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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스피커
- 리모컨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판자(상자), 폴리스티렌 폼
(완충재) 그리고 폴리에틸렌(종이비닐) 3종류
로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포장하였습니다.

재활용 전문 회사를 통해 폐제품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폐제품, 포장재
그리고 폐건전지를 폐기하십시오.

● 시스템을 작동하시기 전에 명판에 표기되어
있는 작동전압이 사용전압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자와 상의
하십시오.

● 시스템은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설치
하십시오.

● 시스템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기위해 적절한
통풍이 되는 곳에 시스템을 설치하십시오. 
시스템의 후면부와 상단부는 적어도 10cm
(4인치) 그리고 각각의 옆면은 5cm(2인치)의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 신문, 책상보, 커튼등으로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 제품, 건전지 또는 디스크를 습기, 비, 모래
또는 난방기, 직사광선으로 인하여 생기는
지나친 열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불 켜진 촛불 같은 불씨를 제품위에 놓지
마십시오.

● 꽃병과 같이 물이 채워진 물체를 제품위에
놓지 마십시오.

● CD 플레이어를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옮기면 렌즈에 습기가 생겨 CD
플레이어가 작동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디스크를 빼고 한 시간 정도 전원을 꺼
정상적으로 재생되도록 하십시오.

● 시스템의 기계적인 부품들은 자체 윤활
베어링을 갖고 있으므로 기름칠을 하지
마십시오.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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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AC 전원코드를 주전원에 연결하기 전, 
모든 연결이 완료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스피커 선을 SPEAKERS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오른쪽 스피커는“R”그리고 왼쪽 스피커는

“L”에 연결하되 색칠된 선을“+”그리고
색칠안 된 검정색 선은“-”에 연결하십시오.

● 스피커 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단자에
충분히 들어가게 하십시오.

도움말:
- 최적의 음향을 얻으려면 제공된 스피커를
사용하십시오.
- 한 쌍의 스피커 단자 +/-에 한 개 이상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 제공된 스피커보다 낮은 임피던스를 갖는
스피커는 연결하지 마십시오. 본 설명서의
제품규격 란을 참조하십시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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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스틱 보호 시트를 잡아 당기십시오.
2 리모컨의 음원선택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예, CD, TUNER)
3 그리고 원하는 기능(예, 2, ¡, ™)을 선택

하십시오.

CR2032
1 훅A을 약간 오른쪽으로 눌러 주십시오.
2 건전지 함B를 잡아 당겨주십시오.
3 새로운 건전지를 넣고 건전지 함을 원래

자리로 완전히 밀어 넣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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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CD

-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표시

2 iR
- 리모컨의 적외선 센서

3 PROG
CD의 경우... 디스크 곡을 프로그램하고 확인
라디오의 경우... 예약 라디오 방송국을

프로그램

4 POWER/B
- 시스템을 켜거나 또는 절전 대기/시간이

표시되는 일반 대기로 전환

5 PLAY/PAUSE 2 K
CD의 경우... CD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6 TUNING, PREVIOUS/NEXT (∞ / §)
CD의 경우... 현재 트랙/이전/다음 트랙으로

건너뜀

트랙/CD 내에서 뒤 또는
앞으로 빠른 탐색

라디오의 경우... 라디오 주파수를 찾음

시계/타이머의 경우... 시계/타이머 기능에서
시와 분을 조절

7 SOURCE (CD/TUNER/TAPE)
- 시스템을 켬
- 원하는 음원 CD/TUNER/TAPE을 선택

8 TIMER
- 타이머 기능을 작동/해제 함

9 PRESET /   (리모컨의 33/44 버튼)

라디오의 경우... 예약 라디오 선택

0 PLAYMODE (REPEAT/SHUFFLE)
- 트랙/프로그램 CD/전체 CD반복 재생
- CD 트랙을 무순서로 재생

! STOP/BAND L
CD의 경우.... CD재생을 멈추거나 프로그램을

지움
라디오의 경우... (설정에서만)주파수대를

선택

@ DISPLAY/CLOCK
CD의 경우... CD의 남은 시간을 표시
대기에서... 시계 기능을 설정

# DBB 
- 저음을 강조함

$ VOLUME /   (리모컨의 33 / 44 버튼)
- 음향을 조절

% L
- 헤드폰 연결

^

OPEN·CLOSE .... 테이프 버튼 덮개를 염
RECORD0........... 녹음 시작
PLAYπ................ 재생시작
Ò/† ............... 빨리감기/뒤로감기
STOP·OPEN ...... 테이프를 정지함; 

