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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 관한 주의

경고
화재 또는 감전 사고의 위험을 줄이
려면 본 제품에 비나 수분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캐비닛은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열지 마십시오. 점검은 반드
시 기술자에게 의뢰하여 주십시오.
주전원 코드의 교환은 지정 서비스
센터로 의뢰하여 주십시오.
배터리 또는 배터리가 설치된 제품
을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주의점
본 제품과 함께 광학 기기를 사용
하면 눈을 다치게 될 위험이 있습
니다. 본 CD/DVD 플레이어에 사
용된 레이저 광선은 눈에 유해하므
로 캐비닛은 분해하지 마십시오.
점검은 반드시 기술자에게 의뢰하
여 주십시오.

다음과 같은 디스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색다른 모양(카드, 하트 모양 등)
의 디스크.
- 라벨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디스크.

지역 코드
본 플레이어의 지역 코드는 본체
뒷면에 인쇄되어 있고 동일한 지
역 코드 라벨이 있는 상업용
DVD(재생 전용)만 재생됩니다.
본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본 플레이어에서는 ALL 라벨이 있
는 상업용 DVD도 재생할 수 있습
니다.
지역 제한에 의해 상업용 DVD를
재생할 수 없더라도 상업용 DVD
에 따라 지역 코드 표시가 없을 수
있습니다.
DVP–XXXX

사용상의 주의
• 화재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서 물이 들어있는 꽃병 등을 본
제품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 본 제품은 본체를 껐어도 콘센
트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AC 전원(주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책장 또는 이와 유사한 곳과
같이 좁은 공간에 본 플레이어
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문제가 발생할 경우 AC 전원
코드(주전원 리드선)를 벽면
소켓에서 즉시 뺄 수 있도록 플
레이어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 본 제품을 기온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습기
가 많은 곳에 설치하면 플레이
어 내부의 렌즈에 결로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로
현상이 생기면 본 제품이 정상
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
다. 그런 경우에는 디스크를
꺼내고 수분이 증발될 때까지
30분 정도 본 제품을 켜 놓으
십시오.

번개
번개가 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본 기기를 보호하려면
벽면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빼 둡
니다. 그러면 번개와 전선 서지로
인한 기기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
니다.

2

X

00V 00Hz
NO.

지역 코드

00W

0-000-000-00

저작권
• 이 제품은 Dolby Laboratories
의 허가를 받아 제조되었습
니다. 돌비, "Dolby" 및
이중 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 "DVD+RW", "DVD-RW",
"DVD+R", "DVD+R DL",
"DVD-R", "DVD VIDEO"
및 "CD" 로고는 상표입니다.
• MPEG Layer-3 오디오 코딩
기술 및 특허는 Fraunhofer
IIS 및 Thomson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것입니다.

본 안내서에 대하여
"DVD"는 상업용 DVD,
DVD+RW/DVD+R/DVD+R
DL(+VR 모드) 및 DVD-RW/
DVD-R/DVD-R DL(VR 모드,
비디오 모드)을 나타내는 일반 용어
로 사용됩니다.

TIME/TEXT

재생

경과 시간과 남은 재생 시간을 확인합니다.
영상과 음악을 검색하기 위한 타임 코드를 입력
합니다(DVD에만 해당).

컨트롤 메뉴 화면

TOP MENU/MENU

기능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보려면 컨트롤
메뉴를 사용하십시오.

DISPLAY를 누릅니다.
컨트롤 메뉴 표시창을 변경하려면 DISPLAY
를 다시 누릅니다.

12(27)
18(34)
T
1:32:55

PLAY
DVD VIDEO

OFF
OFF
SET
ON

PROGRAM
ENTER

Quit: DISPLAY

(DVD VIDEO 전용)
TOP MENU: 상위 메뉴를 표시합니다.
MENU: 메뉴를 표시합니다.
ORIGINAL/PLAY LIST
ORIGINAL 또는 편집한 PLAY LIST 중에
서 재생할 타이틀 종류(DVD-VR 모드)를 선
택합니다.
PROGRAM*1, *2
타이틀이나 챕터 또는 트랙을 재생하고 싶은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1 "SET t"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르
고 프로그래밍하려는 타이틀(T), 챕터(C)
또는 트랙(T)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릅
니다.

2
3

타이틀, 챕터 또는 트랙 선택을 반복합니다.
N를 누릅니다.
SHUFFLE*1, *2

A 컨트롤 메뉴 항목

타이틀이나 챕터 또는 트랙을 무작위 순서로
재생합니다.

