튼”으로 현재 표시된“버튼”을 추가하려면 

GO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추가“버튼”목록의 

세 번째로 배치하려면 3을 누르면 됩니다. 

A-DVD2 (A-V.TP2*) (AV 비디오 레코더 2) AV를 

선택한 후 DVD2 (V.TAPE2*)를 선택합니다.

A.MEM (A.TAPE*) (오디오 레코더)  

Beo4 A MEM (A TAPE*)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오디오 레코더가 작동합니다.

A.MEM2 (A.TAPE2*) (오디오 레코더 2)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두 번째 오디오 레코더의 전원을 켭니다.

A-N.MUS (AV 인터넷 음악) AV를 선택한 후 

N.MUSIC을 선택합니다.

A.OPT (오디오 옵션) 오디오 시스템의 시스템  

설정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OPTION?을 참조하십시오. 

A.SETUP (오디오 설정) 특정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의 사운드 조정에 필요한 추가 

“버튼”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사운드 조정을  

위해 다음 »버튼«을 표시하려면 A.SETUP을  

추가해야 합니다. 

BASS – 오디오 시스템의 중저음 수준을  

조정합니다.  

TREBLE – 오디오 시스템의 고음 수준을  

조정합니다.  

LOUDNSS (강도) – Loudness 설정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LOUDNSS를 참조하십시오. 

S.STORE (사운드 저장) – 사운드 조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TORE를  

참조하십시오.

A.TAPE*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 Beo4 A TAPE*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가 작동합니다.

A.TAPE2*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 2)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두 번째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의 전원을 켭니다. 

AUDIO? Beo4용 오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AUDIO1 및 AUDIO2를 제품 설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DIO1 Beo4용 오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AUDIO1은 BeoSound 9000을 제외한 모든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AUDIO2 Beo4용 오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AUDIO2는 BeoSound 9000을 지원합니다.

AV TV 사운드를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스피커로 

전환하거나 그 반대로 하는 등 오디오/비디오  

기능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비디오와 

오디오 시스템이 서로 연결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AVANT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BeoVision Avant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AVANTUS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미국에서  

출시된 BeoVision Avant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A-V.AUX (AV V.AUX) AV를 선택한 후 V.AUX를 

선택합니다.

AV-N.RA (AV 인터넷 라디오) AV를 선택한 후 

N.RADIO를 선택합니다.

AV-PC (AV PC) AV를 선택한 후 PC를 선택합니다.

A-V.TP2* (AV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2) AV를  

선택한 후 V.TAPE2*를 선택합니다.

AV5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BeoCenter AV 5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AV9000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BeoSystem AV 9000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B 
BASIC BeoSound 9000 이외의 모든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Beo4 오디오 제품 설정을 

나타냅니다.

BASS 특정 Bang & Olufsen 시스템의 중저음  

수준을 조정합니다. BASS를 사용하려면 A.SETUP 

또는 V.SETUP을 적절하게 추가해야 합니다.  

사운드 조정 사항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STORE(사운드 저장)를 참조하십시오.

BATTERY Beo4 리모컨의 배터리 교체 시기를  

나타냅니다.

BC1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BeoCenter 1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BS9000 Beo4 오디오 제품 설정이 BeoSound 9000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BV1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BeoVision 1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C 
CAMERA (CAMCORD*) (캠코더)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서  

CamCorder 입력을 선택합니다. 

CD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Beo4 CD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CD 플레이어가  

작동합니다.

CD2*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2) 특정  

Bang & Olufsen 오디오 시스템에서  

두 번째 CD 플레이어를 켭니다.

CDV (컴팩트 디스크 비디오 플레이어)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컴팩트 디스크 비디오 플레이어를 켭니다.

CLEAR 마지막으로 사용한 Bang & Olufsen TV  

설정의 프로그램 번호를 지웁니다. CLEAR를  

사용하려면 V.SETUP을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CLOCK 특정 Bang & Olufsen 제품에 시간을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ONFIG? Beo4 전용 제품 설정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비디오 및 오디오  

제품의 제품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OUNTER (카운터 위치) 비디오 테이프의  

특정 카운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LIST를  

반복해서 눌러 COUNTER를 표시한 다음  

숫자 키를 사용하여 해당 카운터 위치를  

입력하십시오.