테이프 함을 염
PAUSE................. 녹음 또는 재생을 일시정지

& OPEN·CLOSE
- CD도어를 열고 닫음

* MUTE
- 음을 소거하거나 다시 나오게 함

( SLEEP
- 취침예약 기능을 설정 또는 작동/해제 함

CD. TUNER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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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리모컨의 B버튼) 또는 SOURCE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시스템은 마지막 선택했던 음원으로 전환
됩니다.

● SOURCE버튼(리모컨의 CD, TUNER, TAPE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시스템이 선택한 음원으로 전환됩니다.

● POWER버튼(리모컨의 B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테이프 모드에 있거나 녹음 모드에 있으면
맨 처음 STOP·OPEN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음량 레벨(20까지), 음향 설정치, 마지막
선택한 모드, 저장된 방송국이 기기의 메모리
에 남아있습니다.

절전 기능의 하나로, 디스크 또는 테이프가
재생을 멈춘 후 15분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대기모드로
전환됩니다.

1 음량 레벨을 키우거나 또는 줄이려면
VOLUME /   (리모컨의 33 / 44 버튼)으로
조절하십시오.
➞ 표시부에 음량 레벨인“UoL”과 0-32까지
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2 DBB버튼을 눌러 저음강화
를 켜거나 끄십시오.
➞ 표시부:DBB가 활성화
되면 DBB가 나타납니다.

3 리모컨의 MUTE 버튼을
눌러 재생 음량을 잠시
멈추십시오.
➞ 음을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재생이 소리없이 계속
되며 MUTE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소리를 다시 나오게 하려면;
- MUTE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오.
- 음량 레벨을 조절하십시오.
- 음원을 바꾸어 주십시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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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CD

본 CD 플레이어는 CD-Recordables, CD-
Rewritables를 포함한 오디오 디스크를 재생
합니다.

● CD-ROM, CD-1, CDV, VCD, DVD 또는 컴퓨터
CDs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CD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2 시스템 상단부에 있는
OPEN·CLOSE버튼을 눌러
CD함을 열어 주십시오.
➞ CD함이 열리며 OPEN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3 인쇄된 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디스크를 넣고 OPEN·CLOSE 버튼을
눌러 CD도어를 닫습니다.
➞ CD플레이어가 디스크의 내용을 탐색할 때
표시부에 rEAd가 나타난 후 전체 곡과
앨범 수가 나타납니다.

4 2K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 현재 트랙의 재생 경과 시간과 총 재생
시간이 재생되는 동안 표시됩니다.
➞ DISPLAY/CLOCK 버튼을 눌러 총 남은
시간은 확인하십시오.

5 일시정지 하려면 2K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2K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오.
➞ 표시부: 재생이 일시정지되면 경과 시간이
깜빡거립니다.

6 재생을 정지하려면 L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참고: CD 재생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정지
됩니다.
- CD 도어를 열었을 때
- 끝에 다다랐을 때
- 다른 음원을 선택했을 때: TAPE, TUNER
- 테이프 데크의 PLAY2버튼을 눌렀을 때

● 원하는 곡 번호가 표시부에 나타날 때까지
∞ 또는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주십시오.

● 2K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1 ∞ 또는 §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디스크가 빠르고 낮은 음량으로 재생됩니다.

2 원하는 소절을 찾으면, ∞ 또는 §  버튼을
놓아 주십시오.
➞ 일반 재생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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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재생 전 또는 도중에 여러가지 재생 모드를
선택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REPEAT............... 현재 곡을 반복 재생
REPEAT ALL ........ 디스크 전체/프로그램을

반복 재생
SHUFFLE ............. 디스크의 곡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무순서로 재생

1 재생 중에 원하는 기능이 표시될 때까지
리모컨에 있는 PLAYMODE버튼(리모컨의
SHUFFLE 또는 REPEA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2 정지상태였을 시엔 2K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SHUFFLE을 선택했다면 자동적으로
재생이 시작됩니다.