B 현재 재생 중인 타이틀/총 타이틀 수
C 현재 재생 중인 챕터/총 챕터 수
D 재생 시간

REPEAT*1, *2
모든 타이틀/트랙/앨범 또는 단일 타이틀/챕터/
트랙/앨범/파일을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A-B REPEAT*1, *2

E 선택한 디스크 타입
F 재생 상태
G 선택한 항목 아이콘/메뉴 옵션
H 조작 메시지
I 선택한 컨트롤 메뉴 항목

메뉴 일람표
항목

항목 이름, 기능
TITLE/SCENE/TRACK
CHAPTER/INDEX
TRACK

재생할 타이틀, 장면, 트랙, 챕터 또는 인덱스를
선택합니다.

반복 재생할 구간을 지정합니다.
1 재생 중에 "SET t"를 선택한 후, ENTER
를 누릅니다.
"A-B REPEAT" 설정 막대가 나타납
니다.

2

시작 위치(위치 A)를 찾으면 ENTER를
누릅니다.

3

종료 위치(위치 B)가 되면 ENTER를
다시 한 번 누릅니다.
PARENTAL CONTROL

본 플레이어에서 재생하지 못하게 할 때 설정
합니다.
PLAYER t: 일부 DVD VIDEO 중에는 이
용자의 연령 등 미리 정해진 레벨에 따라 재생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장면이 차단되어 있거
나 다른 장면으로 교체될 수 있습니다
(Parental Control).
PASSWORD t: 숫자 버튼을 사용해서 4자
릿수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이 메뉴에서 패
스워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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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통제(재생 제한)
재생 제한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PLAYER t"를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4자리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재입력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2

X/x를 눌러 "STANDARD"를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X/x를 눌러 영역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OTHERS t"를 선택하고 표준 코드를
선택 및 입력합니다. 이 설명서 끝의 "페
어렌털 컨트롤 지역 코드 일람표"를 참조
하여 주십시오.

X/x를 눌러 "LEVEL"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X/x를 눌러 레벨을 선택한 후 ENTER를
누릅니다.
시청 제한 기능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값이 낮을수록 제한이 엄격합니다.
시청 제한 기능을 해제하려면 "LEVEL"을
"OFF"로 설정합니다.
패스워드를 잊은 경우 패스워드 상자에
"199703"을 입력한 후 ENTER를 누르고 새
4자리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3

SETUP

QUICK: 일반적인 설정을 사용해서 화면 표시
에 사용할 언어, TV 화면비 및 오디오 출력 신
호를 선택합니다.
CUSTOM: 일반적인 설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6페이지).
RESET: "SETUP" 설정을 공장 출하시의 설
정으로 되돌립니다.
ZOOM*1
원래 사이즈의 최대 네 배까지 이미지를 확대
하고 C/X/x/c를 사용하여 스크롤합니다.
ANGLE
앵글을 변경합니다.
CUSTOM PICTURE MODE
시청 중인 프로그램에 가장 적합한 화질을 선택
합니다.
STANDARD: 표준 영상을 표시합니다.
DYNAMIC: 영상의 콘트라스트와 색의 명도
를 강조해서 박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 냅니다.
CINEMA: 검은색 레벨을 높여서 어두운 부분
의 상세한 부분까지 강조합니다.
MEMORY t: 영상을 좀더 상세히 조절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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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NESS
더 선명하게 나타낼 영상의 윤곽을 강조합니다.
OFF: 이 옵션을 취소합니다.
1: 윤곽을 강조합니다.
2: 1보다 더 윤곽을 강조합니다.
*1 일반 재생으로 돌아가려면 "OFF"를 선택하
거나 CLEAR를 누릅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재생 모드가 취소됩니다:
–디스크 트레이를 열었을 경우.
–플레이어의 전원을 껐을 때.

◆DATA 디스크의 항목
항목

항목 이름, 기능
ALBUM

재생할 음악 및 사진 파일이 있는 앨범을 선택
합니다.
FILE
재생할 사진 파일을 선택합니다.
ALBUM
재생할 비디오 파일이 있는 앨범을 선택합니다.
FILE
재생할 비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DATE
디지털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 날짜를 표시합
니다.
INTERVAL*
슬라이드가 화면에 지속적으로 표시되는 시간
을 지정합니다.
EFFECT*
슬라이드 쇼 중에 슬라이드를 변경하는 데 사용
할 효과를 선택합니다.
MODE 1: 이미지가 효과를 무작위로 반복합
니다.
MODE 2: 이미지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휩쓸듯이 지나갑니다.
MODE 3: 이미지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휩쓸
듯이 지나갑니다.
MODE 4: 이미지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휩쓸
듯이 지나갑니다.
MODE 5: 이미지가 화면 가운데부터 펼쳐집
니다.
OFF: 이 기능을 끕니다.

