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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콘과 2개의 AA 건전지
- MW 원형 안테나
- FM 선형 안테나
- AC 전원코드
- 메인 전원 아탑타 (오직 21버전만 해당됨)

환경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 완충재, 종이비닐
3종류로 분리 수거될 수 있도록 포장
했습니다.

재활용 전문 회사를 통해 폐제품의
재할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폐제품, 포장재 그리고 폐건전지를 폐기
하십시오.

- 제품, 건전지 또는 디스크를 습기, 비,
모래 또는 지나친 열(난방기 또는 직사광
선으로 인하여 생기는)에 노출하지 마십
시오. 렌즈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항상
디스크 트래이를 닫아 주십시오.
- 불켜진 촛불같은 불씨를 제품위에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꽃병과 같이 물이 채워진 물체를 제품
위에 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CD 플레이어를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갑자기 옮기면 렌즈에 습기가 생겨
CD플레이어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습기가 사라질 때까지 따뜻한
곳에 놓아 두십시오.

- 캐비넷 안에서 원활한 통풍을 위해
시스템 각 부분에서 약 10cm(4인치)의
여유 공간을 두고 설치하여 주십시오.

- CD를 닦으려면 CD의 중앙에서 가장
자리로 부드럽고 보플없는 천으로 닦으
십시오. 세척제를 사용하면 디스크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 끝이 부드러운 펜으로 CDR(W)의 인쇄
된 면에만 쓰십시오.
- 디스크의 가장자리 만을 만지십시오. 
표면은 만지지 마십시오.

- 순한 세정제를 약간 묻힌 부드러운 천을
사용 하십시오. 알콜, 주정, 암모니아 또는
연마제를 포함 하고 있는 세정제는 사용
하지 마십시오.

- 바닥이 편평하고 단단한 곳에 설치
하십시오.

- 극한 상황에서 본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대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다시 사용하기 전에 시스템을
충분히 식혀 주십시오.

- 좋은 음질의 녹음과 재생을 위해서는
매 50시간 작동 이후 헤드, 캡스턴 그리고
압축롤러를 닦아 주십시오.
- 세정제 또는 알콜을 약간 묻힌 면봉을
사용하십시오.
- 또한 카세트 크리닝 테이프를 작동하여
헤드를 닦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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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DBY ON B ( )
- 절전 대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시스템을

켭니다.
- *대기모드로 전환 합니다.

2 ECO POWER 
- 시스템이 절전 대기모드에 있을때

켜집니다.

3

4

5 iR ( )
- 리모콘을 이 수신부로 향하도록 하십시오.

6 CD / TUNER / TAPE / AUX / CDR
- 상응하는 작동모드를 선택 하십시오.
- CD : CD 모드로 전환
- TUNER : FM 그리고 MW 밴드간에 오고

갈 수 있습니다.
- TAPE : 테이프 모드로 전환
- AUX/CDR : AUX 그리고 CDR 모드간에

오고 갈수 있습니다.

7 DEMO STOP L
- 작동에서 빠져나옴
- CD : 재생을 멈추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지움
- TUNER : *예약 방송국을 지움
- TAPE : 재생 또는 녹음을 멈춤

- *데모모드를 켜거나 끌 수있음

8 BK

- CD : 재생을 시작 또는 일시 정지함
- TAPE : 재생을 시작하거나 재생중

테이프의 다른 재생면을 선택.

- CLOCK : 시간 그리고 분 설정간에
오고감

- TUNER : *자동설정 모드로 들어가거나
또는 예약 방송국 설치를 시작함

9 L
- 헤드폰 단자 연결구.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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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UNING ∞  §  (W ALBUM / TITLE V)
- CD : *앞/뒤로 탐색 또는 트랙을 선택
- MP3/WMA : *앨범을 선택 또는 타이틀

(트랙)을 선택
- TUNER : 라디오 주파수를 위/아래로 선국
- TAPE : 빠르게 앞/뒤로 감음
- CLOCK : 시 또는 분을 설정

! REC ( )
- *테이프에 녹음을 시작함

@ OPEN  / CLOSE ( / )
- 테이프 데크 도어를 열거나/닫을 수 있습

니다.