D 
DOORCAM* (도어 카메라) 특수 Bang & Olufsen 

응용 프로그램용입니다.

DTV (SAT*) (디지털 TV) Beo4 DTV (SA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디지털  

TV 소스가 작동합니다. 

DVD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Beo4 DVD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DVD 플레이어가 작동합니다.

DVD2 (V.TAPE2*) (두 번째 DVD 플레이어 또는 
비디오 레코더)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두 번째 비디오 레코더의 전원을 켭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E 
EDIT BeoSound 9000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일련의 CD 트랙을 재생하는 데 사용합니다.

F 
FORMAT (화면 형식) Bang & Olufsen  

와이드스크린 비디오 시스템의 화면  

형식을 최적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I 
INDEX (Teletext 색인 페이지) Teletext 색인  

페이지(p.100)를 불러옵니다. Beo4 기능 목록에 

INDEX를 추가합니다. TEXT를 눌러 Teletext에 

들어간 후 LIST를 반복해서 눌러 INDEX를  

표시하고 GO를 눌러 해당 페이지를 불러옵니다.

L 
LAMP (램프 조명 컨트롤) 조명 설정에서 특정  

램프를 켭니다. Bang & Olufsen 조명 컨트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LIST를 눌러 LAMP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버튼”을 추가한 다음 램프에 해당하는  

숫자(1~9)를 입력합니다.

LARGE (Teletext: 크게) 특정 Bang & Olufsen 

TV에서 보고 있는 Teletext 페이지를 확대하는 

데 사용합니다. Teletext에 들어간 후 LIST를  

반복해서 눌러 LARGE를 표시하고 GO를 눌러 

페이지 일부를 확대합니다. 페이지의 나머지  

반을 확대하려면 GO를 누르고 GO를 다시 눌러 

보통 Teletext 페이지 크기로 돌아가십시오.

2



L-DVD2 (두 번째 DVD 플레이어 또는 비디오  
레코더 연결) LINK를 선택한 후 DVD2를  

선택합니다. 

LIGHT (조명 컨트롤) Beo4 LIGH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조명 컨트롤이 작동합니다.

LINK 일반적으로 사용하도록 LINK버튼을 지정한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려면 Beo4에 LINK를 추가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메인 룸의 디코더를 비디오 링크 

룸에서 사용하려면 Beo4 디스플레이에 LINK를 

표시한 다음 TV를 누르면 됩니다. 

2. 링크 룸과 메인 룸에서 같은 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 링크 룸에서 링크 

룸에 있는 VTR 대신 메인 룸에 있는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VTR)를 사용하려면 Beo4  

디스플레이에 LINK를 표시한 다음 V MEM  

(V TAPE*)을 누르면 됩니다. 

3. BeoLab 3500 등의 링크 룸 제품이 Avant 및 

Ouverture 등(Option 4)의 메인 룸 제품과 같은 

공간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를 들어, X-tra 스피커 장비가 TV와 함께  

링크 룸에 있거나 X-tra TV 장비가 이전 Bang & 

Olufsen TV(LX2802 TV 등)와 함께 링크 룸에  

있을 때 호환되도록 설정합니다. 링크 설정을  

활성화하려면 Beo4에 LINK를 표시한 다음 TV, 

RADIO, CD, A MEM (A TAPE*), V MEM (V TAPE*) 

등 적절한 소스 버튼을 누릅니다.

LINK-AV (오디오/비디오 연결) 일반적으로 TV와 

같은 보조 비디오 소스를 사용하여 링크 룸의 

메인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이 스테레오 

사운드를 내도록 합니다. TV 디코더가 메인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o4 기능 목록에 이를  

추가하고 LIST를 눌러 LINK-AV를 표시한 다음 

TV를 누르십시오.

L-N.MUS 링크 룸에서 N.MUSIC을 선택합니다.

L-N.RA 링크 룸에서 N.RADIO를 선택합니다.

L.OPT (링크 옵션) 링크 룸 제품의 시스템  

설정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링크 옵션을  

프로그래밍하려면 L.OPT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OPTION?을 참조하십시오.