3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모든 SHUFFLE/
REPEAT 모드들이 표시부에서 사라질 때까지
PLAYMODE버튼(리모컨의 SHUFFLE 또는
REPEAT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STOP 9버튼을 눌러 재생모드를 취소하실
수 도 있습니다.

재생이 멈추었을 때 곡을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20개까지의 곡을 순서에 관계없이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1 ∞ 또는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원하는
곡 번호를 선택하십시오.

2 PROG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표시부: 선택한 트랙 번호. PROG가 깜빡
이며 1 Pr가 잠시 나타납니다.

3 1-2단계를 반복하여 모든 원하는 곡을 선택
그리고 저장하십시오.
➞ 20곡 이상 프로그램하려면 표시부에 FULL

이 나타납니다.

4 디스크 프로그램 재생을 시작하려면 2K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참고:
- 더 많은 트랙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정지
모드를 확인하시고 20개의 트랙을 넘을 수
없습니다.
- NOSE가 표시되면 선택된 트랙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하여 지울 수 있습니다:

● 재생이 멈춘 경우에 L버튼을 한 번 눌러
주십시오;

● 재생 중에 L버튼을 두 번 눌러 주십시오;
● CD 함을 여십시오;
● 다른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 PROG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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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UNER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 가 나타납니다.

2 STOP/BAND 버튼(기기) 또는 TUNER
(리모컨) 버튼을 눌러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합니다.

3 TUNING ∞ 또는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놓아주십시오.
➞ 수신 감도가 좋은 방송국을 찾을 때까지
표시부에 Srch가 나타납니다.

4 필요하다면 원하는 방송국을 찾을 때까지
단계 3을 반복하십시오.

● 수신감도가 약한 방송국의 경우, 최적의 수신
이 될 때까지 TUNING ∞ 또는 §버튼을
짧게 반복해서 눌러 주십시오.

- FM의 경우 뒤의 코일 안테나를 수신이
좋을 때까지 당겨주십시오.
- MW의 경우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기기 전체를 돌려 수신을 좋게 하십시오.

최대 20개(FM 10, MW 10)의 라디오 방송국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동 예약은 선택한 예약번호 1부터 시작
됩니다. 이 예약 번호부터 이전에 프로그램
된 라디오 방송국은 덮어 씌워집니다.

1 STOP/BAND버튼(기기) 또는 TUNER
(리모컨)버튼을 눌러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합니다.

2 PRESET /   (리모컨의 33 / 44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시작할 예약 번호를 선택
하십시오.

참고:
- 예약 번호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예약
번호(1)부터 시작되며 이전의 모든 예약
방송국은 덮어 씌워집니다.

3 PROG버튼을 2초 이상 눌러 프로그램을 시작
하십시오.
➞ AUto가 표시되고 사용가능한 방송국이
주파수대 순서대로 프로그램 됩니다.

1 원하는 방송국을 찾으십시오. 
(라디오 방송국 찾기편 참조)

2 PROG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작동시키
십시오.
➞ PROG가 표시부에 깜빡거립니다.

3 PRESET /   (리모컨의 33 / 44 버튼)을
눌러 이 방송국에 FM 1부터 10까지(또는 MW
1부터 10까지)의 번호 중에서 할당하십시오.

4 PROG버튼을 다시 눌러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PROG가 사라지며 예약 번호 그리고 예약
방송국의 주파수가 나타납니다.

5 위의 4단계를 반복하여 다른 방송국을 저장
하십시오.

● 다른 주파수를 이곳에 저장하여 예약 방송국
을 엎어 씌울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예약 방송국이 나타날 때까지
PRESET /   (리모컨의 33 / 44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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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PE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표시부: 테이프가 작동될 동안 가
나타납니다.

2 기기 아래의 OPEN·CLOSE 표시를 눌러
덮개를 여십시오.

3 STOP·OPENL/버튼을 눌러 테이프 도어를
여십시오.

4 녹음된 테이프를 넣고 테이프 데크 도어를
닫아 주십시오.

● 열린 면 아래로 테이프를 넣고 왼쪽으로
다 감긴테이프를 밀어 넣어 주십시오.

