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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 Olufsen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설명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용 설명서의 목차가  

제공되어 있으며, 아래에는 사용 참고서의  

내용을 주요 장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사용 설명서의 목차와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주요 장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제품 설치, 6

 • 기기 연결, 7

 • 조립, 8

 • 오디오/비디오 설치, 9

 • 음향 조정, 10

 • 내장 시계 기능, 11

 • 주파수 조정, 12

 • 특정 시간에 시작 및 중지하기, 14

 • 일상 사용, 16

 • 디스플레이, 17

 • 다양한 방법으로 CD 재생, 18

 • 즐겨 듣는 CD 트랙, 20

 • 유지 관리, 22

 • 리모컨 기능, 23

 • 비디오 장치와 연결, 24

 • PIN 코드 설정 및 입력,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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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Sound 3000 주요 사용법

 5 작동 패널에 설치된 버튼 기능

 5  디스플레이 화면 설명

   참고: 기능 버튼이나 소스 또는 상태  

표시등이 어떤 모양과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아시려면 사용 참고서  

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 플레이어 사용

 6 CD 재생

 6  다양한 방법으로 CD 재생하기 – 순서  

섞기와 반복 재생

즐겨 듣는 CD 트랙만 재생

 7 즐겨 듣는 트랙 선곡 및 저장

 7 즐겨 듣는 트랙 삭제

라디오 사용

 8 라디오 켜기

 8 볼륨 조정 



4 BeoSound 3000 주요 사용법

유리 도어에 만지듯이 부드럽게  

손을 가져다 대면 자동으로 

BeoSound 3000의 트레이가  

열리면서 유리 도어 뒤에 숨겨진  

웅장한 뮤직 시스템의 자태가  

드러납니다.

작동 패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LOAD  

버튼을 누르면 CD를 삽입할 수 있도록  

클램프가 올려집니다.

원래 들어 있던 CD를 꺼내고 듣고자 하는 

CD를 삽입하십시오. CD를 삽입하실 때는  

CD 라벨이 앞쪽을 향하게 한 후 넣으십시오.

LOAD 버튼을 다시 누르면 클램프가 원래대로 

내려갑니다. CD를 재생하고자 할 때는 CD  

버튼만 누르셔도 됩니다. 클램프는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도어가 열리면 작동 패널을 통해 CD 플레이어나 

라디오의 모든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소켓. 헤드폰의 잭을  

꽂으면 BeoSound 3000에 연결된  

스피커에서는 음향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REPEAT REPLAY 1 6 LOAD CD

RANDOM EDIT SCAN 2 7

A  >>>  B

PLAY

TUNE STORE DELETE 3 8

DISPLAY CLOCK

AUX

NAME

STOP

9 RADIOCD-ALL

ON/OFF SOUND

4

5 0TIMER MUTE

TRACK    1   2   3   4   5   6   7   8   9  10
RANDOM

1. Nomeooo jxisks skjs  kskd skd oo jxisks
 2. Skjs  kskd skd oo 

3. Jxisks skjs  kskd skd Nomeooo 
4. Jxisks skjs  kskd skd oo jxisks skjs  kskd 

5. Skd oo jxisks skjs  kskd s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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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패널의 버튼 설명

모든 기능 버튼이 작동 패널 한 곳에 들어  

있습니다. 버튼은 기능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룹 단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뮤직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현재 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의 

상단에는 트랙 번호와 같이 CD 플레이어의  

작동과 관련된 상태가 표시됩니다. 

화면 하단 부분에는 현재 방송 중인 방송국의  

이름이나 재생 중인 CD의 이름 등이 표시됩니다. 

보조 기능

보조 기능으로 분류된 버튼은 라디오 방송국  

스캔이나 프로그래밍 등 부수적인 기능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  

참고서의 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숫자 키

숫자 키는 프로그램 번호 수정이나  

편집 또는 CD의 트랙 선곡 시  

사용됩니다.

REPEAT REPLAY 1 6 LOAD CD

RANDOM EDIT SCAN 2 7

A  >>>  B

PLAY

TUNE STORE DELETE 3 8

DISPLAY CLOCK

AUX

NAME

STOP

9 RADIOCD-ALL

ON/OFF SOUND

4

5 0TIMER MUTE

TRACK    1   2   3   4   5   6   7   8   9  10
RANDOM

주요 기능

작동 패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기능  

버튼은 시스템 켜기와 끄기, 볼륨 조정 및  

라디오나 CD 플레이어 작동과 같은 주요  

기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의! 제품 구입 시 Bang & Olufsen 대리점에서 

PIN 코드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으로  

뮤직 시스템을 사용하면 PIN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 제품 구입처에 문의하여 

PIN 코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IN 코드의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참고서의  

26 페이지“PIN 코드 설정 및 입력”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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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버튼을 눌러 삽입한 CD를  

재생하면 먼저 트랙 개수와 같이  

그 CD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저장됩니다. 모든 정보가 저장된  

후 처음부터 CD를 재생합니다. 

CD에 수록된 모든 곡을 재생한  

후 사용자의 키 조작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BeoSound 3000는 30분 

후에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CD를 전체적으로 검색하여 듣고자 

하는 다른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마치 테이프를  

앞으로 감거나 뒤로 감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또한 순서를 섞어서 재생하거나  

한 CD나 트랙만 반복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장 12시간 동안  

재생됩니다. 순서 섞기와 반복 재생 

기능은 조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D 플레이어의 작동 상태는  

디스플레이 액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액정에는 

트랙 번호나 재생 시간 등이  

표시되는데 설정된 디스플레이  

모드에 따라 다릅니다. CD에  

이름을 입력한 경우 그 이름까지  

화면으로 표시됩니다*.