#

$ BASS / TREBLE ( )
- 원하는 BASS(저음)또는 TREBLE(고음)

레벨을 선택

% MASTER VOLUME (VOL )
- 음량을 조절

^ CLOCK ( )
- 시계 표시 모드로 전환 또는 시간 설정

모드로 들어감

& DIM ( )
- 표시부 판넬의 밝기 정도를 선택

* OPEN / CLOSE O ( / )
- 디스크 트래이를 열거나 닫을 수 있습니다.

( REPEAT ( )
- 한 트랙/디스크/모든 프로그램된 트랙을

반복 재생함

) TAPE A / R
- 원하는 테이프 재생 모드를 선택 : 한면,

양면 또는 자동재생

¡ ¡   ™

- MP3/WMA : MP3/WMA 타이틀(트랙)을
선택

- CD :트랙을 선택
- TUNER : 예약 방송국을 선택
- TAPE : 테이프의 다른 재생면을 선택

™ G F

- MP3/WMA : MP3/WMA 디스크에서
앨범을 선택

- CD : 앞/뒤로 탐색
- TUNER : 라디오 주파수를 위/아래로

선국
- TAPE : 뒤로 또는 앞으로 빨리 감기
- CLOCK : 시 또는 분을 설정

£ TIMER ( )
- 타이머 설정을 표시하거나 또는 타이머 설

정 모드로 들어감

≤ INC. SURR. ( )
- 입체 음향 효과를 켜거나 끌수 있음

∞ MUTE ( )
- 음을 소거하거나 음향이 다시 나오게함

§ SLEEP ( )
- 취침 예약 기능을 설정

≥ SNOOZE
- 일시적으로 기상 타이머를 해제시킴

• TIMER ON / OFF
- 타이머 기능을 켜/끌 수 있음

ª NATURAL
- 원음 효과를 선택

º DISPLAY ( )
- MP3/WMA 디스크의 앨범 그리고

타이틀명을 표시함

⁄ PROGRAM ( )
- CD : 트랙 프로그램을 시작 또는 확인
- TUNER : *자동/수동 예약 프로그램을

시작함
- CLOCK : 12-또는 24-시간 시계 표시를

선택

¤ SHUFFLE ( )
- 무순서 재생 모드를 켜거나/끕니다

‹ B
- 절전 대기 모드로 전환
- *대기모드로 전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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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7V
110-127V

AC

FM/MW

- MW 원형 안테나를 선반에 놓거나 또는
스탠드 또는 벽에 부착하십시오.
- FM 안테나를 늘려서 끝을 벽에 고정
하십시오.
- 안테나 위치를 조절하여 최상의 수신
상태가 되도록 하십시오.
-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안테나는 가능
하면 TV, VCR 또는 다른 전자파를 발생
시키는 기기로 부터 멀리하여 주십시오.
- FM 수신 상태를 더 좋게 하려면, 외부
FM 안테나를 연결하십시오.

6

VOLTAGE
SELECTOR

110V-
127V

220V-
2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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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선을 SPEAKERS 단자에 연결 하십
시오. 오른쪽 스피커는“R”그리고 왼쪽
스피커는“L”에 연결하되 색칠된 선을
“ ”그리고 색칠 안된 검정색 선은“ ”에
연결 하십시오. 스피커 선의 피복이 벗겨
진 부분이 단자에 충분히 들어가게
하십시오.

도움말:
- 스피커선이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하
십시오.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단락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손상 받을 수 있습니다.
- 한쌍의 스피커 단자 에 한개 이상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AC

최초로 AC 전원코드가 벽 단자에 연결
되면 표시부에“AUTO INSTALL-PRESS
PLAY”(자동설치-PLAY 버튼을 누르십시
오.)라고 나타납니다. 
본체에 있는 BK 버튼을 눌러 모든 라디오
방송국을 저장시키거나 또는 L 버튼을 눌
러 빠져 나오십시오.(“ ”참조)

❶ 건전지함 뚜껑을 여십시오.

❷ 건전지함에 표시된( ) 극성에 맞추어
R06 또는 AA 타입 건전지 2개를 넣으
십시오.

❸ 뚜껑을 닫으십시오.