5 PLAY2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6 일시정시 하려면 PAUSEK버튼을 눌러 주십
시오. 정상 작동하려면 다시 눌러 주십시오.

7 Ò 또는 †버튼을 눌러 어느쪽이든 빠르게
감아주십시오.

8 재생을 정지하려면 STOP·OPENL/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참고:
- 재생 중에 테이프의 끝에 다다르면 자동적
으로 버튼은 해제됩니다. 기기를 끄려면
POWER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빨리감기/되감기 중에 테이프의 끝에 다다
라도 버튼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빨리감기를
끝내려면 STOP/EJECT L/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재생 또는 녹음 중에 음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 녹음은 제 3자의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범하지 않는 한에서 하십시오.

● 녹음 시 탭이 부러져 있지 않은 NORMAL(IEC
타입 Ⅰ) 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 본 데크는
METAL(IEC Ⅳ) 타입 테이프에 녹음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 가장 좋은 녹음 레벨이 자동적으로 설정됩니
다. VOLUME 또는 DBB는 녹음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녹음 음원과 녹음 테이프의 질에 따라
녹음 음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테이프의 시작 또는 종료 시, 투명한 테이프
가 감기는 7초 동안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 원하지 않는 녹음을 방지하려면 카세트 해당
면 왼쪽의 탭을 제거해 주십시오. 본 면에는
더 이상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면에 다시
녹음을 하려면 구멍을 스카치테이프 등으로
막으십시오.

1 CD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2 디스크를 넣고 원한다면 트랙을 프로그램
하십시오.

3 STOP·OPENL/버튼을 눌러 테이프 도어를
여십시오.

4 테이프를 알맞게 넣고 테이프 도어를 닫아
주십시오.

5 RECORDM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 CD 프로그램의 재생이 CD의 첫부분부터
7초 뒤에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CD 플레이어
를 별도로 작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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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 Ò 또는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원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 버튼을 놓아 주십시오.

● CD재생을 멈추기 위해 2K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RECORDM버튼을 눌렀을 때 트랙내의 그
부분부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6 일시정지하려면 PAUSE K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재생하려면 다시 눌러 주십시오.

7 녹음을 정지하려면 STOP·OPEN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1 원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켜십시오. 
(라디오 방송국 찾기 편 참조)

2 STOP·OPENL/ 버튼을 눌러 테이프
도어를 여십시오.

3 알맞은 테이프를 넣고 테이프 도어를 닫아
주십시오.

4 RECORDM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5 일시정지하려면 PAUSEK버튼을 눌러 주십
시오. 재생하려면 다시 눌러 주십시오.

6 녹음을 정지하려면 STOP·OPENL/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순한 세제를 약간 묻힌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알코올, 암모니아 또는 연마제를
포함하는 세정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디스크가 더러워지면, CD의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보풀이
없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 벤젠, 신나, 상업용 클리너
또는 아날로그 레코드에 사용
되는 정전기 방지제 같은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오랜기간 사용 뒤, 먼지 또는 오물이 디스크
렌즈에 쌓일 수 있습니다. 원활한 재생을
위해 필립스 CD 렌즈 클리너 또는 사용 가능
한 상업용 클리너로 디스크 렌즈를 닦아
주십시오. 클리너와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를
따라 주십시오.

● 좋은 음질의 녹음과 재생을 위해서 매 50시간
작동 마다 헤드 A, 캡스틴 B, 그리고 압축
롤러 C를 닦아 주십시오.

● 세정액 또는 알코올은 면봉에 약간 묻혀 닦아
주십시오.

● 클리닝 테이프를 작동시켜 헤드를 닦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성 없애는 테이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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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 모드에서 DISPLAY/CLOCK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 시를 맞추기 위한 시간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2 ∞/§버튼을 조절하여 시를 맞추어 주십시오.

3 DISPLAY/CLOCK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오.
➞ 분을 맞추기 위한 시간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4 ∞/§버튼을 조절하여 분을 맞춥니다.

5 DISPLAY/CLOCK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
합니다.

참고:
- 시간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가 표시
됩니다.

● 미리 설정한 시간에 본 시스템이 CD, TUNER
모드로 자동으로 켜지게 함으로써 알람시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타이머를 사용
하기 전 한번 설정이 필요합니다.

