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Center 2
설명서

차례

이 설명서는 BeoCenter 2 작동 방법을
설명합니다.
DVD 기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BeoCenter 2 작동을 모두 다룹니다.
이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BeoCenter 2
에 DVD 기능이 없더라도 이 설명서에
서는 DVD 기능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설정 및 소켓 장치에 관련된 설명은
소켓 장치와 함께 제공된 별도의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3

사운드 시스템 사용 방법, 4
클로즈업 제어판을 통해 소스를 켜고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사운드 설정, 14
원하는 대로 볼륨, 중저음, 고음, 밸런스, 증폭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메뉴 기호 읽는 방법, 6
메뉴에 나타나는 기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옵션 설정, 15
사운드 시스템의 기본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메뉴 사용 방법, 7
메뉴를 이동하는 방법과 Fill-in 메뉴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암호 시스템 사용 방법, 16
암호 시스템을 작동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초 설정, 8
최초 설정 과정을 알아봅니다.

DVD 작동, 18
DVD 재생 방법과 TV 화면에서 DVD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추가 소스, 기능, 메뉴 불러오기, 9
클로즈업 제어판을 통해 작동할 수 있는 기능,
특징, 메뉴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튜닝 및 편집, 10
라디오 프로그램을 튜닝하고 이동하며, 이름을
설정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오디오 CD 설정, 12
특수 CD 재생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CD에
이름을 설정하거나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사운드 시스템 자동 시작 및 종료 설정, 13
타이머 이름을 설정하고 작동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Beo4 리모컨 사용, 22
Beo4 리모컨 사용 방법과 사운드 시스템 원격
작동 방법을 알아봅니다.
색인, 23

사운드 시스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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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시스템은 쉽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여 라디오나 CD
를 들어 보십시오. 클로즈업 제어판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원하는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게‘휠’을 돌려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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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O

라디오를 켭니다.

RADIO

들어 있는 디스크를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DISC

디스크 트레이를 열거나 닫습니다.

LOAD

추가 소스, 기능, 메뉴를 디스플레이에 불러옵니다.

LIST

라디오 프로그램, CD 트랙, N.MUSIC* 트랙 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0–9

메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EXIT

BeoCenter 2 를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두 번 누르면
전체 시스템이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주의! 컬러 버튼도 N.MUSIC 을 들을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Por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CD 를 검색하고 N.MUSIC 모드*에 있는 폴더를 탐색하며
메뉴에서 커서를 옆으로 움직입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이동하고, CD 또는 N.MUSIC
모드*에 있는 트랙을 탐색하며, 메뉴에서 커서를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GO

Fill-in 메뉴에 들어가서 메뉴에서 선택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합니다. CD 를 듣는 동안 이 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일시 중지되며 다시 누르면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
••

DVD 를 보면서 자막 메뉴를 불러오는 것과 같이 선택한
DVD 기능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버튼들은 BeoCenter 2
에 DVD 가 장착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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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디스플레이 …

헤드폰용 소켓

헤드폰을 꽂으면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된 스피커의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CD TRACK 11 / 12

CD TRACK 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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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상태 디스플레이는 계속 켜져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만 계속 표시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작동하면 트랙 시간과 CD 이름과 같은 추가
정보화 화면에 간략하게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을 EXTENDED 로 변경하면 현재 상태와 추가
정보가 화면에 계속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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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표시등 …
버튼을 터치하면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대기
상태에 있으면 표시등이 계속 켜져 있습니다.

디스크 넣기 …
LOAD 를 눌러 디스크 트레이를 엽니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리면 라벨이 앞쪽을 향하도록 디스크를 넣습니다.*
LOAD 를 다시 눌러 디스크 트레이를 닫고 DISC 를 누르기만 하면 이
디스크가 재생됩니다. 오디오 시스템 상태에 따라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이드 탭 네 개로 지정된 공간에 디스크를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네 개 중 하나 이상의 탭 위쪽에 디스크가 있으면 로더가 뒤로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스템이나 디스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참고! BeoCenter 2 는 Beo4 리모콘으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기호 읽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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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Center 2 의 메뉴 시스템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메뉴를 통해
추가 기능과 특징을 선택하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RANDOM – ON 또는 OFF’ 와 같이
기능의 현재 설정이 메뉴에
표시됩니다.
오른쪽에 설명된 표시는 메뉴에서
도움말 역할을 맡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면 메뉴 시스템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Fill-in 메뉴로
들어가려면 GO 또는 를 누릅니다.
EXIT 를 눌러 메뉴를 종료할 때마다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이를 저장할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특정 소스를 켜야 하는 메뉴에 액세스하려는
경우에는 해야할 과정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오디오/비디오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설정할 때에는 연결된 TV 또는
연결된 라디오에서 일부 설정을 지정해야
합니다.

메뉴 단계 기호 …
메뉴 앞에 있는 점 한 개는 사용자가 메뉴
시스템에서 한 단계 내려 갔음을
나타냅니다.
메뉴 앞에 있는 점 두 개는 사용자가 메뉴
시스템에서 두 단계 내려 갔음을
나타냅니다.
메뉴 앞에 있는 점 세 개는 사용자가 메뉴
시스템에서 세 단계 이상 내려 갔음을
나타냅니다.

. OPTIONS
1
2
3
4
5
6

SET CLOCK
ACTIVATE TIMER
SELECT LANGUAGE …
DISPLAY SETUP …
LIST OPTIONS
DVD OPTIONS …

메뉴 이름 뒤에 있는 점 세 개는 다른 하위
메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화살표 커서 …
메뉴 앞에 있는 화살표 기호는 하위 메뉴
존재 여부와 커서 위치를 나타냅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려면 또는 GO 를
누르십시오.
속이 빈 화살표는 이 메뉴를 현재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 OPTIONS
1
2
3
4
5
6

SET CLOCK
ACTIVATE TIMER
SELECT LANGUAGE …
DISPLAY SETUP …
LIST OPTIONS
DVD OPTIONS …

사각형 커서 …
메뉴 이름 앞에 있는 사각형 커서는 커서의
위치와 해당 메뉴가 Fill-in 메뉴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 메뉴로 들어가려면 또는
GO 를 누르십시오.
속이 빈 사각형 커서는 해당 메뉴의 설정을
현재 사용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메뉴 사용 방법

1
2
3
4
5
6
7
8
9

N.MUSIC
N.RADIO
A.AUX
CD RANDOM
CD REPEAT
CD EDIT
TIMER
SHOW CLOCK
SETUP …

RADIO …
AUDIO CD …
TIMER …
SOUND …
OPTIONS …

LIST

를 눌러 SETUP 으로 내려갑니다.