❶ 본체에 있는 리모콘 수신부(iR)로
리모콘이 향하게 하십시오.

❷ 리모콘에 있는 음원 선택 버튼중 하나를
눌러 조절하고자 하는 음원을 선택
하십시오. (예, CD, TUNER)

❸ 그리고, 원하는 기능을 선택하십시오.
(예 B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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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 TUNER, TAPE 또는 AUX/CDR
버튼을 누르십시오.

● B 버튼을 누르십시오.
➞ ECO POWER 버튼이 켜집니다.
➞ 표시부 화면이 비워 집니다.

● B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시계가 나타납니다.
➞ 대기 모드 동안에 CLOCK 버튼을 누르
면 시스템이 절전 대기모드로 전환됩니다.

도움말:
- 시스템을 절전 대기모드 또는 대기모드
로 전환하기 전에 데모모드를 해제시켜야
합니다.

데모모드가 작동 중이면 시스템을 절전
대기 모드 또는 대기모드로 전환할 때마다
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기능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
“DEMO ON”(데모 켜짐)이 나타날 때까지,
본체에 있는 L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DEMO OFF”(데모 꺼짐)이 나타날 때까지
본체에 있는 L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시계는 12-시간 또는 24-시간 모드로 설정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1:59 PM”
또는“23:59”)

❶ 시간이 깜빡 거릴때까지 CLOCK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❷ 12-시간 그리고 24-시간 모드 중에서 선택
하려면 PROGRAM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
십시오.

❸“시”를 맞추려면 G 또는 F (본체에
있는 ∞  또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❹“분”으로 바꾸려면 BK 버튼을 누른 다음
G 또는 F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계속 눌러“분”을 맞추십시오.

❺ CLOCK 버튼을 다시 눌러 설정한 것을
저장하십시오.
➞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 CLOCK 버튼을 누르십시오.
➞ 시계가 수초동안 보여집니다.

도움말:
- 시스템에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시간
설정이 지워집니다.
- 90초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은 시계 설정모드에서 빠져
나옵니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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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의 원하는 밝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IM 버튼을 계속 눌러
DIM1, DIM2, DIM3 또는 DIM OFF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DIM OFF 모드를 제외하고 표시화면에
DIM이 나타납니다.

● 음량을 키우거나 줄이려면 MASTER
VOLUME(또는 리모콘에 있는 VOL )
버튼을 조절하십시오.
➞“VOL MUTE”는 최소 음량레벨 이며
“O dB”는 최대 음량레벨입니다

● 리모콘에 있는 MUTE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음량없이 재생이 계속되며“MUTE”가
나타납니다.
➞ 음량이 다시 나오게 하려면 MUTE 
버튼을 다시 누르거나 볼륨레벨(음량)을
키우십시오.

입체음향은 전면 스피커간의 가상 거리를
넓게 확대하여 놀라울 정도로 넓게
감싸서, 스테레오 효과를 내 줍니다.

● INC. SURR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 작동중이면 INCREDIBLE SURROUND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작동 해제된 경우“IS OFF”가 나타납
니다.

BASS(저음) 그리고 TREBLE(고음) 기능
으로 음향 프로세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BASS 또는 TREBLE(또는 리모콘에 있는
BASS /TREBLE 버튼을 누르
십시오)를 조절하십시오.
➞“BASS XX”또는“TREBLE XX”가 나타
납니다. “XX”는 다음과 같은 레벨을 의미
합니다:
MIN → -2... → 0 → 1... → +2 → MAX

본 기능으로 음향설정을 일시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예, 입체음향-OFF, 저음/고음
설정-OdB)

● BASS 리모콘에 있는 NATURAL 버튼을
누르십시오.
➞ 같은 버튼을 누르면 이전음향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 INC. SURR 또는 BASS/TREBLE 버튼을
누르면 NATURAL 음향모드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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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다음의 디스크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모든 녹음된 오디오 CD
- 세션종료된 오디오 CDR 그리고 오디오
CDRW 디스크

- MP3-CD(MP3 트랙이 있는 CD-ROM)
- WMA-CD(WMA 트랙이 있는 CD-ROM)

❶ OPEN/CLOSE O 버튼을 눌러 디스크
트래이를 여십시오. 

