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5 

설명서 





내 개인 리모컨

Beo5 리모컨은 집에서 Bang & Olufsen 제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Beo5 를 구입하면 Bang & Olufsen 매장에서  

사용자 자신의 제품 설정에 따라 Beo5 를  

프로그래밍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마다 맞춤식 설계가 가능하며, 

Beo5 의 모든 버튼을 사용자가 원하는 고유한  

설정에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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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서 정보 …

사용자 설정된 Beo5 의 모든 버튼은 

개인 Beo5 용어집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서는 Beo5 리모컨  
사용법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ang & Olufsen 매장에서 Beo5 

를 사용자 설정할 때마다 개인 Beo5 

버튼 개요와 그에 따른 용어집이  
만들어지며, 이것이 이 설명서의  
추가 도움말 역할을 합니다. 

버튼 개요는 Beo5 에 대한 ‘로드맵’을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버튼이나 기능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Beo5 용어집에서는 사용자  
고유 설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버튼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구입한 경우와 
같이 제품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Bang & Olufsen 매장에
서 Beo5 리모컨을 항상 다시  
프로그래밍하십시오. 그런 다음  
사용자의 새 설정에 맞는 새 Beo5 

버튼 개요와 용어집을 받으십시오. 

참고! 다른 Bang & Olufsen 제품의 

작동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Glossary
Page PC

P-and-P
PicturePlaylists

Allows you to select a teletext page by its page 

number. Switches on the selected PC source, for example 

your PC or BeoMedia. 

Activates the Picture-and-Picture function which 

allows you to watch two video sources at the same 

time. Allows you to adjust the picture format to your 

liking.Arranges N.MUSIC tracks or N.RADIO stations 

according to the playlists you have c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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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주의사항

Beo5 리모컨을 처음으로 사용하기 
전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Beo5  

충전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eo5 사용 시작 … 
완전히 충전한 다음에는 리모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eo5 디스플레이를 작동하려면, 

Beo5 를 집어들거나 화면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화면을 

눌러 버튼을 선택합니다. 

유용한 팁 …

소스를 선택한 다음에는 Beo5  

볼로 대부분의 작동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륨을  

조정하거나 트랙이나 채널을  

차례로 넘기거나 재생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리모컨을 작동하는  

사용자라면 버튼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6  

페이지를 참조하거나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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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Beo5 를 끄지 않고 항상 대기 

상태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Beo5 를 켜거나 끄려는 경우에는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리모컨을 집어들거나 화면에 손을 

대면 디스플레이에 불이 들어옵니다. 

디스플레이가 켜지면 화면에 버튼이 

나타납니다. 버튼을 눌러 소스나 

기능을 작동합니다. 



1 - 구역 선택 ...
Bang & Olufsen 설정에 하나  

이상의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Zones’ 화면에서 구역을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 소스 보기 … 

구역을 선택하면 이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시스템이 화면에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버튼을 눌러 소스를 

선택하고 작동합니다. 

3 - 소스 제어장치 작동 … 

소스를 켜면 이 소스와 관련된  

기능이 화면에 버튼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TV 를 선택하면 ‘Text’  

또는 ‘Menu’ 와 같은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디스플레이에‘페이지’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위의 CD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화살표와 

페이지 표시 막대가 함께  

나타납니다.‘페이지’를 탐색하려면 

화면의 화살표를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 버튼에 하위 메뉴가  

있으면, 위 디스플레이의 ‘Edit’ 와 

같이 점 세 개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고정 버튼 … 
디스플레이 하단에 있는 터치 버튼 

3 개는 일반적인 용도의 사전 정의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국이나 

채널 번호를 선택할 자리 수를  

표시합니다. 다시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Beo5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스피커와 스탠드  

위치를 조절하고 구역을 선택하려면 

Bang & Olufsen 설정을 중심으로 

‘장면을 설정하는’버튼을  

사용합니다. 다시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디스플레이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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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
OP PLAY

BACK

 … 외부 고리의 버튼

외부 고리의 버튼은 일반 소스  
작동에 사용됩니다. 

Beo5 볼 작동 방법 …10

예를 들면 채널, 방송국, 녹화, 트랙 등을 차례로  
넘깁니다. 연속으로 넘기려면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트랙, 재생 목록, 녹화를  
빠르게 탐색합니다.

대기 버튼 - 작동 중인 제품을 대기  
상태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전체 시스템을 대기 상태로 전환하려면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널, 방송국, 녹화, 트랙 등을 차례로  
넘깁니다. 연속으로 넘기려면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메뉴를 완전히 종료하려면 메뉴로  
돌아가서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트랙, 재생 목록, 녹화를 빠르게  
반대로 탐색합니다.