메인 메뉴 …
메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또는 GO 를 눌러 SETUP 메뉴로 들어갑니다.
Fill-in 메뉴 또는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전 단계 메뉴로 이동합니다.
를 눌러 SOUND 로 내려갑니다.

. SETUP
1
2
3
4
5

설정 변경 방법 …
LIST 를 눌러 메뉴 시스템을 불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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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GO 를 눌러 SOUND 메뉴로 들어갑니다.

GO
EXIT

Fill-in 메뉴 또는 하위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를 종료합니다.

또는 GO 를 눌러 PRESET VOLUME 메뉴로
들어갑니다.

.. SOUND
1 PRESET VOLUME
2 ADJUST BALANCE
3 SET TONE

또는

를 눌러 PRESET LEVEL 을 위 또는
아래로 조정합니다.

GO 를 눌러 설정을 직접 저장하면 STORED 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 PRESET VOLUME
PRESET LEVEL: 40
___

Fill-in 메뉴 …
위아래로 메뉴를 조정하거나 메뉴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GO

설정을 저장하고 메뉴를 종료합니다.
각 설정을 이동하거나, 디스플레이에 추가 정보를
불러옵니다.

EXIT 를 눌러 메뉴에서 나갑니다.
– 설정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를 눌러 IGNORE
로 커서를 옮기고 GO 를 누르거나, EXIT 를
다시 한 번 누르면 됩니다.

EXIT

… PRESET VOLUME
STORE
IGNORE
______________

디스플레이에 STORED 가 나타납니다.

… PRESET VOLUME
STORED

두 번 눌러 저장하지 않고 메뉴를 종료합니다.

최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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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시스템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스위치를 켜면 최초 설정 과정에
대한 안내가 표시됩니다. 최초 설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메뉴 언어 선택
– 라디오 프로그램 자동 튜닝
– 시간 및 날짜 설정
– LIST 를 누를 때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소스 및 기능 리스트에
추가
– 디스플레이 기본설정 지정

…
1 SELECT LANGUAGE …
2 AUTO TUNING
3 SET CLOCK …
4 LIST OPTIONS …
5 DISPLAY SETUP …

시스템 스위치를 처음 켜면 FIRST-TIME SETUP
메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FIRST-TIME SETUP 메뉴 구성 …
SELECT LANGUAGE …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리스트 중에서 디스플레이 메뉴에 사용할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AUTO TUNING … 사운드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FM 및 DAB* 라디오를 자동으로
찾아가도록 합니다.
SET CLOCK … 내장 시계를 정확한 시간과 날짜로
맞춥니다.
LIST OPTIONS … LIST 버튼을 누를 때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리스트에 소스와 기능,
메뉴를 추가합니다.
DISPLAY SETUP … 라디오, CD, 상태용으로 각각
선호하는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참고! DAB(Digital Audio Broadcast) 라디오
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에서 방송을 지원하며,
사운드 시스템에 내장 DAB 모듈이 장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AB 프로그램
튜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페이지‘라디오
프로그램 튜닝 및 편집’장을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팁 …
최초 설정을 통해 지정한 모든 설정은 OPTIONS
메뉴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TIONS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시계 기능이 있는 Bang & Olufsen TV 또는
라디오에 사운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SET CLOCK 메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계는 TV 또는 라디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소스, 기능, 메뉴 불러오기

LIST 를 누르면 추가 소스, 기능 또는
메뉴 옵션이 나타납니다.
초기 출고 설정에서 LIST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SETUP 메뉴만
나타납니다. 추가 소스를 켜거나 CD
RANDOM 또는 TIMER 와 같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바로 가기를
만들려면 이러한 소스 또는 기능을
리스트에 추가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LIST
1 N.MUSIC
2 N.RADIO
3 A.AUX
4 CD RANDOM [ON/OFF]
5 CD REPEAT [ON/OFF]

1 RADIO …

6 CD EDIT [ON/OFF]

2 AUDIO CD …

7 TIMER [ON/OFF]

3 TIMER …

8 SHOW CLOCK

4 SOUND …

9 SETUP …

5 OPTIONS …

LIST 버튼을 눌러 추가 소스, 기능, 메뉴를
불러옵니다. 리스트 내용은 사용자가 추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N.MUSIC … N.Music 을 들을 수 있습니다.
N. RADIO … N.Radio 를 들을 수 있습니다.
A.AUX … AUX 소켓에 연결된 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X 소켓만 작동시킵니다.
CD RANDOM (ON/OFF) … CD 에서 임의 재생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CD REPEAT (ON/OFF) … CD 에서 반복 재생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CD EDIT (ON/OFF) … CD 의 편집된 트랙 재생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TIMER (ON/OFF) … Timer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SHOW CLOCK … 디스플레이에 시계를 잠깐
불러옵니다.
SETUP … 설정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팁…
번호 (1–9) 를 눌러 메뉴를 선택하거나, 적절한
번호를 눌러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D RANDOM ON/OFF 기능이 메뉴
시스템의 4 번이면 4 번을 눌러 해당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각 메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메뉴를 선택할 때 번호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저장하지 않고
메뉴 시스템을 종료하려면 EXIT 를 두 번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LIST 옵션에 CD RANDOM 을 추가하면
이 기능에 바로 가기를 만든 상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특수 CD 재생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BeoCenter 2 가 Master Link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으며, BeoPort 가 있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BeoCenter 2 를 통해
N.MUSIC 또는 N.Radio 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Por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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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프로그램 튜닝 및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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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찾아
보십시오. 라디오 프로그램은 99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 . RADIO
1 AUTO TUNING …
2 UPDATE TUNING …
3 MOVE PROGRAM …
4 DELETE PROGRAM …