❷ 라벨이 붙은면이 위로 향하게 하여 디스크
를 넣습니다.양면 디스크의 경우 재생하고
자 하는 면이 위로 향하게 넣습니다.

❸ OPEN/CLOSE O 버튼을 다시 눌러
디스크 트래이를 닫습니다.
➞“READING”이 표시됩니다. 총곡수
그리고 재생시간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도움말:
-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시작하기
전에 디스크 트래이가 디스크를 충분히
읽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언급이 없는 한 설명되는 모든 작동은
리모콘 사용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 BK 버튼을 누르십시오.

● 원하는 곡이 나타날 때까지 ¡ 또는 ™  

(본체에 있는 ∞  또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 무순서 재생동안에, ¡  버튼을 눌러도
현재의 재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G 또는 F (본체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원하는 소절이
나오면 버튼을 놓으십시오.
➞ CD의 경우,탐색하는 동안 음량이
작아 집니다.
➞ MP3 디스크 경우, 음이 소거됩니다.

● BK 버튼을 누르십시오.
➞ 일반재생으로 돌아가려면,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 L 버튼을 누르십시오
➞ 시스템이 30초동안 정지모드에 있게
되면, 시스템은 절전대기 모드로 전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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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WMA

❶ MP3/WMA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 한 디스크에 많은 수의 곡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를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초를 경과할 수 있습니다.
➞“AXX TYYY”가 나타나며 XX는 현재
앨범 번호이며 YYY는 현재 타이틀 번호
입니다.

❷ G 또는 F (또는 시스템에 있는 ∞  §

버튼을 누르고 있거나)버튼을 눌러 원하는
앨범을 선택하십시오.

❸ ¡  ™  (또는 시스템에 있는 ∞  §  버튼을
누름)버튼을 눌러 원하는 타이틀을 선택
하십시오.

❹ BK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재생중 앨범 그리고 타이틀 명을 보려면
DISPLAY 버튼을 누르십시오.

 MP3/WMA 
- ISO 9660.Joliet, UDF 1.5
- 최대 타이틀 수: 999(파일명 길이에 따
라 다름)

- 최대 앨범수: 99
- 지원되는 샘플링 주파수: 32kHz,
44.1kHz, 48kHz

- 지원되는 비트 전송율: 32~256(kbps),
가변전송율

- ID3 표시문자: V1.1, V2.2, V2.3, V2.4

XXXXXXX

재생 전 또는 동안에 여러가지 재생
모드를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❶ 리모콘에 있는 REPEAT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다음을 선택:

A - 현재의 곡을 반복재생
B - 현재의 디스크를 반복 재생
C - 현재의 프로그램된 곡을 반복재생(프로

그램 모드가 작동중일 경우)
D - 모든 프로그램된 곡을 반복재생 (프로

그램동 모드가 작동중일 경우)

❷ 일반재생으로 돌아가려면“OFF”가 나타날
때까지 REPEAT 버튼을 누르십시오.

● 리모콘에 있는 SHUFFLE 버튼을 눌러
무순서 재생모드를 켜거나/끄십시오.
➞ 작동중이면, SHUFFLE이 표시부에 나타
나며, 반복 재생모드(만약 있었다면)는 취
소됩니다.
➞ 프로그램 모드가 작동중이면, 프로그램
된 곡들만이 무순서로 재생됩니다.

도움말:
- OPEN/CLOSE 버튼을 누르면 모든 반복
재생 그리고 무순서 재생모드가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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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이 멈추었을때 곡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99개까지의 곡을 순서에 관계없이 메모리
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❶ 트래이에 원하는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 ”란 참조)

❷ CD 버튼을 눌러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❸ PROGRAM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시작
합니다.
➞ PROG가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❹ ¡ 또는 ™  (본체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계속 눌러 원하는 곡을 선택
하십시오.

● MP3.WMA 디스크 경우, G/F 그리고
¡/™  (본체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눌러 프로그래밍을 위한 앨범 그리고
타이틀을 선택하십시오.

❺ PROGRAM 버튼을 눌러 저장하십시오
● 다른 곡을 선택하려면 4-5 를 반복

하십시오.
➞ 99개 이상의 곡을 프로그램 하려 하면
“PROGRAM FULL”(프로그램 가득참)이
나타납니다.