재생을 일시 중지하려면 버튼을 한 번 
누르고, 재생을 완전히 중지하려면 
다시 누릅니다. 재생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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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운데 버튼

Beo5 의 가운데 버튼은 주로 메뉴 
작동에 사용됩니다. 

11

‘휠’은 볼륨 조정에 사용됩니다. 볼륨을 높이려면  
시계 방향으로 ‘휠’을 돌리고, 볼륨을 낮추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화면 메뉴에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화살표를 누릅니다. 연속으로  
넘기려면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가운데 버튼 - 선택과 설정을  
수락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컬러 버튼은 작동 중인 제품에 따라  
용도가 다릅니다. 작동하려는 컬러  
앞에 있는 볼륨 휠을 누릅니다.

사운드를 소거하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휠을 빨리 돌리고, 사운드가 다시 나게  
하려면 휠을 돌립니다. 



다른 제품 작동

Bang & Olufsen 비디오 제품에 

Peripheral Unit Controller 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셋톱 박스와  
같이 지원되는 타사 제품을 연결하면 

Beo5 리모컨으로도 타사 제품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보유한 
셋톱 박스에 맞춰 매장에서 Beo5 를 
프로그래밍하면, Beo5 디스플레이에 
리모컨 버튼이 나타납니다.  

전등, 커튼, 블라인드와 같이 일부 

지정된 타사 제품도 Beo5 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홈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작동하며 일부는 

Beo5 를 통해 직접 작동합니다. 

Beo5 로 타사 제품을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셋톱 박스 작동에 사용되는 버튼의 

예 

 DTV

 Sky 

i Interactive Help

Slow Box office Services

 R TV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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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타사 제품과 관련된 버튼은 

Beo5 용어집에 번역이나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Beo4 목록

다른 Bang & Olufsen 제품에 동봉된 
설명서에는 모든 작동을 Beo4 로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Beo4 와 

Beo5 의 차이점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변환된 Beo4 목록 버튼

Beo4 리모컨에는 추가‘버튼’이  

있으며, LIST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추가 버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은 Beo5  

디스플레이에서도 볼 수 있지만, 

Beo4와 반대로 Beo5 디스플레이의 

모든 버튼은 변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각각 Beo4와 Beo5에  

있는 버튼 이름의 목록이 있습니다. 

Beo4 버튼을 참조한 설명서를 읽을 

때 이 목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Beo4 와 Beo5 의 다른 차이점들 
지금 읽고 있는 설명서에서 EXIT  

를 누르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Beo5 볼에서 BACK 을 대신 눌러야 

합니다. 

Beo4 GO 버튼은 Beo5 볼의  

가운데 버튼으로 대체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GO = 가운데 버튼 

EXIT = BACK 

Beo4   Beo5 
BALANCE Balance 

BASS Bass 

CLOCK Clock 

EDIT Edit 

FORMAT Format 

LARGE Large 

LOUDNSS Loudness 

MIX Mix 

PAGE Page 

P-AND-P P-and-P 

P.MUTE Picture Mute 

RANDOM Random 

REPEAT Repeat 

RESET Reset 

SELECT Select 

SHIFT Shift 

SOUND Sound 

SPEAKER Speaker 

S.STORE Sound Store

STAND Stand 

STORE Store 

TRACK Track 

TREBLE Treble 

UPDATE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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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사용 … 

Beo5 는 무선 전화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충전이 필요한 배터리 
지원 리모컨입니다. 사용자 설정된 

Beo5 충전기는 이 용도로 쓰입니다.

Beo5 리모컨을 완전 충전 상태로 
항상 유지하려면, 사용하지 않을  
때마다 충전기에 꽂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 충전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리모컨을 충전기에 꽂아둡니다. 완전

히 충전하려면, 몇 시간 동안 Beo5 

를 충전해야 합니다. 

완전히 충전되면, 대기 상태로 약 

14 시간 동안 작동하거나 3-4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용량이 배터리에 채워집니다.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텍스트는 

Beo5 리모컨의 재충전 시기를  

알려줍니다.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면 디스플레이 

제목에 ‘Recharge Battery’가  

표시됩니다. 

Recharg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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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어도 Beo5 

리모컨을 켤 수 없는 경우에는  
리모컨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Beo5 가 완전히 방전되는 경우,  
충전기에 리모컨을 잠시 꽂아두면 

TV 나 라디오를 켜기에 충분한  
용량이 채워집니다. 그런 다음 TV 

를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듣는 동안 
충전하십시오. 

