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Time 

설명서 



이 제품은 2004/108/EC  

및 2006/95/EC 지침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술 사양, 기능 및 사용법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만 해당! 
참고: 이 기기는 테스트에서 FCC 

규정 15부에 따라 B등급 디지털 

장치의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한도는 

가정 내 설치 환경에서 유해한 

간섭에 대한 합당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이 기기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이용하고 발산할 수 있으며 

지침대로 설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설치 

환경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기가 실제로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는 

경우(기기를 끄고 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섭 현상을 바로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바꿉니다. 

– 기기와 리시버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띄어 놓습니다. 

– 리시버가 연결된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소켓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매장이나 경험 있는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캐나다 시장에만 해당! 
이 B등급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유발 기기 규정의 모든 요건에 

부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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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시계 소개 

BeoTime은 선택한 Bang & Olufsen 
소스와 내장 알람 사운드를 켜서 
아침을 깨워주는 알람 시계입니다. 
이 알람 시계의 슬립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면, Bang & Olufsen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과 
호환 가능한 조명 컨트롤 시스템의 
조명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탐색 패널 기능 

4

메뉴 모드에서: 메뉴 옵션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대기 모드에서: 채널, 트랙 또는 

방송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메뉴 모드에서: 디스플레이를 

이동합니다. 

대기 모드에서: 볼륨을 조정합니다. 

메뉴를 드나듭니다. 길게 누르면 

제품과 조명이 꺼집니다. 

메뉴 모드에서: 메뉴 옵션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대기 모드에서: 채널, 트랙 또는 

방송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모션 센서 기능 … 
알람 시계를 터치하면 알람 스누즈 

기능이 작동하며, 디스플레이 

조명이 켜져 현재 시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1 … 
메뉴의 첫 번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2 … 
메뉴의 두 번째 레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3 … 
메뉴의 세 번째 레벨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나가면 설정이 

저장됩니다. 

디스플레이의 화살표는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람 버튼 … 
알람 기능을 켜고 끕니다. 알람 

버튼을 누르면 켜짐과 꺼짐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7:30
RADIO 11 30

TIME

FORMAT
24-HOUR

3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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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패널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 디스플레이 3 

알람 버튼  모션 센서 



알람 시계 위치 

알람 시계에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사용자가 모두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알람 버튼을 

왼쪽이나 오른쪽에 두는 기울임 

센서 기능이 있습니다. 알람 버튼이 

왼쪽, 오른쪽 중 어디에 오도록 

알람 시계를 놓는지에 따라,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텍스트도 

이 위치에 맞게 조정됩니다. 메인 

메뉴 옵션은 탐색 패널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1에 항상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조명 

디스플레이 조명은 알람 시계를 

터치할 때와 알람 사운드가 울릴 

때 켜집니다. 

알람 시계를 잠시 동안 터치하지 

않으면 조명이 사라집니다. 메뉴는 

디스플레이 1에 나와 있습니다. 

>> 알람 시계 소개 … 

MENU 

 LIGHT 

 SOURCE 

 ALARM TIME 

 SLEEP TIMER 

 ALARM SOURCE 

 ALARM TIME OUT 

 TOUCH ENABLE

 TIME 

 TIME FORMAT 

 7:30
RADIO11 30

 7:30
RADIO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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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RADIO

7
30

7:30RADIO

7
30

7

알람 시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람이 꺼질 때 내장된 알람 

사운드만 들을 수 있습니다. 

Bang & Olufsen 오디오/비디오 

제품과 함께 알람 시계를 사용하거나 

링크 룸에서 알람 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알람 시계로 제품을 켜고 

끄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슬립 

타이머 기능을 통해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이 알람 시계를 사용하여 

Bang & Olufsen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을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일상적인 사용 

알람을 켜고 끄며, 연결된 Bang & 
Olufsen 기기를 작동하고, 호환 
가능한 조명 컨트롤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알람 시간 설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11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알람 켜기 및 끄기 

> 알람 버튼을 누르면 알람 기능이 

켜집니다. 

> 다시 한 번 누르면 알람 기능이 

꺼집니다. 

알람 스누즈 기능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알람 사운드 

스누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알람 시계를 터치하여 모션 센서 

기능을 작동합니다. 

– 탐색 패널에 있는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10분 간격으로 알람이 계속되며, 

세 번 연속해서 재생이 끝나면 

다음 날까지 알람이 취소됩니다. 

소스 선택 및 켜기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SOURCE'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켜고 싶은 

소스를 선택합니다. 