LOUDNSS (강도) 특정 Bang & Olufsen 시스템의 

강도 기능을 켜고 끕니다. LOUDNSS는 A.SETUP 

또는 V.SETUP을 추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도 기능은 볼륨을 작게 해서  

들을 때 높고 낮은 중저음 및 고음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의 청력을 보완합니다. LIST를 눌러 

LOUDNSS를 표시한 다음 GO를 반복해서 눌러 

강도를 켜거나 끕니다. 조정 사항 저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STORE(사운드 저장)를  

참조하십시오. 

L-PC (PC 연결) LINK를 선택한 후 PC를  

선택합니다.

L-PHONO* (PHONO 연결) LINK를 선택한 후 

PHONO를 선택합니다. 

L-V.AUX (V.AUX 연결) 링크 룸으로 셋톱 박스  

신호를 분배하는 몇몇 상황에 사용합니다.

L-V.TP2*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2 연결)  

LINK를 선택한 후 V.TAPE2*를 선택합니다. 

M 
MIX (Teletext: 혼합) 특정 Bang & Olufsen TV에서 

TV 화면 위에 Teletext 페이지를 겹쳐 놓을 때  

사용합니다. Teletext에 들어간 후 LIST를  

반복해서 눌러 MIX를 표시하고 GO를 누릅니다.

MOVE? Beo4 설정 모드에서 옵션으로 표시됩니다. 

Beo4 디스플레이에 추가“버튼”을 표시하는  

순서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Beo4 설정  

모드로 들어가 MOVE?를 불러오고 GO를  

누르면 이동할 수 있는“버튼”이 표시됩니다. 

LIST를 누를 때 처음 표시되는 추가“버튼”으로 

현재 표시된“버튼”을 이동하려면 GO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추가“버튼”목록의  

세 번째로 배치하려면 3을 누르면 됩니다.

MX Beo4 Video 제품 설정이 BeoVision MX  

전용임을 나타냅니다. BeoVision MX TV의  

이전 버전 및 다른 구형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도 MX 제품 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형 시스템을 조정하고 미리  

설정하려면 V.SETUP을 추가해야 합니다.

N 
NONE Beo4 비디오 제품 설정이 NONE으로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른 비디오 목록 기능 없이 

오디오 제품 설정만으로 Beo4를 프로그래밍할 

때 사용합니다.

N.MUSIC (인터넷 음악) 연결된 PC에 저장된  

mp3 및 wma 형식 음악 트랙을 재생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N.MUSIC이  

표시되고 트랙이 재생되는 동안,  또는 를  

눌러 트랙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는  

재생 목록을 변경하고, STOP 및 GO는 재생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N.RADIO (인터넷 라디오) 연결된 PC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를 사용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N.RADIO가 표시되고 트랙이  

재생되는 동안,  또는 를 눌러 트랙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는 재생  

목록을 변경하고, STOP 및 GO는 재생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합니다.

O 
OPTION? (옵션 프로그래밍) (Standby와 LIST를  

누른 다음 LIST를 반복해서 눌러) Beo4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 나타납니다. Bang & Olufsen 

시스템 설정을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GO를 누른 다음 LIST를 눌러 미리 프로그래밍할 

옵션 유형을 표시합니다. 

V.OPT (비디오 옵션) 

A.OPT (오디오 옵션) 

L.OPT (링크 옵션) 

올바른 옵션이 표시될 때 적절한 옵션 번호를  

입력합니다. 

P 
PAGE (Teletext 페이지 선택)특정 Bang & Olufsen 

TV의 Teletext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이 메뉴에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GO TO를 누릅니다.)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를 

누릅니다. 

PC Beo4를 사용하여 Bang & Olufsen BeoLink  

시스템에 연결된 PC 의 사운드를 조정하려면 

PC를 선택합니다.

P-DVD2 (P-V.TP2*) (picture-and-picture  

비디오 레코더 2) 오른쪽 화면에 DVD2  

(V.TAPE2*)를 표시합니다. 