❻ 프로그램 재생을 시작하려면, BK 버튼을
누르십시오

❼ 재생을 정지하거나 또는 프로그램을
끝내려면, L 버튼을 누르십시오.
➞ PROG가 남아 있으며 프로그램 모드가
작동중입니다.

도움말:
- 총 재생시간이 100분에 다다르거나 프로
그램된 곡 중 하나가 30보다 큰 수일때
“--:--”가 총 재생시간 대신 나타납니다.
- MP3/WMA 디스크 경우 항상 --:--”가
나타납니다.
- 20초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은 프로그램 모드에서 빠져 나옵니다.

❶ 재생을 멈추고 ¡ 또는 ™ (본체에 있는
∞  또는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❷ BK 버튼을 눌러 현재 프로그램된 곡부터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재생을 멈추고. L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을
지우십시오.

OPEN/CLOSE O 버튼을 누르십시오.
➞ 표시부에서 PROG가 사라지며 그리고
“PROGRAM CLEARED”(프로그램 지워짐)이
나타납니다.

도움말:
- 시스템에 전원공급이 중단되거나 또는
다른 음원으로 전환한 경우, 프로그램이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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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 MW

❶ TUNER 버튼을 눌러 라디오 모드로 들어
가십시오. 다른 주파수 밴드 (FM 또는
MW)을 선택하려면 TUNER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❷ 주파수 표시가 바뀌기 시작할 때까지 G

또는 F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누르고 있다가 놓아 주십시오.
➞“SEARCH”이 나타납니다. 
➞ 수신 감도가 좋은 다음 방송국을 자동
선국합니다.
➞ FM주파수가 스테레오로 수신되면
J이 켜집니다.

● 최적의 수신이 될때까지 G 또는 F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짧게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최대 40개의 예약 방송국을 메모리에 저장
할수 있으며 FM에 이어 MW 밴드가 저장
됩니다.

도움말:
- 20초 이내에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으면
시스템은 현재 예약모드에서 빠져
나옵니다.
- 자동설치 (Plug and play)동안에 스테레오
주파수가 감지 되지 않으면“ CHECK

ANTENNA”(안테나 점검 요망)이 나타
납니다.

자동설치(Plug and play)로 모든 라디오
방송국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❶
“AUTO INSTALL-PRESS PLAY”가 나타나
거나

“AUTO INSTALL-PRESS PLAY”가 나타날
때까지, 본체에 있는 BK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❷ 본체에 있는 BK 버튼을 눌러 설치를 시작
하십시오.
➞“INSTALL TUNER AUTO”
(라디오 자동설치)가 나타납니다.
➞ 이전에 저장된 모든 방송국이 교체
됩니다.
➞ 일단 완료되면 마지막으로 선국된
방송국이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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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예약 번호부터 자동 예약을 시작
할수 있습니다.

❶ 튜너 모드에서 ¡ 또는 ™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눌러 예약번호를 선택
하십시오.

❷“AUTO”가 나타날때까지 PROGRAM 버튼
을 누르고 계십시오.
➞ 한 방송국이 예약 번호의 하나로 저장
되면, 같은 방송국은 다른 예약 번호로 저
장되지 않습니다.
➞ 예약번호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번호
(1)부터 시작되며 모든 이전의 예약 방송
국은 덮어 씌워집니다.

선호하는 방송국 만을 선택하여 저장 할
수 있습니다.

❶ 원하는 방송국을 맞추십시오. 
(“라디오 방송국 찾기”란 참조)

❷ PROGRAM 버튼을 누르십시오.
➞ 예약번호가 깜빡 거리기 시작 합니다.
다른 예약 번호로 방송국을 저장 하려면,
¡ 또는 ™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
을 누르십시오.

❸ PROGRAM 버튼을 다시 눌러 저장
하십시오.

● 다른 방송국을 저장하려면 1~3 를
반복하십시오.

● 튜너 모드에서 ¡ 또는 ™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누르십시오.
➞ 예약번호, 라디오 주파수 그리고
밴드가 나타납니다.

