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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autions
English

FM/AM Radio ICF-40

Features

Operating Instructions
사용설명서

• Compact radio
• TUNE indicator for easy tuning

Installing the Batteries
© 2008 Sony Corporation

(See fig. A- )
1 Open the battery compartment lid.
2 Insert two R03 (size AAA) batteries (not supplied) with correct polarity.
3 Close the lid.

Printed in China

Battery life (Approx. hours)

Telescopic antenna

(JEITA*)

When using

FM

AM

Sony alkaline
LR03 (size AAA)

44

52

Sony R03 (size AAA)

19

22

* Measured by JEITA (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Standards. The actual battery life may var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 of th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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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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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o replace the batteries
When the sound becomes weak or distorted, replace all batteries with new ones.

FM

v

AM

There is a tactile dot beside VOL to show the direction to turn
up the volume.

A

R03 (size AAA) × 2

Notes on batteries
• Do not charge the dry batteries.
• Do not carry the dry batteries with coins or other metallic objects. It can
generate heat if the positive and negative terminals of the batteries are
accidentally contacted by a metallic object.
• Do not use different types of batteries at the same time.
• When you replace the batteries, replace all with new ones.
• When you are not going to use the unit for a long time, remove the batteries to
avoid damage from battery leakage and corrosion.

If the battery compartment lid comes off
(See fig. A- )
The battery compartment lid is designed to come off when opened with excessive
force. To put it back on, see the illustration.

1 Insert the upper hook of the lid into the upper hole in the unit.
2 Hang the lower hook on the lower part of the compartment where
the lid fits.
3 Slide the lower hook towards the lower hole in the unit.

Rear

Operating the Radio
Insert the E side of the battery first.

1
2
3

Set POWER switch to ON.
Select a desired band.
Tune in to a station using TUNING.
The TUNE indicator lights up when a station is tun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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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just the volume using VOL.

To turn off the radio

2

Set POWER switch to OFF.

To listen with an earphone
Connect the earphone (not supplied) to the v (earphone) jack.
The speaker is deactivated when an earphone i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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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ing the Reception

FM

(See fig. B)
AM

FM: Extend the telescopic antenna and adjust the angle for optimum reception.
AM: Rotate the unit horizontally for optimum reception. A ferrite bar antenna is
built into the unit.
Notes
• Adjust the direction of the antenna by holding the bottom
of it. The antenna can be damaged when you move the
antenna with excessive force.
• Do not rotate the telescopic antenna.

• Operate the unit only on 3 V DC with two R03 (size AAA) batteries.
• The nameplate and the dating code are located on the bottom exterior.
• Avoid exposure to temperature extremes, direct sunlight, moisture, sand, dust or
mechanical shock. Never leave in a car parked under the sun.
• Should anything fall into the unit, remove the batteries, and have the unit
checked by qualified personnel before operating it any further.
• In vehicles or buildings, radio reception may be difficult or noisy. Try listening
near a window.
• Since a strong magnet is used for the speaker, keep personal credit cards using
magnetic coding or spring-wound watches away from the unit to prevent
possible damage from the magnet.
• When the casing becomes soiled, clean it with a soft dry cloth moistened with
mild detergent solution. Never use abrasive cleansers or chemical solvents, as
they may deform the casing.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problems concerning your unit, please
consult your nearest Sony dealer.

Specifications
Frequency range:
Band
FM

87.5-108 MHz

AM

526.5-1 606.5 kHz

Speaker
Approx. 3.6 cm (1 7/16 inches) dia., 7.2 Ω
Output
v (earphone) jack (ø3.5mm mini jack)
Power output
80 mW (at 10 % harmonic distortion)
Power requirements
3V DC, two R03 (size AAA) batteries
Dimensions
Approx. 101.7 × 67.8 × 33.8 mm (w/h/d)
(4 1/8 × 2 3/4 × 1 3/8 inches) incl. projecting parts and controls
Mass
Approx. 112.3 g (4.0 oz) incl. batteries
Design and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신축식 안테나

사용상의 주의
• R03(AAA 사이즈) 배터리 두 개를 사용하여 3 V DC에서만 본 기기를 작동하

한국어

십시오.