> 소스를 켜고 메뉴에서 나가려면 

디스플레이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를 누릅니다. 

> 소스를 켜지 않고 메뉴에서 

나가려면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1로 이동한 후  

를 누릅니다. 

소스 끄기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SOURCE'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끄고 싶은 

소스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갑니다. 

> 를 눌러 소스를 끄고 메뉴에서 

나갑니다. 

를 1.5초 이상 누르면 연결된 

소스를 모두 끌 수 있습니다. 

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조명도 

함께 꺼집니다. 

8



채널 선택 

> 대기 모드에서  또는 를 

누르면 선택한 소스의 채널, 트랙 

또는 방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볼륨 조정 

> 대기 모드에서  또는 를 누르면 

선택한 소스의 볼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경고! 볼륨을 높인 상태에서 오래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조명 프리셋 선택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LIGHT'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작동하려는 

조명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ON’, 1 – 9, ‘RED’; ‘GREEN’, 

‘YELLOW’, ‘BLUE’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명 프리셋을 켜고 메뉴에서 

나가려면 디스플레이 2를 선택한 

상태에서 를 누릅니다. 

조명 수준 조정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LIGHT'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간 후 ‘OFF’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조명 수준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을 

선택한 후 를 눌러 조명 

프리셋을 작동하지 않고 조명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메뉴에서 

나갑니다. 

조명 끄기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LIGHT'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갑니다. 

> 를 눌러 조명을 끄고 메뉴에서 

나갑니다. 

를 3초 이상 누르면 연결된 소스와 

조명을 모두 끌 수 있습니다. 조명 

프리셋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명 

프리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명 

컨트롤 시스템에 동봉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LIGHT

  ON 

  1 

  2 

  3 

  4 

  5 

  6 

  7 

  8 

  9 

  RED 

  GREEN 

  YELLOW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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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및 시간 형식 설정 

알람 타이머와 알람 시간 제한이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시간을 
정확하게 설정합니다. 

시간 형식을 선택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TIME 

FORMAT’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시간 형식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시간을 설정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TIME'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시, 

분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시, 

분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알람 시계는 섬머타임에 따라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알람 시계는 12시간 및 24시간 

형식으로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계 표시 예. 

TIME

FORMAT
24-HOUR

TIME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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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시간 설정 

알람이 울릴 시간을 설정하여 
원하는 특정 시간에 알람 시계가 
켜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알람 사운드 끄기 및 스누즈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알람 시간을 설정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ALARM 

TIME’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시, 

분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시, 

분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알람 버튼을 누르면 알람이 

활성화됩니다. 알람이 활성화되면 

선택한 알람 시간과 알람 소스가 

디스플레이 1에 표시됩니다. 

7:00
RADIO 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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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사운드가 울릴 때 켜고 싶은 
소스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알람 소스가 켜질 때 내장된 
보통 알람 사운드도 함께 들으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를 터치하면 알람 스누즈 
기능을 작동할 수 있지만 알람 
소스에는 스누즈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알람 소스는 설정해둔 
알람 시간 제한이 작동하거나 
소스를 끌 때까지 계속 작동합니다. 

선택한 오디오 또는 비디오 소스에 
따라 재생할 채널, 트랙, 방송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99개의 
다양한 채널, 트랙, 방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람 소스와 채널을 선택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ALARM 

SOURCE'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알람 소스를 선택하거나 

‘NONE’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3으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채널, 트랙, 방송이 

있으면 이를 선택합니다. 01~99 

및 ‘NONE’ 중에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알람 소스 기능을 끄려면 

디스플레이 2에서 ‘NONE’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거나 

들은 채널, 트랙 또는 방송을 

소스로 켜려면 디스플레이 3에서 

‘NONE’을 선택합니다. 

알람 소스 선택 

ALARM

SOURCE
TV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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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SOURCE 

 TV 

 DTV 

 V.MEM 

 DVD 

 RADIO 

 CD 

 A.MEM 

 DTV2 

 N.RADIO 

 N.MUSIC 

 V.AUX 

 L-TV 

 L-DTV 

 L-V.MEM 

 L-DVD 

 L-RADIO 

 L-CD 

 L-A.MEM 

 L-DTV2 

 L-N.RA 

 L-N.MUS 

 L-V.AUX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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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옵션: 가장 최근에 사용한 

소스부터 두 번째, 세 번째로 

사용한 소스 등 순서에 따라 

소스를 표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람을 끈 후 특정 시간에 연결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끄고 싶은 
경우, 알람 시간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람 시간 제한을 설정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ALARM TIME 

OUT'을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원하는 알람 시간 제한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알람 시간 제한이 작동해도 기능은 

여전히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다음 

번에 알람을 끌 때 동일한 알람 제한 

시간이 활성화됩니다. 알람 시간 

제한을 끄려면 디스플레이 2에서 

‘NONE’을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1의 수평선에는 연결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옵션에는 ‘NONE’, ‘INSTANT’, 

‘15 MIN’, ‘30 MIN’, ‘45 MIN’, 

‘60 MIN’, ‘90 MIN’, ‘120 MIN’ 

등이 있습니다. 