●“PRESET DELETED”(예약 지워짐)이
나타날때까지 L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현재의 예약 방송국이 지워집니다.
➞ 더 높은 번호로 된 다른 예약 방송국의
예약번호가 하나씩 감소합니다. 

● XXX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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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0

TV

❶ TAPE 버튼을 눌러 테이프 모드를 선택
하십시오.

❷ OPEN/CLOSE O 버튼을 눌러 테이프
데크도어를 여십시오.

❸ 녹음된 테이프를 넣은 다음 테이프 데크
도어를 닫으십시오.
➞ 열린면이 아래로 가고, 왼쪽으로
완전히 감긴 테이프를 넣으십시오.

❹ BK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 하십시오.

● 리모콘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누르
십시오.
➞ 재생동안에 본체에 있는 BK 버튼을
눌러 재생면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 선택한 테이프 면에 따라 C(BACK)
또는 B(FRONT)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리모콘에 있는 TAPE A/R 버튼을 계속
눌러 다른 재생 모드를 선택합니다.

: 테이프의 한 면 만을 재생

: 양면이 한번만 재생됨

: L 버튼을 누를때 까지 양 재생
면이 10번 까지 반복해서 재생함

❶ 재생을 정지한 다음 리모콘에 있는
G/F 버튼(또는 본체에 있는 ∞  또는
§)을 누르십시오.

❷ 원하는 소절을 찾으면 L 버튼을 누르
십시오.
➞ 되감는 또는 앞으로 빨리 감는 끝
부분에서 테이프는 자동으로 멈춥니다.

● L 버튼을 누르십시오.

도움말:
- 테이프를 뒤로 또는 앞으로 빨리 감는
동안에 다른 음원(예, CD, TUNER)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 녹음시 normal(IEC 타입 I)테이프만을
사용하십시오.

● Volume, Incredible Surround, BASS/TREBLE
등의 위치에 상관없이 녹음 레벨이 자동
으로 설정됩니다.

● 카세트 테이프의 양 끝은
투명 테이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테이프의 시작
또는 종료시, 6-7초(투명한
테이프가 감기는 시간)동안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 원하지 않는 녹음을 방지
하려면 카세트 해당면 왼쪽의 탭을 제거해
주십시오. 본 면에는 더 이상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CHECK TAPE”가 표시되면, 녹음방지용
탭이 부러져 있는것 입니다. 구멍을 스카
치 테이프등으로 막으십시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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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TAPE 버튼을 누르십시오.

❷ 테이프 데크에 녹음 할수 있는 테이프를
넣으십시오.

❸ 리모콘에 있는 ¡ 또는 ™ 버튼을 눌러
녹음할 테이프 면을 선택하십시오.
➞ 표시부에 C 이 나타나면 뒷면입니다.
➞ 표시부에 B 이 나타나면 앞면입니다.

❹ 리모콘에 있는 TAPE A/R 버튼을 계속
눌러 녹음 모드를 선택 하십시오.
➞ 한면에만 녹음
➞ 양면에 녹음

❺ 녹음 할 음원을 준비 하십시오.
CD -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TUNER - 원하는 방송국을 찾으십시오.
AUX/CDR - 외부 기기를 연결하십시오.

➞ REC이 깜빡 거리기 시작합니다.

● 테이프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 다른 음원을 들을 수 없습니다.

● 타이머 기능을 작동할 수 없습니다.

❶ CD, TUNER 또는 AUX 버튼을 눌러
녹음 음원을 선택하십시오.

❷ 선택한 녹음 음원의 재생을 시작
하십시오.

❸ 녹음을 시작 하려면 표시부 판넬에 REC
아이콘이 깜빡 거리기 시작할 때까지 REC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시스템에 있는 L 버튼을 누르십시오.

도움말:
- 원터치 녹음은 TAPE 모드에서는 사용
할 수 없으며, “SELECT SOURCE”
(음원 선택 요망)가 나타납니다.

CD

❶ CD 버튼을 누르십시오.

● 원하는 곡 부터 녹음을 시작하고 싶으면
¡ 또는 ™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
을 누르십시오.
➞ 곡을 녹음될 순서대로 프로그램
하십시오. (“디스크 작동-디스크 곡
프로그램 하기”란 참조)

❷ 녹음을 시작하려면 REC 버튼을 누르고
계십시오.
➞ 디스크가 자동으로 재생을 시작합니다.