• 기명판과 날짜 코드는 본체 밑면에 있습니다.
• 지나친 고온, 직사광선, 습기, 모래, 먼지 등에 노출시키거나 물리적인 충격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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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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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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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 물체가 기기 내부로 들어갔을 때에는 본 기기의 작동을 중지하고 기술자의 점검

• 소형 라디오
• 손쉬운 튜닝을 위한 TUNE 표시등

• 차 또는 건물 안에서는 라디오 수신이 잘 안되거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R03(AAA 사이즈) × 1

을 받아 주십시오.
되도록 창문 가까이에서 사용해 주십시오.

• 스피커에는 강력한 자석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자기 코드가 있는 신용카드나 손

배터리 설치하기
(그림 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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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옆에는 음량을 높이는 방향을 표시하는 돌기가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햇볕 아래 주차된 차 속에 놔두지 마십시오.

주요 특징

목 시계는 자석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기에서 멀리 하십시오.

• 본체가 더러워지면 부드럽고 마른 천에 중성 세제를 약간 적셔서 마우스를 닦아
주십시오. 본체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마제나 화학 용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참조)

배터리실 덮개를 엽니다.
극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하여 R03(AAA 사이즈) 배터리(별매품)
두 개를 넣습니다.
덮개를 닫습니다.

배터리 수명(대략적인 시간)
사용 시
Sony 알카라인 LR03(AAA 사이즈)
Sony R03(AAA 사이즈)

(JEITA*)
FM
44
19

AM
52
22

* 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규정에 따라 측정되었습니다. 실제 배터리 수명은 본 제품이 사
용되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뒷면

배터리 교체 시기
사운드가 약해지거나 왜곡되면 새 배터리로 모두 교체해 주십시오.

반드시 E 쪽부터 넣어 주십시오.
1
2

배터리실 덮개가 빠진 경우(그림 A-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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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에 관한 주의점
• 건전지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 건전지를 동전이나 기타 금속 물체와 함께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양
극 및 음극 단자가 금속 물체와 우연히 닿게 되면 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배터리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모두 새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 본 기기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가 새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배
터리를 빼 놓으십시오.

참조)

과도한 힘을 주어 열면 배터리실 덮개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부착하려면 그림
을 참조하십시오.

1 기기의 위쪽 구멍에 덮개의 위쪽 후크를 넣습니다.
2 덮개를 끼워 맞추는 배터리실의 아래쪽 부분에 왼쪽 후크를 겁니다.
3 아래쪽 후크를 기기의 아래쪽 구멍을 향해 밉니다.

FM

AM

라디오 작동하기
1
2
3
4

POWER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원하는 대역을 선택합니다.
TUNING을 사용하여 방송 채널을 수신합니다.
방송 채널이 수신되면 TUNE 표시등이 켜집니다.
VOL을 사용하여 음량을 조정합니다.

라디오를 끄려면
POWER 스위치를 OFF로 설정합니다.

이어폰을 사용하여 들으려면
이어폰(별매품)을 v (이어폰)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이어폰이 연결되면 스피커는 비활성화됩니다.

수신 상태 개선하기
(그림 B 참조)
FM: 신축식 안테나를 길게 뽑고 가장 수신이 잘 되는 각도로 조정합니다.
AM: 최적의 수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기기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본 기기
에는 페라이드 바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의점
• 기기의 밑면을 잡은 상태로 안테나의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과도한 힘을 가하여 안테나를 움직이면 안테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신축식 안테나를 회전하지 마십시오.

제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가까운 Sony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요 제원
주파수 범위:
대역
FM
AM

87.5-108 MHz
526.5-1 606.5 kHz

스피커
약 3.6 cm 직경, 7.2 Ω
출력
v (이어폰) 단자(ø3.5 mm 미니 단자)
전원 출력
80 mW (10 % 고조파 왜곡시)
필요 전원
3V DC, R03(AAA 사이즈) 배터리 두 개
외형치수
약 101.7 × 67.8 × 33.8 mm(가로/세로/두께), 돌출 부분과 컨트롤류 포함
무게
약 112.3 g, 배터리 포함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