알람 시간 제한 설정 

ALARM

TIMEOUT
30 MIN

7:00
OFF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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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간 후에 연결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을 모두 끄도록 
Sleep Timer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Sleep Timer를 설정하려면 … 
> 대기 모드에서 를 눌러 

디스플레이 1의 메뉴로 

들어갑니다. 

>  또는 를 눌러 ‘SLEEP 

TIMER’를 선택합니다. 

>  또는 를 눌러 디스플레이 2로 

들어간 후  또는 를 눌러 

원하는 Sleep Timer 시간을 

선택합니다. 

>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Sleep Timer가 작동하면 다시 

활성화할 때까지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1의 수평선에는 연결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이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옵션에는 ‘OFF’, ‘15 MIN’, ‘30 MIN’, 

‘45 MIN’, ‘60 MIN’, ‘90 MIN’, 

‘120 MIN’ 등이 있습니다. 

Sleep Timer 설정 

7:00
OFF15

SLEEP

TIMER
1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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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 시계 설치 

알람 시계는 쉽게 손에 닿도록 탁자 
위에 올려 두거나 벽걸이용 자석 
거치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알람 시계는 이 시계로 컨트롤하는 
모든 Bang & Olufsen 제품이 
보이는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제품을 

배치하십시오. 부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Bang & Olufsen 전용 

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 제품을 분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 

서비스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이 제품은 온도 범위가 10~40˚C인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만 정상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 알람 

시계를 놓지 마십시오. IR 

트랜스미터의 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벽걸이용 거치대를 설치하기 

전에 … 

알람 시계와 Bang & Olufsen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그리고 

조명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 알람 시계로 제어할 제품과 

조명을 켭니다. 

> 벽걸이용 거치대를 설치하려는 

지점에 알람 시계를 놓습니다. 

> 를 3초 동안 누릅니다. 3초 

후에 제품과 조명이 모두 꺼지면 

알람 시계와 제품, 조명 사이의 

연결이 설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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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걸이용 거치대: 벽걸이 부품을 

기준 삼아 구멍을 뚫을 위치를 

표시합니다. 동봉된 나사와 벽면 

플러그를 사용하여 벽걸이형 

거치대를 벽에 고정합니다. 

찰칵 소리를 내며 제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홀더를 벽걸이 부품으로 

밉니다. 

장착 수치는 건식벽면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벽걸이용 거치대에 

알람 시계를 놓습니다. '배터리 

끝부분'에서 거치대로 알람 시계를 

고정해야만 내장된 자석이 알람 

시계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알람 버튼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오도록 수평으로 알람 시계를 놓을 

수 있습니다. 내장 센서 기능으로 

디스플레이의 텍스트가 적절하게 

표시됩니다. 

∅ 5 mm

7:30
RADIO11 30

7:30
RADIO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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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와 같은 정기적인 유지 관리는 
사용자의 몫입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정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권장사항을 확인하려면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햇빛이나 화기와 같이 뜨거운 열에 

배터리를 노출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교체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배터리 방전 

약 1주일 전부터 대기 모드에서 

디스플레이 1에 ‘BATTERY LOW’ 

경고가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에 

'BATTERY LOW'가 표시되면 IR 

트랜스미터가 꺼지며, 가장 높은 

레벨의 알람 사운드가 작아집니다. 

알람 시계에는 배터리 세 개가 

필요합니다. 1.5V 알카라인 배터리

(AA 크기)만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충전지는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시간 설정은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약 4분 동안 유지됩니다. 

청소 

마르고 부드러운 천으로 표면을 

닦아 내십시오. 얼룩이나 먼지를 

제거하려면 부드러운 천에 세척액 

등의 중성 세제를 물에 희석한 

용액을 적셔 닦으십시오. 

유지 관리 18



배터리 도구는 벽걸이용 거치대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 보증 

공인 Bang & Olufsen 매장에서 

구입한 Bang & Olufsen 제품은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 

보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bang-olufsen.com의  

고객 서비스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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