MEDIA
재생할 미디어 타입을 선택합니다.
VIDEO: 비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PHOTO(MUSIC): 사진 및 음악 파일을 슬라
이드 쇼로 재생합니다. 음악 및 사진 파일이 같
은 앨범에 있는 경우 사운드가 흐르는 슬라이
드 쇼를 볼 수 있습니다. 음악 또는 사진의 재
생 시간 중에 하나가 더 길면 사운드 또는 이미
지 없이 계속 재생됩니다.
PHOTO: 사진 파일을 재생합니다.
MUSIC: 음악 파일을 재생합니다. 동기화되지
않은 가사 정보가 있는 음악 파일을 재생할 때
는 SUBTITLE을 누릅니다. 플레이어에서는
MP3 ID3 가사만 지원합니다.
* 파일에 따라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
니다.

컬러 방식을 변경하려면
연결된 TV에 플레이어의 화면 메뉴가 나타
나지 않을 경우 TV의 컬러 방식(NTSC 또
는 PAL)에 맞게 플레이어의 컬러 방식을
전환하십시오.
먼저 [/1을 눌러 플레이어 전원을 끕니다.
그런 다음, DISPLAY를 누르고 숫자 버튼
을 사용하여 "0"을 입력한 후 리모컨에서
[/1을 누릅니다. 플레이어 전원이 켜지고
컬러 방식 이름이 표시창에 표시됩니다.

PBC 기능이 있는 VIDEO CD를
재생하려면
PBC(Playback control) 기능이 있는
VIDEO CD를 재생 시작하면 선택용 메뉴
가 나타납니다.

PBC를 사용하지 않고 재생하려면
트랙을 선택하기 위해 플레이어가 정지된
상태에서 ./> 또는 숫자 버튼을 누른
후 N 또는 ENTER를 누릅니다. PBC 재
생으로 되돌아가려면 x를 두 번 누른 다음
N를 눌러 주십시오.

디스크 트레이를 잠그려면
(Child Lock)
실수로 디스크 트레이가 열리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디스크 트레이를 잠글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대기 모드일 때 리모컨에서 O
RETURN, ENTER 및 [/1를 차례로 누릅
니다.
플레이어가 켜지고 표시창에 "
"
(LOCKED)가 표시됩니다. Child Lock
이 설정되어 있으면 Z 버튼이 작동하지 않
습니다.

디스크 트레이 잠금을 해제하려면
플레이어가 대기 모드일 때 리모컨에서 O
RETURN, ENTER 및 \/1를 다시 차례로
누릅니다.

리모컨으로 TV를 조작하기
부속된 리모컨을 사용하여 Sony TV의 사
운드 레벨, 입력 소스 및 전원 스위치를 조작
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인 TV가 아래 표에 없으면 적절한
제조원 코드를 설정하십시오.
리모컨 배터리를 교환하면 적합한 코드 번
호를 다시 설정하십시오.
1

TV [/1를 누른 상태에서 숫자 버튼을 눌러
TV의 제조원 코드를 선택합니다.

2

TV [/1를 놓습니다.

조작 가능한 TV의 코드 번호
Sony
Hitachi
LG/Goldstar/NEC
MGA/Mitsubishi
Panasonic
Philips
Pioneer
RCA
Samsung
Sharp
Toshiba

01(공장 출하시의 설정)
02
04
13
19
21
16
10
20
18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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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메뉴
여러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정지 모드일 때 DISPLAY를
누르고,
(SETUP)을 선택한 후
"CUSTOM"을 선택합니다. CUSTOM
메뉴가 표시됩니다.

메뉴 일람표
항목

항목 이름, 기능
LANGUAGE SETUP

OSD(화면 표시): 화면 표시 언어를 전환합니다.
MENU*1: 디스크 메뉴에 사용하고 싶은 언어
를 선택합니다. (DVD VIDEO 전용)
AUDIO*1: 사운드 트랙의 언어를 전환합니다.
"ORIGINAL"을 선택하면, 디스크에서 우선
되는 언어가 선택됩니다. (DVD VIDEO 전용)
SUBTITLE*1: DVD VIDEO에 기록되어 있
는 자막 언어를 전환합니다. "AUDIO
FOLLOW"를 선택하면, 자막 언어는 사운드
트랙에서 선택한 언어로 변경됩니다. (DVD
VIDEO 전용)
SCREEN SETUP