❶ BK 버튼을 눌러 녹음을 일시정지
하십시오.

❷ ¡ 또는 ™ 버튼을 눌러 다른 곡을 선택
하십시오.

❸ BK 버튼을 눌러 녹음을 계속 하십시오.

● L 버튼을 누르십시오.
➞ 녹음 및 디스크 재생이 동시에
멈춥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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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설정한 시간에 본 시스템이 CD,
TUNER 또는 TAPE 모드로 자동으로
켜지게 함으로서 알람시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❶ 리모콘에 있는 TIM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C아이콘 불빛이 깜박거립니다.

❷ 기상시 사용될 음원으로 CD, TUNER 또는
TAPE 중에서 선택 하십시오.

❸ G 또는 F 버튼 (본체에 있는 ∞  또는
§)을 계속 눌러“시”를 설정 하십시오.

❹ BK 버튼을 눌러“분”설정으로 바꾼 다음
G 또는 F 버튼(본체에 있는 ∞  또는
§)을 눌러“분”을 설정하십시오.

❺ TIMER 버튼을 눌러 설정을 저장하십시오.
➞ 일단 타이머가 설정되면, 이것을 해제
시키지 않는 한 항상 작동합니다.
➞ C아이콘이 표시부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타이머가 작동중인 것을 의미
합니다.

●

(시간내에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는 경우)
➞ CD - 디스크의 첫 곡을 재생. 디스크
트래이가 비어 있는 경우 TUNER(라디오)
모드로 전환됩니다.
➞ TUNER - 마지막으로 들으시던
방송국이 재생됨
➞ TAPE - 테이프를 재생함.

● 리모콘에 있는 TIMER ON/OFF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끄거나 또는 마지막 설정
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작동중인 경우 타이머 정보가 수초동안
표시된 다음 시스템은 마지막으로 작동
되었던 음원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대기
모드에 머무르게 됩니다.
➞ 작동 해제된 경우, “OFF”가 표시
됩니다.

도움말:
- 90초 이내에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으
면, 시스템은 타이머 설정 모드에서 빠져
나옵니다.

● 리모콘에 있는 TIMER 버튼을 누르십시오.
➞ 타이머 정보가 수초동안 나타난 다음
시스템은 마지막으로 작동 되었던 음원
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대기 모드에 머무
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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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머가 대기모드로 부터 깨어난 후 30분
이내에 SNOOZE(잠자기)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❶ 타이머가 작동한 후 리모콘에 있는
SNOOZE 버튼을 누르십시오.
➞ 시스템이 5분동안 대기 모드로 전환
됩니다. 그런다음, 다시 타이머를 마지막
선택한 음원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❷ 잠자기 기능을 취소하려면, SNOOZE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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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❶ 원하는 예약 꺼짐 시간이 나올 때까지
리모콘에 있는 SLEEP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십시오.
➞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분으로 표시됨)
15 → 30 → 45 → 60 → 90 → 120 →
OFF → 15...
➞“OFF”를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SLEEP이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 설정을 보거나 또는 변경하려면 위단계
를 반복 하십시오.

❷ 시스템이 절전 대기 모드로 전환 되기전
10초 간의 카운트 다운이 표시됩니다.
“SLEEP 10”→“SLEEP 9”... →“SLEEP

1”→“SLEEP”

●“OFF”가 나타날때까지 SLEEP 버튼을 반
복해서 누르십시오. 또는 STANDBY ON
B 버튼을 누르십시오.

시스템의 스피커를 통해 연결된 외부기기
의 음향을 들을 수 있습니다.

❶ 적색/흰색 오디오 케이블로 시스템의
AUX/CDR IN(R/L)단자와 다른 오디오/
비디오 기기 (예를 들면, TV, VCR, Laser
Disc Player, DVD Player 또는 CD recorder)
의 AUDIO OUT 단자를 연결 하십시오.
➞ 연결할 기기가 오직 하나의 오디오
출력 단자를 갖고 있는 경우 이것을
AUX/CDR IN 좌측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물론, “Single to double”신치 케이블을
사용해도 되나 음향은 역시 모노로
나옵니다.