프로그램을 저장한 다음에는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이동하거나 저장된 프로그램을
하나씩 넘기면서 찾을 수 있습니다.
MOVE PROGRAM 또는 DELETE
PROGRAM 메뉴를 통해 맞춘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거나 지울 수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전송한 이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추가된 프로그램을 저장하려면
STORE PROGRAM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사운드 시스템에 내장 DAB 모듈이 장착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DA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디지털 라디오 프로그램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5 ADD PROGRAM …

1 TUNE [FREQ, FM …]

6 EDIT PROGRAM …

2 NAME PROGRAM
3 STORE PROGRAM

7 DAB AERIAL ADJUSTMENT
8 DAB DRC

1

PROGRAM 1

1 TUNE [FREQ, FM …]

…

2 NAME PROGRAM

99 PROGRAM 99

3 STORE PROGRAM

RADIO 메뉴에 들어가려면 LIST 를 누르고 SETUP
메뉴로 들어간 후 RADIO 메뉴로 들어갑니다.
RADIO 메뉴 구성 …
AUTO TUNING … 모든 라디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튜닝합니다. FM 및 DAB 프로그램만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UPDATE TUNING … 새 DAB 프로그램을
튜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대쪽 페이지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MOVE PROGRAM … 조정한 라디오 프로그램이
나타나는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LETE PROGRAM …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원하지 않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습니다.
ADD PROGRAM … 새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추가된 프로그램에 이름을 설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EDIT PROGRAM (1–99) … 프로그램을 미세
조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이름을 설정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ADD PROGRAM 및 EDIT PROGRAM 메뉴
모두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TUNE 메뉴에서, 및
를 눌러 옵션을 이동하거나 또는 를 눌러
옵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FM, AM 또는 DAB 등 현재
청취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FM 방송의 ADD PROGRAM 메뉴에
있는 TUNE 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FREQUENCY … 현재 주파수를 보여줍니다.
또는 를 누르면 튜닝이 시작됩니다.
BAND … 현재 주파수 대역을 보여줍니다. FM,
AM, DAB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FINE … 튜닝한 방송국을 미세 조정합니다.
STEREO … 스테레오 사운드를 감상하려면
YES 를 선택합니다.

DAB AERIAL ADJUSTMENT … 이 메뉴에는 표시
막대가 있습니다. 막대의 길이와 색상은 DAB
신호 수신 강도와 신호 중단 위험을 나타냅니다.
안테나를 조정하면서 표시 막대를 잘
관찰하십시오. 공중파를 조정하는 동안에는
음향이 나오지 않습니다.
– 신호 강도가 증가하면 표시 막대가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강도가 감소하면 줄어듭니다.
– 표시 막대는 회색과 흰색 영역을 통과해
움직입니다. 왼쪽 회색 영역은 주기적으로
신호가 끊길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흰색 영역은 신호가 끊길 위험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공중파는 반드시 신호가 감지되는 채널 번호를
선택한 후에 조정해야 합니다. 채널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AB 방송국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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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 DRC … 특정 DAB 프로그램의 경우
DRC(Dynamic Range Control) 기능으로 오디오
신호 압축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압축율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원을 보정합니다.
DAB DRC 메뉴에는 …
12 가지 설정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OFF (압축 없음)
NOM(DAB 제공업체 권장)
MAX(최대 압축, DAB 제공업체 권장값의 두 배)
–
또는 를 눌러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디오
신호 압축을 조정한 경우에는 DRC 로 DAB
프로그램을 들을 때 디스플레이 하단 오른쪽
모서리에 ‘DRC’ 가 나타납니다. DAB DRC 메뉴
설정은 DRC 로 방송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AB 프로그램의 튜닝 업데이트 …
DAB(Digital Audio Broadcast) 제공업체는
앙상블*이라는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보냅니다.
채널 하나에는 앙상블이 하나 있으며 앙상블
하나에는 일반적으로 5-10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새 DAB 프로그램이 제공되면 튜닝 업데이트
기능으로 이를 튜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
프로그램이 튜닝되며 이전에 저장된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DAB 신호가 발견되면 신호의 모든 프로그램이
등록됩니다. 튜닝이 끝나면 개별 프로그램
리스트를 둘러보고 저장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DAB 프로그램을 튜닝할 때 …
>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STORE DAB
PROGRAM 메뉴에 나타납니다.
>
또는 를 눌러 각 프로그램을 이동합니다.
> GO 를 눌러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 STORE DAB PROGRAM 메뉴가 비어 있거나
프로그램을 추가로 저장하고 싶지 않으면 EXIT
를 눌러 메뉴를 나갑니다.

*일부 DAB 제공업체는 앙상블을‘멀티플렉스’로,
프로그램을‘서비스’로 부릅니다.

DAB 라디오 프로그램은 그룹 또는 앙상블로 방송
되며 채널에 저장됩니다.

DAB BAND III
174.928MHz
5A 5B 5C 5D 6A - - Channels

239.200MHz
- - - 12A 12B 12C 12D - - - 13F
DR NEWS
DR SOFT
DR ROCK
…
…
…
…
…
DR BOOGIE
DR SPORT

유용한 팁 …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에는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17 문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이름을
설정하려면 를 눌러 문자를 선택합니다. 입력한
문자를 삭제하려면 를 누릅니다.
대소문자를 변경하려면 메뉴의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찾았지만 수신이 불량한
경우에는 EDIT PROGRAM 메뉴를 통해 이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확한
주파수를 키로 입력하고 프로그램 번호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및 방송국에 대한 텍스트 정보인
라디오 텍스트는 BeoCenter 2 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DISPLAY 메뉴에서 라디오 텍스트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옵션 설정’ 장을
참조하십시오.

ADD PROGRAM 또는 UPDATE TUNING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을 튜닝하는 경우, 이전에 튜닝한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프로그램
이름과 순서를 프로그램 리스트에 보관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특수 설정을 저장합니다.
그러나 AUTO TUNING 메뉴를 통해 프로그램을
튜닝하면 이전에 튜닝한 프로그램 설정이
삭제됩니다.
FM 정보 …
스테레오 신호가 약해 적절한 수준의 사운드를
재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운드 시스템이
사운드를 모노로 자동 전환합니다.

