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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s 
– The product can only be switched off 

completely by disconnecting it from the mains 
socket. The mains socket must always be 
accessible.

– No naked flame sources, such as lighted candles 
should be placed on the apparatus. 

– Follow instructions to ensure correct and safe 
installation and interconnection of equipment in 
multimedia systems. 

– Make sure the cable connection between the 
product and the router does not exit the 
building to avoid contact with high voltage. 

– The product label is placed behind the cover for 
the connection panel. 



Technical specifications, features and the use 
thereof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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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미디어

TV

리모컨 사용 방법 

중요 – 설명서는 www.bang-olufsen.com/guides에 나와 있습니다. 

BeoRemote One 작동 
연결, 설정, 특징 및 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bang-olufsen.com/

guides의 온라인 설명서나 여기에서 설명한 대로 BeoRemote One을 

사용해 TV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정 컬러 기능 선택 

볼륨을 조절합니다. 버튼 가운데를 누르면 음소거됩니다. 

디스플레이가 켜지면 소스 또는 기능 목록이 표시됩니다. 

왼쪽, 오른쪽, 위, 아래, , , ,  화살표 버튼. 메뉴와 BeoRemote One 디스플레이에서 
이동 

소스, 기능 및 설정 값을 선택 및 활성화하는데 사용되는 가운데 버튼 

재생 가능한 음악 소스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한 단계씩 이동하려면  또는 
를 사용하십시오.*1 

대기 

활성화된 소스의 메인 메뉴 불러오기 

재생 가능한 TV 소스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목록에서 한 단계씩 이동하려면  또는 
를 사용하십시오.*1 

채널을 선택하고 화면 메뉴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널 및 방송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추가 기능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또는 를 누르면 목록을 한 단계씩 이동합니다. 

마이 버튼. 소스, 사운드 및 화면 설정 등의 현재 설정을 저장하려면 길게 누르고, 현재 
설정을 선택하려면 짧게 누르십시오. 

TV 메뉴 및 BeoRemote One 목록에서 뒤로 이동합니다. 길게 누르면 메뉴를 완전히 
종료합니다. 

메뉴나 기능에 관한 도움말 텍스트와 정보를 불러옵니다. 

1*BeoRemote One 소스 디스플레이의 일부 소스는 설정 절차에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리모컨 작동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리모컨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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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를 누르면 TV 메뉴와 BeoRemote One 디스플레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령,  및 를 
누르면 TV를 회전하거나(옵션 전동식 거실 스탠드가 장착된 경우) 화면 형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메뉴 선택 및 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에서 뒤로 이동하려면 BACK을 누르십시오. 
메뉴를 종료하려면 BACK을 길게 누르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BeoRemote One 리모컨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TV를 켠 상태에서 MENU를 눌러 메인 메뉴를 불러오십시오. MENU를 먼저 누르지 않고 메인 메뉴의 
컬러 기능을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TV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뉴 항목의 
절반만 화면 상단 또는 하단에 표시됩니다. 목록 상단에서 하단으로 쉽게 이동하려면 를 누르십시오. 
선택을 하려면 가운데 버튼을 눌러야 하고, 화살표 버튼  및 를 사용하면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텍스트
 

유용한 정보 메뉴

설정 메뉴에서 INFO 버튼을 눌러 도움말 텍스트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일부 언어는 
영어로만 도움말 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과 기능은 유용한 정보 메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설정 메뉴에서 이 메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인 특징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V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신하면 
(인터넷 연결 필요), 새로운 특징과 기능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옵션 전동식 스탠드를 TV에 설치하면 리모컨으로 TV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스탠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스탠드를 먼저 보정해야 합니다. TV를 회전할 위치도 미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온라인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TV를 회전하려면 BeoRemote One의 LIST를 누르고  또는 를 눌러 BeoRemote One 
디스플레이에 스탠드를 불러온 후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및 을 눌러 TV를 회전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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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버튼

TV 기능 BeoRemote One 버튼

메인 메뉴의 예(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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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duct incorporates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that is protected by U.S. patents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se of this 
copyright protection technology must be 
authorized by Rovi Corporation, and is intended 
for home and other limited viewing uses only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Rovi Corporation. 
Reverse engineering or disassembly is prohibited.

HDMI, the HDMI Logo and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are trademarks or registered 
trademarks of HDMI Licensing LLC. 

Manufactured under license from 
Dolby Laboratories. Dolby and 
the double-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Manufactured under license 
under U.S. Patent Nos: 
5,956,674; 5,974,380; 6,487,535 
& other U.S. and worldwide 
patents issued & pending. DTS, 
the Symbol, & DTS and the 
Symbol together are registered 
trademarks & DTS Digital 
Surround and the DTS logos are 
trademarks of DTS, Inc. Product 
includes software. © DTS,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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