● 설정하는 중에 90초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타이머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갑니다.

1 어떤 모드에서든 TIMER 버튼을 2초 이상
눌러 주십시오.

2 ∞/§버튼(리모컨의 CD/TUNER 또는 ∞/
§버튼)을 눌러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3 TIMER버튼을 눌러 원하는 음원을 확인하
십시오.
➞ 시를 맞추기 위한 시간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4 ∞/§버튼을 조절하여 시를 맞추십시오.

5 TIMER 버튼을 다시 눌러 주십시오.
➞ 분을 맞추기 위한 시간 숫자가 깜빡거립니다.

6 ∞/§버튼을 조절하여 분을 맞추십시오.

7 TIMER 버튼을 눌러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 타이머가 이제 설정되어 작동되고 있습니다.

참고:
- CD 음원을 선택하고 CD 트레이 안에
디스크가 없거나 문제가 있는 디스크가
있으면 TUNER가 자동적으로 선택됩니다.

● 대기모드 또는 재생 중에, TIMER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 작동중이면 표시부에 TIMER가 나타나며
작동이 해제되면 사라집니다.

15



취침예약 기능으로 미리 설정한 일정 시간
후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절전대기 모드로
전환되게 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예약 꺼짐 시간이 나올
때까지 리모컨에 있는 SLEEP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 주십시오.
➞ 표시부에 SLEEP이 표시되고
다음과 같이 선택 사항이 표시
됩니다.: 
60, 45, 30,15, 0, 60.

● 최소하려면‘0’이 나타날 때까지 SLEEP 버튼
을 반복해서 눌러 주십시오. 또는 POWER/
B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출력............................................ 2x2W RMS
................................................ 200W PMPO
S/N 비................................... ≥62 dBA (IEC)
주파수 응답 .................... 63-16000 Hz, ± 3dB
스피커................................................... 8Ω
헤드폰...................................... 32Ω-1000Ω

CD
주파수 범위............................. 63-16000 Hz
S/N 비 ............................................. 65 dBA

FM 주파수 대역 ..................... 87.5-108 MHz
MW 주파수 대역.................... 531-1602 kHz

주파수 응답
Normal 테이프(타입Ⅰ)... 125-8000Hz (8dB)
S/N 비
Normal 테이프(타입Ⅰ)..................... 34 dBA
불순 및 떨림 ............................ ≤0.4% DIN

Bass reflex system
규격(wxhxd) .................... 130x224.5x213(mm)

AC 전원............................ 220-240V / 50Hz
규격(wxhxd)............... 168x224.5x214.5(mm)
무게(스피커 포함/제외 ....... 약 4.6 / 2.25kg
초절전 대기........................................ <3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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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no cd” -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 인쇄된 면이 위로 향하여 삽입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렌즈에 생긴 습기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닦아주십시오. (“유지관리”편 참조)
- 세션 종료된 CD-RW 또는 CD-R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신호가 너무 약하면, 안테나를 조절하거나
또는 수신을 좋게 하려면 외부 안테나를 연결하십시오.

- 시스템과 TV 또는 VCR 간의 거리를 멀리하십시오.

- 데크 부품을 닦아 주십시오. (“유지관리”편 참조)
- 녹음 시 오직 Normal(IECⅠ) 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
- 제거했던 탭에 테이프를 붙여주십시오.

-벽 소켓에서 AC 전원선을 뽑은 후, 다시 연결하고 본체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헤드폰을 뽑으십시오.
-스피커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벗겨진 스피커선이 잘 물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피커 연결 및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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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버튼(2, ¡, ™ 등)을 누르기 전에 먼저 음원
(예를 들면, CD 또는 TUNER)을 선택하십시오.

- 본체와 리모컨 사이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 표시된 극성에 맞추어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극성)
- 건전지를 교체하십시오.
- 리모컨이 IR 수신부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 시계를 정확히 맞추십시오.
- TIMER를 눌러 타이머를 켜십시오.
- 녹음 중이면 녹음을 중단하십시오.
- 전원 공급이 차단되었거나 전원선이 벽 소켓에서 분리되었
습니다. 시계/타이머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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