오디오 CD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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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CD 기능은 AUDIO CD 메뉴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CD 이름 설정, 선곡한 트랙 편집,
임의 재생, 반복 재생 기능 등이
포함됩니다.

. . AUDIO CD
1 THIS CD …

1 NAME CD

2 ALL CDs [RANDOM, REPEAT, EDIT]

2 EDIT CD

임의 재생 기능은 CD 에 있는 모든
트랙을 임의 순서로 재생합니다. 반복
재생 기능은 CD 를 반복해서 12
시간까지 계속 재생합니다.
임의 재생 및 반복 재생 기능은 같이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CD 에 좋아하지 않는
트랙이 있는 경우에는 CD 를 편집하
여 선택한 트랙만 재생할 수 있습니
다. 선곡한 트랙 시리즈를 선택하고
편집 기능을 작동한 다음에는 사운드
시스템이 그 CD 를 재생할 때마다
선곡한 트랙 시리즈를 재생합니다.

AUDIO CD 메뉴로 들어가려면 LIST 를 누르고,
SETUP 메뉴에 들어간 후 AUDIO CD 메뉴로
들어갑니다.
AUDIO CD 메뉴 구성 …
THIS CD … CD 이름을 설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습니다. CD 를 편집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트랙이 선택됩니다. 따라서 감상하지 않으려는
트랙은 개별적으로 선택을 취소해야 합니다.
ALL CDs (RANDOM, REPEAT, EDIT) … 모든 CD
에서 임의 재생 또는 반복 재생 기능을
작동하며, 편집된 재생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확장 디스플레이를 켜면 CD 이름, 트랙 번호, 트랙
시간 등을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확장
디스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유용한 팁 …
현재 재생 중인 CD 에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에 CD 이름을 200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이름은 숫자를 포함하여 최대 17
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BeoCenter 2 에 DVD가 장착되어 있으며 TV 에
연결된 경우, MP3 트랙이 담긴 디스크를 넣어
재생하려면 Beo4 에서 DVD* 를 누르십시오. 21
페이지에 설명된 Disc Navigator 메뉴를 사용하여
트랙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CD 또는 DISC 를
누르면 트랙을 재생하고 한 단계씩 이동할 수
있지만 전체 트랙을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
재생 기능을 사용하거나 Disc Navigator 메뉴를
불러오십시오.

CD 이름 리스트가 가득차면 새 이름을 입력하기
전에 CD 이름 하나를 지우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D 를 편집한 경우, CD 이름을
지우면 저장된 트랙 시리즈도 같이 삭제됩니다.

*DVD 플레이어가 내장된 TV 에 사운드 시스템이
연결된 경우, LIST 를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DVD2
가 나타납니다. 이 때 GO 를 누르면 디스크가
재생됩니다.

CD 를 편집하면 선택한 트랙이 번호순으로
재생됩니다. 단, 편집 기능을 취소하면 CD 전체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선곡한 트랙 시리즈를
지우고 항상 전체 CD 가 재생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자동 시작 및 종료 설정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로 지정한
시간에 사운드 시스템이 시작하거나
멈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에는 타이머 설정을 8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CD 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사운드로 아침을 깨워주는 타이머
하나와 정해진 저녁 시간에 사운드
시스템을 대기 상태로 만드는 타이머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중, 주말,
그리고 휴일에 서로 다른 타이머를
만들어 보십시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머에
이름을 설정하거나 타이머를 하나씩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타이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TIMER
1 TIMER 1

1 ON/OFF

…

2 SOURCE [SOURCE, PROGRAM]

8 TIMER 8

3 START/STOP
4 DAYS
5 NAME

TIMER 메뉴에 들어가려면 LIST 를 누르고 SETUP
메뉴에 들어간 후 TIMER 메뉴에 들어갑니다.
TIMER 메뉴 구성 …
ON/OFF … 프로그래밍된 타이머를 작동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SOURCE … 프로그래밍된 타이머용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소스로 라디오를
선택할 때에는 프로그램 번호도 선택하십시오.
START/STOP … 타이머 시작 및 중지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DAYS … 주중에 이 타이머를 작동할 요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NAME …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타이머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사운드 시스템을 중지하려면 타이머 소스로
대기를 선택하십시오.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타이머를 설정하면
매주 선택한 요일에 타이머가 반복됩니다.
타이머 기능이 있는 Bang & Olufsen TV 또는
라디오에 타이머가 연결되어 있으면 TV 또는
라디오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이러한 설정을 BeoCenter 2 에도
적용하려면 타이머 기능을 BeoCenter 2 에
작동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려면 사운드 시스템에
내장된 시계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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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설정

14

사운드 볼륨은 최초 출고시 중간
수준으로 맞춰져 있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볼륨, 중저음, 고음 수준을 조절하고
왼쪽과 오른쪽 스피커 사이의
밸런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SOUND
1 PRESET VOLUME
2 ADJUST BALANCE
3 SET TONE [BASS, TREBLE, LOUDNESS]

볼륨 수준을 저장하면 전원을 켤
때마다 선택한 수준에서 재생이
시작됩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켜고 끌 수 있는
사운드 증폭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사운드 증폭 기능을 사용하면
음악이 더욱 역동적으로 들립니다.
이 기능은 낮은 볼륨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에
대한 청취 민감도를 보정합니다.

SOUND 메뉴에 들어가려면 LIST 를 누르고 SETUP
메뉴에 들어간 후 SOUND 메뉴에 들어갑니다.
SOUND 메뉴 구성 …
PRESET VOLUME … 사운드 시스템의 볼륨
수준을 사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에
저장할 수 있는 최고 볼륨 수준은 75 입니다.
ADJUST BALANCE … 좌우 스피커의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ET TONE (BASS, TREBLE, LOUDNESS) …
원하는 대로 중저음과 고음을 조정하고 증폭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설정한 사운드 조정값을 저장하지 않고 스위치를
끄면 미리 설정된 기본 사운드 수준으로 사운드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볼륨 수준은 장착된 클로즈업 제어판이나 Beo4
리모콘을 통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이 Bang & Olufsen TV 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TV 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사운드를 조정하십시오.