❷ AUX/CDR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 TV, VCR 또는 Laser Disc Player에
연결한 경우“AUX”를 선택 하십시오.
➞ CD Recorder 또는 DVD 플레이어를
연결한 경우“AUX/CDR”을 선택하십시오.

❸ 연결된 기기에 있는 PLAY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도움말:
- 모든 음향조절 기능(예를들면, 
INC SURR)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완벽한 연결과 자세한 사용법은 다른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항상 참조하십시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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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MCM9 1800W PMPO

2×50W RMS(1)

-MCM11 2500W PMPO
2×75W RMS(1)

S/N비 ≥75 dBA(IEC)
주파수 응답 50-20000Hz, -3dB
입력감도
AUX/CDR In 500mV/1V
Output
스피커 ≥6Ω
헤드폰 32Ω-1000Ω
(1) (6Ω, 1kHz, 10% THD)

프로그램 가능곡 99
주파수 응답 20-20000Hz, -3dB
S/N 비채널 ≥76 dBA
채널 분리도 ≥60 dB(1 kHz)
MPEG 1Layer3(MP3-CD) MPEG AUDIO
MP3/WMA CD 전송비율 32-256 kbps

(128 kbps advised)
샘플링 주파수 32, 44.1, 48 kHz

FM 주파수 대역 87.5-108MHz
MW 주파수 대역 531-1602kHz
튜닝 그리드 9/10 kHz
방송국 예약 가능수 40
안테나
FM 75Ω신형
AM 원형안테나

주파수 응답
CrO2 테이프(type Ⅱ) 80-12500Hz, -8 dB

Normal 테이프(type Ⅰ) 80-12500Hz, -8 dB
S/N 비
CrO2 테이프(type Ⅱ) ≥50 dBA

Normal 테이프(type Ⅰ) ≥47 dBA
Wow and flutter ≤0.4% DIN

시스템 2way, 베이스 리플렉스
임피던스 6Ω
우퍼 1×5.25”알루미늄

con woofer
트위터(MCM9) 2”Ferro Fluid Cone

Dome tweeter
트위터(MCM11) Ribbon tweeter

부피(w×h×d)
- MCM9 175×254×196(mm)
- MCM11 175×254×215(mm)

무게
- MCM9 각각 3kg
- MCM11 각각 3.1kg

재질/마무리 폴리스티렌/금속
AC전원 명판참조
소비전력 명판참조
대기 〈15 W
절전대기 〈0.6 W
부피(w×h×d) 175×252×350(mm)
무게(스피커 제외) 5.0kg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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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가 너무 약하면, 안테나를 조절하거나 또는 수신을
좋게 하기위해 외부 안테나를 연결하십시오.

- 시스템과 TV 또는 VCR간의 거리를 멀리하십시오.

- 디스크를 삽입하십시오.
- 인쇄된 면이 위로 향하여 삽입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디스크를 교체하거나 닦아주십시오.(“관리 및 안전정
보”란 참조)

- 세션종료된 오디오 전용 CD-RW또는 정확한 포맷 디스
크를 사용하십시오.

- 벽 소켓에서 AC 전원코드를 뽑은 후, 다시 연결하고
본체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 녹음시 오직 NORMAL(IEC I)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부러진 녹음 방지 탭부분에 테이프를 붙이십시오.

- AC 전원선을 뽑은 후 다시 연결하고, 그리고 본체의
전원을 다시 켜십시오.

- 볼륨을 조정 하십시오.
- 헤드폰을 뽑으십시오.
- 스피커가 정확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AC 전원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동작 버튼을 (BK, ∞, § 등)누르기 전에 먼저 음원
(예를 들면, CD 또는 TUNER)을 선택 하십시오.

- 본체와 리모콘 사이의 거리를 좁히십시오.
- 리모콘이 IR 수신부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 건전지를 교체하십시오.

- 시간을 정확히 맞추십시오.
- TIMER ON/OFF 버튼을 눌러 타이머를 켜십시오,
- 녹음중이면 녹음을 중단하십시오.

- 데모 모드를 끄기 위해 본체에 있는 DEMO STOP 버튼
을 누르고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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