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oSound 4 

보충 설명서 



메뉴 시스템 

이 보충 설명서에는 BeoSound 4 

설명서의 수정 사항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새 소프트웨어로 인해 사운드 

시스템에 새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메뉴 시스템은 사용 설명서와 달리 

변경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메뉴 시스템 개관은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는 개관을 대체합니다.  

새로 추가된 특징과 기능은 위에 진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 N.MUSIC 

2 N.RADIO 

3 A.AUX 

4 RANDOM ON/OFF 

5 REPEAT ON/OFF 

6 EDIT CD ON/OFF 

7 TIMER ON/OFF 

8 EDIT A.MEM 

 ARRANGE CONTENT 

 RENAME FOLDER 

9 PLAY TIMER 

 1–8 TIMER 

   ON/OFF 

   SOURCE 

   PROGRAM 

   START/STOP 

   DAYS 

   NAME 

10 TIMER RECORDING 

 1–8 TIMER 

   ON/OFF 

   SOURCE 

   PROGRAM 

   START/STOP 

   DAYS 

   NAME 

11 SHOW CLOCK 

12 SETUP 

 A.MEM 

  EDIT A.MEM 

  FORMAT MEMORY CARD 

  COPY PROTECTION 

 RADIO 

  AUTO TUNING 

  DAB ONLY AUTO TUNING 

  ARRANGE PROGRAM 

  ADD PROGRAM 

  EDIT PROGRAM 

  DAB AERIAL ADJUSTMENT 

  DAB DRC 

 CD 

  NAME CD 

  EDIT CD 

 TIMER 

  TIMER ON/OFF 

  PLAY TIMER 

  TIMER RECORDING 

 SOUND 

 OPTIONS 

  SET CLOCK 

  SELECT LANGUAGE 

  DISPLAY SETUP 

  MENU OPTIONS 

  CD DELAY 



사운드 시스템에는 타이머 설정을  

8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SD  

카드(별매품)가 있으면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언제든지 

가능한 소스 또는 프로그램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OPTIONS의 MENU OPTIONS 메뉴에 

TIMER RECORDING 메뉴를 추가해둔 

경우에만 메인 메뉴에서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머에 

이름을 지정하고 타이머를 하나씩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특징 및 기능

TIMER RECORDING 메뉴 구성 …
ON/OFF … 프로그래밍한 예약 녹음을 각각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SOURCE … 프로그래밍한 예약 녹음의 라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라디오를 소스로 선택할 

때에는 프로그램 번호도 선택하십시오. 

START/STOP … 예약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DAYS … 이 예약 녹음을 활성화할 특정 요일을 

선택합니다. 화살표 버튼을 눌러 요일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요일 선택을 취소하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휠을 돌리고, 요일을 선택하고 다음 

날로 이동하려면 휠을 누르십시오. 

NAME …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예약 녹음에 

다른 이름을 지정합니다. 

3

TIMER RECORDING … 

1 TIMER 1 

 1 ON/OFF 

 2 SOURCE (PROGRAM)

 3 START/STOP 

 4 DAYS 

 5 NAME 

 … 

8 TIMER 8 



CD 재생을 시작할 때 지연 시간을 

설정하고 좋아하는 트랙만 재생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트랙을 

SD 카드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 새 특징 및 기능  

CD 재생 지연

CD DELAY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제품 설정에서 

CD 재생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스피커를 켤 충분한 시간을 

TV가 벌게 됩니다. 지연 시간은 초 단위로 

설정됩니다. 지연을 설정하려면 휠  을 

돌리십시오. 

좋아하는 CD 트랙 재생 

EDIT CD … 이 메뉴를 사용하여 재생하지 않으려는 

트랙을 CD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편집한 CD를 재생하려면 메인 메뉴에서 EDIT CD 

ON을 선택하십시오. OPTIONS의 MENU OPTIONS 

메뉴에 EDIT CD ON/OFF 메뉴를 추가한 

경우에만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 OPTIONS 

1 SET CLOCK 

2 SELECT LANGUAGE

3 DISPLAY SETUP

4 MENU OPTIONS

5 CD DELAY

… CD 

1 NAME CD 

2 EDIT CD 

 또는 를 길게 누르면 현재 A.MEM 트랙을 

앞뒤로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GO를 눌러 

재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CD를 소스로 선택한 

경우에는  또는 를 짧게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트랙을 제외하려면 … 

> 트랙을 제외하려면 GO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트랙으로 커서가 넘어갑니다. 

> 선택하지 않고 한 트랙씩 앞으로 이동하려면 

를 누릅니다. 

> 선택하지 않고 한 트랙씩 뒤로 이동하려면 를 

누릅니다. 

> 이전에 제외했던 트랙을 포함시키려면 GO를 

누릅니다. 

> STORE를 눌러 변경사항을 수락하거나 … 

> … EXIT를 눌러 선택을 저장하지 않고 메뉴를 

종료합니다. 

SD 카드에 선택한 트랙 복사 

SD 카드에 복사하려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D를 재생하는 동안 RECORD를 두 번 누릅니다. 

‘copy all tracks’라는 텍스트가 나타나며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트랙만 

선택하려면 ‘no’를 선택하고 GO를 눌러 트랙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하십시오. 

STORE를 눌러 녹음을 시작하거나 EXIT를 눌러 

녹음을 취소하고 메뉴에서 나갑니다. 

메모리 카드를 꺼낸 경우가 아니라면 다음 번에 

사운드 시스템을 켤 때 같은 트랙의 같은 지점에서 

재생이 계속됩니다. 



기술 사양, 기능 및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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