옵션 설정

원하는 대로 사운드 시스템의 기본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OPTIONS
메뉴에서는 시계 조정, 타이머 기능
켜고 끄기, DVD 옵션*, 언어 선택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디스플레이 화면을
설정하고, LIST 버튼을 누를 때
원하는 소스나 기능이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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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PTIONS
1 SET CLOCK …
2 ACTIVATE TIMER [ON/OFF]
3 SELECT LANGUAGE …
4 DISPLAY SETUP …

1 RADIO

5 LIST OPTIONS [N.MUSIC …]

2 CD

6 DVD OPTIONS …

3 STATUS [DEFAULT/ EXTENDED]
1 SCART SENSE OUT
2 DVD SOUND
3 SCART VIDEO OUT [RGB/CVBS …]
4 PARENTAL LOCK

OPTIONS 메뉴로 들어가려면 LIST 를 누르고
SETUP 메뉴로 들어간 후 OPTIONS 메뉴로
들어갑니다.
OPTIONS 메뉴 구성 …
SET CLOCK … 정확한 시간과 날짜로 내장 시계를
맞출 수 있습니다. - 이 메뉴는 사운드
시스템이 TV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ACTIVATE TIMER (ON/OFF) … 타이머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ON 을 선택하면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된 스피커가 포함됩니다.
SELECT LANGUAGE … 사용할 수 있는 언어
리스트 중에서 디스플레이의 텍스트에
사용하려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ISPLAY SETUP … 라디오 및 CD 에 대한
디스플레이 정보의 종류와 분량을 선택합니다.
RADIO 및 CD 설정은 라디오 텍스트 또는 CD
이름과 같이 디스플레이 상단에 표시되는
내용을 결정합니다. STATUS 설정은 클로즈업
제어판을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 정보가
일시적으로 표시되는지, 영구적으로
표시되는지 결정합니다.
LIST OPTIONS … LIST 를 누를 때 나타나는
리스트에 기능, 특징, 메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VD OPTIONS … DVD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eoCenter 2 에 DVD가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메뉴입니다.

유용한 팁 …
초기 출시 상태에서 LIST 를 눌러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유일한 메뉴는 SETUP 입니다.
DEFAULT 에서 STATUS DISPLAY 를 EXTENDED 로
바꾸면 정보가 계속 나타나며 그렇지 않으면 잠시
표시되었다가 사라집니다.
디스플레이에 시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BeoCenter 2 의 LIST 버튼을 누르고 SHOW CLOCK
을 선택하거나 Beo4 리모컨의 LIST 버튼을 누르고
CLOCK 을 선택합니다.
Bang & Olufsen TV 또는 라디오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으면 TV 또는 라디오 설명서에 따라
시계를 맞추십시오.
사운드 시스템이 TV 와 연결되어 있을 때 TV 를
통해 타이머가 프로그래밍됩니다. 하지만
BeoCenter 2 에서 실행하려면 ACTIVATE TIMER
메뉴를 ON 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때 스피커도
BeoCenter 2 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 언어를 실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LIST
를 눌러 언어 메뉴로 들어가 최근에 사용한
메뉴 항목으로 내려가 를 누른 후 5 를 누르고
다시 3 을 누르십시오.

암호 시스템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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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 시스템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암호 시스템은 암호를
삭제하면 취소됩니다.

PINCODE
1 NEW PINCODE …

CONFIRM PINCODE

2 DELETE PINCODE …

암호 사용이란 사운드 시스템의
전원이 약 30 분 이상 차단된 후
시스템을 다시 켜면 장착된 클로즈업
제어판을 통해 암호를 입력해야
시스템이 다시 작동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암호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사운드
시스템은 3 분 후에 자동으로 대기
상태가 됩니다.
암호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변경
회수는 3 시간 동안 5 회로
제한됩니다.
암호 또는 마스터코드를 잘못
입력하거나 지정된 회수 이상 암호를
여러 번 바꾸려 하면 디스플레이에
PINCODE ERROR 가 나타납니다.

암호 메뉴를 불러오려면 LIST 를 누르고
누른 후 EXIT를 누릅니다.

를두번

PINCODE 메뉴 구성 …
NEW PINCODE … 암호를 입력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LETE PINCODE … 암호 시스템 작동을 끌 수
있습니다.

유용한 팁 …
암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암호 입력을 네 번
더 시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사운드 시스템이
대기 모드로 전환되어 대기 모드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3 시간 동안은 시스템을 켤 수 없습니다.

마스터코드를 입력하려면 …
> 사운드 시스템에서 암호를 요구하면 를 세 번
눌러 마스터코드 입력 상태를 만듭니다.
> 마스터코드를 입력합니다.
> 마스터코드를 입력하면 암호 시스템이 꺼지고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호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려면 새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기능을 처음 실행할 때 디스플레이에 PIN 코드가
나타나며 Bang & Olufsen 매장에서 PIN 코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매장에 PIN 코드 수령을
문의하십시오.
암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면 본사에서 마스터코드를 받아
다시 설정해 드립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다시
작동하려면 마스터코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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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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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Center 2 에 DVD 가 장착된
경우에만 이 장의 내용이 유효합니다.
Beo4 리모컨을 사용하여 DVD 를
작동합니다.
DVD 를 재생하면서 다양한 속도로
탐색, 단계별 디스크 단계, DVD
디스크 메뉴 가져오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한 지점부터 DVD
재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이 아닌 두 번 STOP 을 눌러 DVD
재생을 중지한 경우에만 이 기능이
지원됩니다.
일부 디스크는 DVD 플레이어가 “재생 모드”,
“메뉴 모드” 중 어떤 모드에 있더라도 작동
중에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흔치 않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에 별도의 명령을 내리기
전에 노란색 버튼을 누르십시오. 예를 들어
메뉴에서 노란색 버튼과 GO 를 차례로 누르면
선택한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BeoCenter 2 에 스피커가 연결된 시스템에서
BeoCenter 2 를 설정한 경우에는 DVD 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치한 상태에서는 라디오 작동이 클로즈업
제어판을 통해 제어됩니다.

DVD 챕터 재생 및 변경 …
DVD 재생을 시작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DVD

챕터를 하나씩 이동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반복해서
누르면 디스크의 다른 챕터로
건너뜁니다.
챕터 번호를 입력하면 원하는
챕터로 바로 이동합니다.