PHONO* (레코드 플레이어) Bang & Olufsen  

레코드 플레이어를 켭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PHONO가 표시되고 레코드가  

재생되는 동안  또는 를 눌러 음악을  

탐색할 수 있으며 STOP 및 GO를 눌러 재생을  

일시 정지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PICTURE 최신 Bang & Olufsen 리모컨의  

PICTURE 버튼과 연관된 다양한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전 비디오 시스템의  

화면 조정 외에 전동식 스탠드, picture-and-

picture 등의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V.SETUP을 

추가해야만 PICTU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ND-P (picture-and-picture) 특정 Bang & 

Olufsen TV에서 picture-and-picture 기능을  

작동합니다. 예를 들면, TV 버튼을 눌러 화면  

오른쪽에 소스 TV를 불러옵니다.

P.MUTE (화면 소거) 화면을 켜거나 끕니다. LIST를 

반복해서 눌러 P.MUTE를 선택한 후 GO를 눌러 

설정을 변경합니다. 일부 TV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PC (picture-and-picture PC) 화면 오른쪽에 

PC를 보여줍니다.

P-V.AUX (picture-and-picture V.AUX)  

V.AUX 소켓에 연결된 소스를 화면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P-V.AU2 (picture-and-picture V.AUX2)  

V.AUX2로 등록된 소스를 화면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P-V.TP2* (picture-and-picture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2) V.TAPE2*를 화면  

오른쪽에 보여줍니다.

R 
RADIO Beo4 RADIO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라디오가 작동합니다.

RANDOM (임의 재생) 최신 Bang & Olufsen  

CD 플레이어의 임의 재생 기능을 켭니다.  

디스플레이에 RANDOM이 표시된 상태에서 

GO를 누르면 됩니다.

RECLOCK (레코드 잠금) 예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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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2 (A.MEM2/A.TAPE2* 또는 DVD2/

V.TAPE2* 레코딩) 두 번째 비디오 레코더를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할 때 추가해야 합니다.  

두 번째 Bang & Olufsen 오디오 또는 비디오  

레코더에서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레코딩을  

시작하려면 GO를 두 번 누릅니다.

REMOVE? Beo4 설정 모드에 들어가면 표시됩니다. 

Beo4 디스플레이에서 추가“버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Beo4 설정 모드에 들어가 REMOVE?를 

불러온 다음 GO를 눌러“버튼”을 표시합니다. 

현재 표시된“버튼”을 제거하려면 GO를 누릅니다.

REPEAT (반복 재생) 최신 Bang & Olufsen CD  

플레이어의 반복 재생 기능을 켭니다.  

디스플레이에 REPEAT가 표시된 상태에서 

GO를 누르면 됩니다. 

RESET 화면이나 사운드 조정 사항을 사전 설정 

수준으로 재설정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RETURN (레코딩 되돌리기) 특정 Bang & Olufsen 

테이프 레코더의 레코딩 되돌리기 기능을  

작동합니다. 레코딩을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려면 GO를 누릅니다.

REVEAL (Teletext 표시) 숨겨진 Teletext 정보를 

Bang & Olufsen TV에 표시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S 
SAT* (위성) Beo4 SA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Satellite 프로그램 번호가  

작동합니다.

SELECT BeoSound 9000에서 CD 재생 순서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합니다. 

SETUP LC 2 Light Control을 설정합니다.

SHIFT 링크 룸에서 특정 기능과 연관된 셋톱  

박스를 작동합니다. 다른 특정 기능에서도 

SHIFT를 먼저 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SP.DEMO (스피커 데모) 문제가 있는 시스템의  

스피커 시연을 실시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SOUND (모노/스테레오 사운드/언어) 라디오, TV, 

디지털 TV 프로그램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 유형(모노/스테레오/언어)을 전환하거나 

비디오 테이프의 사운드 트랙을 전환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SPEAKER (라우드스피커) Bang & Olufsen 서라운드 

사운드 설정에서 원하는 라우드스피커 번호를 

선택합니다. 시작하려면 1~5를 누르십시오. 

SPEAKER가 표시된 상태에서 , ,  또는 를 

눌러 라우드스피커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SRC.OPT (소스 옵션) 예비용. 

S.STORE (사운드 저장) 사운드 조정 설정을  

저장합니다. S.STORE는 V.SETUP 또는  

A.SETUP을 추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TAND 전동식 스탠드에서 특정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을 회전합니다.  또는 를  

누르거나 미리 설정한 스탠드 위치를  

입력하십시오.