*주의! 화면에 CD의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한 경우 그 이름만 화면에 나타나며  

경과 시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디스플레이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용 참고서의 1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CD 플레이어 사용

CD 재생

CD를 재생한 후에는 언제라도 재생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 소스를 선택한 경우에는 

CD 재생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CD에 수록된  

트랙을 선곡할 때 화살표 키를 누르고 있으면  

선곡이 계속됩니다. 원하는 트랙을 찾아 화살표 

키에서 손을 떼면 해당 트랙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CD 재생

순서 섞기 기능은 CD에 있는 모든 트랙을 임의 

순서대로 재생합니다. 반복 재생 기능은 한 CD를 

최장 12시간까지 재생하며 한 곡 반복 기능은  

특정 트랙만 계속해서 재생합니다. 위 기능들은 

각기 RANDOM, REPEAT, REPLAY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취소됩니다. 

CD가 재생되는  

상태에서 RANDOM  

버튼을 누르십시오.  

O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화면  

상단에는 RANDOM이 

표시됩니다 

CD가 재생되는  

상태에서 REPEAT를  

누르십시오.  

O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화면  

상단에는 REPEAT 가  

표시됩니다

특정 트랙만 반복해서 

듣고 싶으시면 REPLAY를 

누르십시오. 

ON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화면  

상단에는 REPEAT가  

표시됩니다

삽입한 CD를  

재생합니다

특정 번호의 트랙을  

재생합니다

다음 트랙을  

재생합니다

이전 트랙을  

재생합니다

재생을 일시  

중단합니다

재생을 계속합니다

CD의 끝 부분까지  

앞방향으로  

선곡합니다

CD의 맨 처음까지  

뒷방향으로 선곡합니다.  

원하는 지점을 찾을  

때까지 이 키를 누르고 

계십시오

RANDOM

ON

REPEAT

ON

REPLAY

ON

참고: CD가 재생되는 상태에서 순서 섞기  

기능을 취소하면 현재 트랙을 재생한 후 다음  

트랙부터는 이미 한 번 이상 재생된 트랙일지라도 

원래 수록된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CD

0 – 9

▲

▼

STOP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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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EDIT ?

PLAY

EDITING

▲

▼

EDIT OK ?

STORE

STORED

STORE

참고: 트랙을 선택하다가  생각이 바뀌거나 실수로 

원치 않는 트랙을 선곡한 경우에는  CD 버튼과 

EDIT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즐겨 듣는 CD 트랙만 재생

선곡한 트랙 재생 또는 삭제

CD를 편집하고 원하는 트랙을 모두 선곡한  

후에는 CD를 재생할 때마다 선택한 트랙만  

재생됩니다. 하지만 CD에 수록된 곡 전체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곡한 트랙을  

삭제하면 원래대로 모든 곡이 재생됩니다. 

선곡한 트랙 선택 및 저장

CD를 편집하려면 먼저 CD 재생부터 해야 합니다. 

재생되고 있는 트랙을 추가할지 제외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해당 트랙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CD에 수록된 모든 곡을 선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 기능을 중단하게 되면  

나머지 트랙은 모두 제외됩니다. 

편집한 트랙을  

재생하려면 CD 버튼을 

누르십시오. CD 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수록된 모든 곡을  

재생하려면...

CD-ALL을 누르십시오 

선곡한 트랙을  

삭제하려면...

편집한 CD를 재생하는 

동안 EDIT을 누르면  

선곡한 트랙이  

삭제됩니다. EDIT ?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선곡한 트랙을 모두  

삭제하려면 DELETE를 

누르십시오. DELET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D가 재생되는  

종안에도 EDIT을 누르면 

CD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EDIT ?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CD를 스캔하려면 

PLAY를 누르십시오. 

EDITING 메시지가  

나타나고 화면 상단이 

SCAN 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선곡한 상태에서 

특정 트랙 번호를  

추가하려면 ▲을 누르

고, 반대로 특정 트랙 

번호를 삭제하려면 ▼ 을 

누르십시오

EDIT OK ?  

메시지가화면에  

나타나며 마지막  

트랙이 추가 또는  

삭제됩니다

추가한 곡들을  

저장하려면 STORE를 

누르십시오.

STORE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트랙을 마지막 곡까지 

추가 또는 삭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집을 

중단하려면 편집 도중 

아무 때나 STORE를  

누르십시오

주의! 트랙 선곡 기능은 트랙의 순서를 섞어  

재생하거나 CD를 반복 재생하는 기능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때로는 특정 곡만 선별해서 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CD를 

편집하면 원하는 트랙만 선택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곡한 트랙은 

번호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편집할 CD를 넣으면 CD를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스캐닝은 삽입된 CD에 

수록된 모든 곡을 그 앞 부분만 

15초 동안 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면에는 현재 재생 중인 트랙  

번호가 표시됩니다. 재생 중인  

트랙을 들으면서 재생 목록에  

추가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CD

CD ED

CD-ALL

EDIT

EDIT ?

DELETE

DE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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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려면 먼저  

방송국 주파수를 찾아서 저장해야 

합니다. 

BeoSound 3000에는 최대 60개의 

방송국 주파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참고서의 12 페이지 참조). 

라디오 사용

라디오 켜기

라디오를 켜면 마지막으로 청취한 방송국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사운드 조정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CD를 감상하고 있을  

때에도 아무 때나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려면 

RADIO를 누르십시오

숫자 키를 이용하여  

저장한 방송국을  

선택합니다

저장한 방송국을 모두 

검색합니다

대기 상태로 전환합

니다

RADIO

0 – 9

▲

▼

•

볼륨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합니다

사운드 출력이 즉시 

중지됩니다. 다시 

MUTE을 누르면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

∨

MUTE

참고: 0 번을 누르면 현재 선택한 방송국와 바로 

이전 방송국이 번갈아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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