1–9

재생 중에 앞뒤로 탐색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DVD 일시 정지, 느린 재생 또는
재생 중지 …
재생을 일시 중지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DVD 화면 메뉴 사용 …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
언어 메뉴가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서로 바뀝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녹색 버튼을 누르면 자막 언어
메뉴가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서로 바뀝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GO

파란색 버튼을 누르면 디스크
메뉴가 나타납니다.

STOP

디스크 메뉴에서 …
메뉴 옵션을 이동하려면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거나
설정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또는 뒤로 느리게
재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다시 눌러 재생을 완전히
중지하거나 ...

STOP

… 버튼을 눌러 재생을 다시
시작하거나 …

GO

… 세 번째로 버튼을 눌러
디스크 맨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STOP

GO

*모든 디스크에서 자막 메뉴와
오디오 언어 메뉴가 분리되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인 메뉴 또는 Disc
메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부 DVD 는 필름 시퀀스 추가와
같이 재생 중에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경우 GO 를
누르면 이 특수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클로즈업 제어판 버튼이 Beo4 리모콘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버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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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를 선택한 상태에서 …
노란색 버튼과 1 을 차례로
누르면 디스크 자체의 최상위
메뉴가 나타납니다.*

1

메뉴 옵션을 이동하려면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항목을 선택하거나 설정하려면 이 GO
버튼을 누릅니다.
노란색 버튼과 2 를 차례로
누르면 상태 표시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2 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변경됩니다. 세 번째로 2 를
누르면 상태 표시 화면이
사라집니다.
노란색 버튼과 3 을 차례로
누르면 DVD 설정 메뉴가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버튼과 4 를 차례로
누르면 화면이 확대됩니다. 4 를
누르면 확대 비율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로 4 를 누르면 확대
기능이 끝납니다.
노란색 버튼과 5 를 차례로
누르면 카메라 앵글 메뉴가
나타납니다. 5 를 누르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바뀝니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메뉴가
사라집니다. 단, 디스크 설정
메뉴에서 앵글 표시를 켜둔
경우에는 아이콘이 화면에 남아
있게 됩니다.

2

3

4

5

*모든 디스크에 자체 메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이 DVD 플레이어는 출고시에 적절한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호환되지 않는 지역의
디스크는 이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디스크 형식을 재생하려면
BeoCenter 2 는 다양한 형식의 디스크를
재생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지원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DVD–비디오
– 오디오 CD
– 비디오 CD
– CD–R/RW
– DVD–R/RW. 단, DVD 비디오 형식을 사용하여
레코딩한 후 마무리된 디스크여야 합니다.
– 샘플링 주파수가 32, 44.1 또는 48Khz 로
설정되어 있으며 mp3 파일이 담긴 디스크를
지원합니다.
– WMA(Windows Media Audio)
mp3 또는 WMA 파일이 담긴 디스크를
재생할 때, 및 를 사용하여 트랙을 한
단계씩 이동하거나 및 를 눌러 앞뒤로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Beo4 에서 DVD
를 눌러 재생을 시작한 경우에는 mp3 만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21 페이지의 설명과 같이 Disc Navigator
메뉴를 불러온 후 관련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EXIT 를 누르면 리스트가 사라집니다.
– 최대 3072x2048 을 지원하는 JPEG 파일.
JPEG 파일이 담긴 디스크를 재생할 때에는
노란색 버튼과 및 , 및 를 사용하여
사진을 회전할 수 있습니다.
– DivX 버전 3, 4, 5 및 DivX VOD 형식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파일 재생은 해당 파일을
CD–R/RW 로 레코딩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DVD 작동

Initial Settings

Play Mode

Play Mode

Disc Navigator

Initial Settings

A-B Repeat

A (Start Point)

Digital Audio Out

Dolby Digital Out

Dolby Digital

Repeat

B (End Point)

Video Output

DTS Out

DTS

Random

Off

Language

Search Mode

Display
Options

DVD 메뉴 사용 방법 …
> 노란색 버튼과 3 을 차례로 누르면 DVD 메인
메뉴가 나타납니다.
> 또는 를 눌러 원하는 메뉴로 이동한 후 GO
를 누릅니다.
> 화살표 키, , , , 를 사용하여 메뉴 및
설정 항목을 이동합니다.
> GO 를 눌러 선택한 항목을 저장합니다.
> EXIT 를 눌러 화면 메뉴에서 나갑니다.
BeoCenter 2 에 디스크를 넣어야만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참고! BeoCenter 2 에 DVD 가 장착된 경우에만 이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lay 모드 메뉴 구성
Play 모드 메뉴에서는 재생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A–B Repeat … 반복 기능을 사용하여 디스크의
두 지점을 지정한 후 반복 재생할 수 있습니다.
Repeat …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디스크의
타이틀이나 챕터를 반복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Random … 임의 재생 기능은 디스크의
타이틀이나 챕터를 무작위로 재생합니다.
Search Mode … 탐색 모드 기능을 사용하면
특정 타이틀이나 챕터를 검색하거나 디스크
경과 시간을 잠시 검색하여 디스크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Initial Settings 메뉴 구성
Initial Settings 메뉴를 사용하면 DVD 재생에 대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의
설정은 재생 중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Digital Audio Out … 시스템의 사운드 출력을
선택합니다. Dolby Digital Out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Dolby Digital 또는 Dolby Digital >
PCM(스테레오). DTS Out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DTS 및 DTS > PCM (스테레오).
Video Output … 이 메뉴는 화면 크기를 TV 에
적합하게 맞춰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4:3
(Letter Box), 4:3 (Pan & Scan), 16:9 (Wide) 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3 (Letter Box)’ 비율로 영화를 감상하면 화면
상단과 하단에 검은색 띠가 나타납니다.
Component Out 은 AV Connector Out 설정을
Video 로 변경한 경우가 아니면 수정하지
마십시오.
AV Connector Out 은 가장 뛰어난 화질을 위한
설정입니다 (RGB).
Language … 언어 메뉴에서는 오디오, 자막,
디스크 메뉴에 사용할 원하는 언어를 저장하고
재생 중 자막 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에 넣은 디스크에서 이 메뉴에서 선택한
언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언어가
사용됩니다.
일부 DVD 는 ‘Language’ 메뉴에서 기본 자막
언어를 먼저 선택한 경우에도 디스크 메뉴에서
자막 언어를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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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Navigator
Title
Chapter