Beo5 전력 소비

Beo5 는 전원을 켤 때, 특히  

백라이트를 켤 때 전력이  

소비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Beo5 가  

천천히 꺼집니다. 

– 10 초가 지나면 백라이트가  

희미해집니다.

– 20 초가 지나면 Beo5 가 대기  

상태가 되며 검정색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이 설명서의 

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충전기에는 자석이 있어서 Beo5  

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리모컨을 떼어낼 때에는 약간만  

기울여도 충전기에서 리모컨이  

빠집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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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5 리모컨에는 사용자가 직접  
여러 가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etup 메뉴가 있습니다. 
Beo5 Setup 메뉴에 들어가려면,  
볼의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서 대기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Setup 메뉴 탐색 방법 … 
볼의 가운데 버튼과 화살표 버튼

(    ) 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직접 Setup 메뉴의 항목을 탐색하고 

선택합니다. 

메뉴 항목을 선택하려면, 작동하려는 

버튼으로 막대 표시를 옮긴 다음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서 

직접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etup 메뉴에서 한 단계 돌아가려

면, 볼의 BACK 이나 화면의  를  

누릅니다. Setup 메뉴에서 나가면 

변경이 자동 저장됩니다. 

Setup 메뉴에서, 어떤 버튼이  

선택되어 있는지 2 개의 수평  

막대에 나타납니다. 선택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누릅니다. 

Beo5 Setup 메뉴 …  

 SETUP

 Edit 

Settings Option Pgm Config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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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메뉴의 옵션 …

Edit … Beo5 디스플레이에 버튼을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버튼을 

제거하고 현재 숨겨진 버튼을  

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장에서 Beo5 의 채널 메뉴를 

설정한 경우에는 채널이나  

방송국 메뉴에서 채널 이름과  

관련된 숫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Settings … 백라이트가 희미해지거나 

디스플레이가 꺼지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Bang & 

Olufsen 매장에서 지정해준 원래 

설정으로 Beo5 의 모든 설정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백라이트가 켜져  

있는 시간이 길수록 리모컨을 더 

자주 충전해야 합니다. 

Config … Beo5 를 기본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Option Pgm … Bang & Olufsen  

제품의 옵션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Info … 배터리 상태와 Beo5 의  

최신 구성 날짜뿐 아니라 Beo5 

소프트웨어 버전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예 - 버튼을 표시하거나 숨기는  
방법: 

> 가운데 버튼을 눌러 Setup 메뉴

에서 Edit를 선택합니다. 

> 터치 스크린 버튼을 눌러 구역을 

먼저 선택한 다음, 편집하려는  

버튼의 소스를 선택합니다. 

> 적절한 터치 버튼을 누른 다음 

가운데 버튼을 눌러 편집하려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현재 숨겨진 

버튼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버튼을 편집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메뉴에서 

나가면 변경이 자동 저장됩니다. 

 Editing button

Show  H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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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는 동안에는 리모컨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Beo5 를 다시 켜려면,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누르고 계십시오.

청소

기름 때나 늘어 붙은 자국은 액체 

세제와 같은 중성 세제 몇 방울을 

넣은 물에 부드럽고 보푸라기 없는 

천을 적신 후 완전히 짜내 닦아  

내십시오. 

Beo5 디스플레이를 청소하려면  

약한 유리 세척액을 사용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성능을 최적으로  

보존하려면 유리에 세척액의  

줄무늬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유리가 손상되면,  

매장에 교체를 문의하십시오. 

일부 초극세사 천은 강력한 연마  

효과 때문에 유리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주의! Beo5 리모컨의 어느 부분에도 

절대로 알코올이나 다른 용매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유지 관리와 청소18



Beo5 리모컨의 일상적인  
사용에서 의문이 생기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 사용자 고유 Beo5 설정의 각  

기능과 버튼에 대한 짤막한 설명이 

들어 있는 사용자 설정 Beo5  

용어집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 웹 사이트에서 Beo5 사용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해답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 FAQ 를  

참조합니다.

 … 가까운 Bang & Olufsen 매장을 

찾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 6 가지 언어로 이메일 또는 전화 

지원을 제공하는 Bang & Olufsen 의 

전세계 고객 서비스에 문의합니다. 

당사 웹 사이트 주소: 

www.bang-olufsen.com

우편 주소: 

Bang & Olufsen a/s

BeoCare 

Peter Bangs Vej 15 

DK–7600 Struer 

팩스: 

Bang & Olufsen 

BeoCare 

+45 9785 3911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술 사양, 기능 및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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