STORE TV 프로그램/화면 조정 설정(V.SETUP  

참조)과 즐겨 찾는 Teletext 페이지(메모리  

페이지)를 저장합니다. Bang & Olufsen 조명  

설정을 저장합니다(LIGHT 참조). GO를  

누르고 적절한 번호를 입력한 다음 GO를  

다시 누르십시오.

SUBCODE (Teletext 보조 코드)  

특정 Bang & Olufsen TV에서 Teletext  

하위 페이지 기능을 작동합니다.

T 
TEXT (Teletext) Beo4 TEX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현재 시청하고 있는 TV 프로그램의 Teletext  

기능(Teletext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  

작동합니다.

TRACK BeoSound 9000에서 각각의 CD 트랙을  

선택합니다.

TRACKNG (트래킹) 시청하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의 조정 사항을 즉시 트래킹합니다.

TREBLE 특정 Bang & Olufsen 시스템의 고음  

사운드를 조정합니다. TREBLE은 A.SETUP 또는 

V.SETUP을 추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또는 를 눌러 조정하십시오.  

조정 사항을 저장하려면 S.STORE(사운드 저장)를 

참조하십시오.

TUNE (방송 조정) 특정 Bang & Olufsen TV에서  

방송을 조정합니다. TUNE은 V.SETUP을 추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RN 특정 Bang & Olufsen 오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뒤집어 반대쪽 면을 재생합니다.  

일부 Bang & Olufsen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에서는 레코드 일시 정지 모드에서 

Camcorder 입력을 선택할 때 TUR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TV Beo4 TV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TV가 작동합니다.

U 
UPDATE (Teletext 업데이트) Bang & Olufsen 

TV의 Teletext 업데이트 기능을 작동합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업데이트한  

페이지를 보려면 작동을 반복하십시오.

V 
V.AUX (보조 비디오 소스)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추가 비디오 기기를 켭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V.AUX2 (두 번째 보조 비디오 소스)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되어 V.AUX2로 등록되어 

있는 추가 비디오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VIDEO? Beo4의 전용 비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제품 설정에는 VIDEO1, VIDEO2, 

VIDEO3 등이 있습니다.

VIDEO1 Beo4의 전용 비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VIDEO1은 BeoVision Avant, 

BeoVision 5, BeoVision 3 81cm 화면,  

BeoCenter AV 5, BeoCenter AV 9000 및  

이전 BeoVision MX 모델을 지원합니다.

VIDEO2 Beo4의 전용 비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VIDEO2는 BeoVision 1,  

BeoVision MX 8000, BeoVision 1 Link  

및 BeoCenter 1 등을 지원합니다.

VIDEO3 Beo4의 전용 비디오 제품 설정을  

선택합니다. VIDEO3는 미국 및 대만 시장용  

비디오 제품을 지원합니다.

V.MEM (V.TAPE*) (비디오 레코더)  

Beo4 V MEM (V TAPE*)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Beo4를 조작하면 

Bang & Olufsen 비디오 레코더가 작동합니다.

V.OPT (비디오 옵션) 비디오 제품의 시스템  

설정을 프로그래밍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OPTION?을 참조하십시오.

V.SETUP (비디오 설정) 특정 Bang & Olufsen  

비디오 제품 설정에 필요한 추가“버튼”목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UNE 방송 조정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UNE을 참조하십시오. 

PICTURE 화면 조정에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ICTURE를 참조하십시오. 

STORE 조정 사항이나 미리 설정한 값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TORE를  

참조하십시오. 

CLEAR (프로그램 번호 지우기) 프로그램  

번호를 지웁니다. 자세한 내용은 CLEAR를  

참조하십시오. 

BASS 중저음 사운드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BASS를 참조하십시오. 

TREBLE 고음 사운드를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REBLE을 참조하십시오. 

LOUDNSS (강도) 사운드 조정 – 강도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LOUDNSS를  

참조하십시오. 

S.STORE (사운드 저장) 사운드 조정 사항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STORE를  

참조하십시오.

V.TAPE2*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2) Bang & Olufsen 

비디오 시스템에 연결된 두 번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를 켭니다. 시작하려면 GO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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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양, 기능 및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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