Display … 디스플레이 메뉴에서는 DVD
플레이어의 메뉴 언어를 선택하거나 플레이어의
작동 상태 또는 카메라 앵글 표시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앵글 표시는 디스크에
대체 카메라 각도 기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ptions … 일부 DVD 에는 Parental Lock 등급
기능이 있습니다. 디스크에 설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지정한 경우에는 암호를
입력해야만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Country Code 기능을 지원하는 디스크도
있습니다. 이는 설정한 Country Code 및
Parental Lock 등급에 따라 디스크의 특정
장면이 재생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Parental
Lock 등급 또는 Country Code 를 설정하기 전에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암호는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잊은 경우에는 DVD OPTIONS 메뉴로
들어가 PARENTAL LOCK 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해제됩니다. DVD OPTIONS
메뉴에 대한 설명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DivX VOD 는 주문형 비디오에 사용됩니다. 이
메뉴는 제공업체에 보내는 DivX VOD 등록
코드를 생성할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DivX VOD 제공업체에 문의하십시오.

Disc Navigator 메뉴 구성
Disc Navigator 메뉴에서는 디스크의 특정
타이틀이나 챕터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BeoCenter 2 의 DVD OPTIONS
메뉴 …
BeoCenter 2 의 DVD OPTIONS 메뉴에 다음
설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CART SENSE OUT … BeoVision MX
시리즈 (4000/4002, 6000/7000) TV, AV 9000
또는 21 핀 SCART 소켓이 없는 Bang & Olufsen
TV 에 시스템이 연결된 경우 OFF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AV 2 Expander 상자를 통해
BeoVision MX 에 연결되어 있거나 다른
Bang & Olufsen TV 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ON 을 선택합니다.
DVD SOUND … 사운드 시스템에 연결된
스피커를 통해 DVD 사운드를 들으려면
PL/SCART 를 선택합니다.
TV 스피커를 통해서만 DVD 사운드를 들으려면
21 핀 SCART 소켓이 TV에 없는 경우에도 SCART
를 선택합니다.
SCART VIDEO OUT … AV 9000, BeoVision LX,
BeoVision MS 또는 MX 4000/4002/6000/7000
TV 에 시스템이 연결된 경우에는 CVBS 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BeoVision Avant 50Hz TV 에
연결되거나 21 핀 SCART 소켓이 없는
Bang & Olufsen TV 에 연결된 경우에는 Y/C 를
선택합니다.
다른 TV 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RGB/CVBS 를 선택하십시오.
PARENTAL LOCK … DVD 암호를 잊었거나
암호를 다시 설정하려면 이 메뉴로 들어가 YES
를 선택합니다.

Beo4 리모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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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추가‘버튼’을 Beo4 에 표시하려면 이
버튼을 Beo4 리스트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RANDOM 및 REPEAT를 Beo4 에
추가하십시오. A.AUX 를 추가하면 AUX - 소켓에
연결된 모든 소스를 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4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다른 Bang & Olufsen 제품과 함께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제품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라디오 프로그램 또는 CD 의 트랙을 차례로
넘깁니다. RANDOM 또는 REPEAT 가 Beo4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때, 를 누르면 기능이
켜지고 를 누르면 기능이 취소됩니다.
CD 를 검색하거나, 메뉴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재생을 다시 시작하고, 소스를 켜며, 설정을
확정하고, CLOCK 과 같이 Beo4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기능을 작동합니다.
RANDOM, REPEAT 또는 N.MUSIC* 과 같은
추가 ‘버튼’을 표시합니다.
BeoCenter 2 의 LIST 와 같지 않습니다!

GO

TV

LIGHT

RADIO

DTV

DVD

CD

V MEM

RECORD

A MEM

7

8

9

4

5

6

1

2

3

TEXT

0

MENU

RADIO
DVD
CD
0–9

MENU

*참고! 컬러 버튼도 N.MUSIC 을 들을 때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BeoPort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D 를 켭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번호, CD 트랙 번호 또는 DVD
챕터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 키를 눌러 번호가
지정된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BeoCenter 2 의
LIST 버튼과 같습니다.
DVD 를 보면서 자막 메뉴를 불러오는 것과 같이
선택한 DVD 기능에 사용합니다. 이러한 버튼들은
BeoCenter 2 에 DVD가 장착된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N.MUSIC

STOP
EXIT
LIST

볼륨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가운데를 누르면
스피커의 사운드가 묵음이 되며 다시 누르면
사운드가 복원됩니다.

BeoCenter 2 에 DVD 가 있으면 DVD 를 켭니다.

LIST
R ANDOM
GO

언제든지 CD 재생을 일시
중지하거나
메뉴에서 한 수준 뒤로 이동합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STOP

메뉴 시스템을 종료합니다.

EXIT

•

사운드 시스템을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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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사운드

디스플레이 정보 이해 및 변경, 5 및 15

볼륨, 저음, 고음, 증폭 기능 변경, 14
사운드 볼륨 조절, 4
스테레오에서 모노로 사운드 변경, 10

라디오
라디오 켜기, 4
라디오 프로그램 삭제, 10
라디오 프로그램 이동, 10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설정, 10
라디오 프로그램 튜닝, 10

라디오 프로그램 삭제, 10
선곡한 트랙 시리즈 삭제, 12
CD 이름 삭제, 12

라우드스피커

상태 표시등

라우드스피커 연결,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상태 표시등, 5

메뉴

설정

메뉴 기호 읽는 방법, 6
메뉴 사용 방법, 7

사운드 조정, 14
시계 설정, 15
DVD 재생용 기본 설정 지정, 19-20 페이지

삭제

반복 재생
CD 반복 재생, 12

소켓 패널
소켓 개요,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배치
사운드 시스템 배치, 소켓 장치 설명서 4 페이지

시계
내장 시계 설정 입력, 15

벽면 브래킷
옵션 벽면 브래킷 장착, 소켓 장치 설명서 8 페이지

암호
마스터코드 입력, 16
암호 변경 및 삭제, 16
암호 사용, 16
암호 시스템 작동, 16
암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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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인

언어

제어판

CD 플레이어

디스플레이 언어 변경, 15
DVD 언어 변경, 19

제어판 개요, 4

디스크 넣기, 5
임의 순서로 트랙 재생, 12
자주 듣는 트랙만 재생, 12
최대 12 시간 동안 CD 반복 재생, 12
CD 이름 삭제, 12
CD 이름 설정, 12
CD 재생, 4

청소
연결
비디오 시스템에 사운드 시스템 연결,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소켓 장치,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스피커 연결,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안테나 소켓,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헤드폰 연결, 5

사운드 시스템 관리, 소켓 장치 설명서 12 페이지
CD 취급, 소켓 장치 설명서 12 페이지

최초 설정
최초 설정 절차, 8

케이블
연락처
Bang & Olufsen 연락처, 25

케이블 연결,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케이블 커버 장착, 소켓 장치 설명서 5 페이지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타이머

비디오 시스템에 사운드 시스템 연결,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사용, 소켓 장치 설명서 11
페이지
옵션 프로그래밍, 소켓 장치 설명서 10 페이지

내장 시계 설정 입력, 15
사운드 시스템 자동 시작 또는 종료 설정, 13
타이머 보기, 편집, 삭제, 13
타이머 재생 기능 켜기, 13

DAB 라디오 프로그램
DAB 라디오 프로그램 튜닝, 10-11
DAB 안테나 소켓, 소켓 장치 설명서 6 페이지
DAB 안테나 조정, 11
DAB 오디오 신호 압축률 조정 - DAB DRC, 10

DVD

트랙
옵션
정확한 옵션으로 사운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소켓
장치 설명서 10 페이지

유지관리

DVD – Parental Lock (시청 제한), 21 페이지
DVD – 오디오 언어, 20
DVD – 자막 언어, 20
DVD 작동, 18
DVD 재생, 18
DVD 화면 메뉴, 20
DVD OPTIONS 메뉴, 21

임의 순서로 트랙 재생, 12
자주 듣는 트랙만 재생, 12

Master Link

헤드폰
헤드폰 연결, 5

오디오/비디오 설정, 소켓 장치 설명서 10 페이지
오디오/비디오 시스템 사용, 소켓 장치 설명서 11
페이지
옵션 프로그래밍, 소켓 장치 설명서 10 페이지

Beo4 리모컨

N.Music

Beo4 리모컨 사용, 22

N.MUSIC 재생, 9

사운드 시스템 관리, 소켓 장치 설명서 12 페이지

이름 설정
라디오 프로그램 이름 설정, 10
CD 이름 삭제, 12
CD 이름 설정, 12

N.Radio
N.RADIO 재생, 9

임의 재생
임의 순서로 트랙 재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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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정보 …
실사용자인 고객님의 요청사항은 Bang & Olufsen
제품의 디자인 및 개발 절차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저희는 쉽고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Bang & Olufsen 제품을
사용하며 느끼신 점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내용이든 알려 주시면 제품을 개선하는 당사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사 웹사이트 주소…
www.bang-olufsen.com
우편 주소:

Bang & Olufsen a/s
BeoCare
Peter Bangs Vej 15
DK–7600 Struer

팩스:

Bang & Olufsen
BeoCare
+45 97 85 39 11(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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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환경
보호
유럽 연합 (EU) 의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서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 규정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 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을 수립한 목적은 전기 및 전자 장비의
무분별한 폐기를 방지하고 다른 형태로 재활용
또는 복원하는 방식을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생산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WEEE 규정은 제조사와 최종 소비자 모두 전기 및
전자 장비와 그 부품을 환경 보호 방식으로
폐기할 것에 대한 요구 및 각종 장비와 폐기물은
원래의 소재나 에너지로 재활용하거나 복원해야
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와 부품은 일반적인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모든
전기 및 전자 장비와 그 부품은 분리 수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재사용, 재활용 또는 다른 형태의 복원을 위해
수거하는 제품과 장비에는 그림과 같은 표시를
부착합니다.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분리 수거 시스템을
통해 전기 및 전자 장비를 처분할 경우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을 보호하며 천연
자원의 신중하고 이성적인 사용에 기여하게
됩니다. 전기 및 전자 장비와 폐기물을 분리
수거하는 것은 해당 전기 및 전자 장비에 존재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입니다.
Bang & Olufsen 대리점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 규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미국 시장에만 해당!
주의: 이 기기는 테스트에서 FCC 규정 15 부에
따라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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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고
이용하며 발산시킬 수 있으며 지침대로 설치,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설치
환경에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기가 정말로 무선이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초래할 경우에는(기기를
끄고 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조치로 그 간섭 현상을 바로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거나 위치를
바꿉니다.
– 기기와 리시버 사이의 거리를 더 멀리 띄어
놓습니다.
– 리시버가 연결된 회로 이외의 회로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매장이나 경험 있는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캐나다 시장에만 해당!
이 B 등급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간섭 유발 기기
규정 (Canadian Interference-Causing Equipment
Regulations) 의 모든 요건에 부합됩니다.

이 제품은 89/336/EEC 및 73/23/EEC 지침에
기술된 조건을 충족합니다 .

CLASS 1
LASER PRODUCT

이 디스크 플레이어에 부착된 검정색과 노란색
라벨은 이 기기가 레이저 장치를 내장하고 있으며
1 급 레이저 기기로 분류된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 관한 문제는 Bang &
Olufsen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장치는 지정된
서비스 직원만 열어야 합니다.
주의: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제어, 조정 또는
절차를 사용하면 유해한 방사능 노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 특허 (4,631,603/4,577,216/4,819,
098/4,907,093/6,516,132) 와 기타 지적
재산권에서 보호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 저작권 보호 기술을 이용하려면
Macrovision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Macrovision 이 달리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자국과 기타 제한된 시청
용도를 위한 것입니다. 역설계 또는 분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술 사양, 기능 및 사용은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50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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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 Video 로고는 등록 상표입니다.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Dolby
Laboratories. “Dolby” and the double-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Conﬁdential unpublished works.
Copyright 1992–1997. All rights reserved.

www.bang-olufse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