TV TYPE: 연결된 TV의 화면비를 선택합니다.
16:9

4:3 LETTER BOX

4:3 PAN SCAN

COLOR SYSTEM(VIDEO CD): VIDEO CD
를 재생할 때의 컬러 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용
중인 TV가 DUAL 방식인 경우 "AUTO"를
선택합니다.
SCREEN SAVER: "ON"으로 설정된 경우
플레이어가 일시정지 모드 또는 정지 모드 상태
로 15분이 지나면 스크린 보호기가 표시됩니다.
N를 누르면 스크린 보호기가 작동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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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TV 화면의 배경색 또는 영
상을 선택합니다. 디스크에 재킷 영상이 없더
라도 "JACKET PICTURE"를 선택하면
"GRAPHICS" 영상이 나타납니다.

PROGRESSIVE(COMPONENT OUT
ONLY)*2: TV에서 프로그레시브 형식 신호가
수신되는 경우 "ON"으로 설정합니다. "ON"을
선택하면 다음 "MODE(PROGRESSIVE)"
및 "4:3 OUTPUT"도 설정합니다.
MODE (PROGRESSIVE): "AUTO"를 선택
하면 플레이어가 형식(필름 방식 또는 비디오 방
식)을 감지하고 적합한 버전으로 변환합니다.
4:3 OUTPUT: 이 설정은 "TV TYPE"이
"16:9"로 설정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TV에
서 화면비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FULL"을
선택합니다.
CUSTOM SETUP

AUTO STANDBY: 자동 대기 설정을 켜거나
끕니다. "ON"을 선택한 경우 정지 모드로 30분
이상 방치하면 플레이어가 대기 모드로 들어
갑니다.
AUTO PLAY: "ON"으로 설정한 경우 타이머
(별매품)에서 플레이어를 켜면 자동으로 재생
이 시작됩니다.
PAUSE MODE: 일시정지 중에 영상을 선택
합니다. 일반적으로 "AUTO"를 선택합니다.
영상이 고해상도로 출력될 경우 "FRAME"으
로 설정합니다(DVD 전용).
TRACK SELECTION: 다중 오디오 형식
(PCM, MPEG 오디오, DTS 또는 Dolby
Digital 형식)이 기록되어 있는 DVD VIDEO
를 재생할 때에는 가장 채널 숫자가 많은 사운
드 트랙에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AUTO"를
선택한 경우 우선 순위가 부여됩니다. (DVD
VIDEO 전용)
MULTI-DISC RESUME: 멀티 디스크 리쥼 설
정을 켜거나 끕니다. 6장까지의 DVD VIDEO/
VIDEO CD 디스크에 대하여 리쥼 재생을 메
모리에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설정을 다시
시작하면 리쥼 재생 위치가 지워집니다.
(DVD VIDEO/VIDEO CD 전용)

AUDIO SETUP

AUDIO DRC(Dynamic Range Control)*3:
주위 환경에 따라 설정합니다. 가장 작은 소리
가 잘 들리지 않으면 "TV MODE"로 설정하
고, 청취 환경이 양호한 경우, 예를 들면 홈 무
비 시어터인 경우에는 "WIDE RANGE"로
설정합니다.
DOWNMIX*3: 리어 사운드 성분(채널)이 포
함되었거나 Dolby Digital 형식으로 기록된
DVD를 재생할 때에는 다운 믹스하는 방법을
2채널로 전환합니다. 일반적으로 "DOLBY
SURROUND"를 선택합니다.
DIGITAL OUT: 오디오 신호가 DIGITAL
OUT(COAXIAL) 잭을 통해 출력되는 경우
선택합니다. "ON"을 선택하면 다음
"DOLBY DIGITAL", "MPEG", "DTS"
또는 "48kHz/96kHz PCM"도 설정합니다.
DOLBY DIGITAL: Dolby Digital 신호의 종
류를 선택합니다. 플레이어에 Dolby Digital
디코더가 내장되지 않은 오디오 컴포넌트를
연결한 경우 "D-PCM"으로 설정합니다.
MPEG: MPEG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선택합
니다. 플레이어에 MPEG 디코더가 내장된 오
디오 컴포넌트를 연결한 경우 "MPEG"으로
설정합니다.
DTS: DTS 오디오 신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DTS 사운드 트랙으로 DVD VIDEO를 재생
하는 경우 "ON"으로 설정합니다. DTS 디코
더가 없는 오디오 컴포넌트에 플레이어를 연
결하는 경우 "ON"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48kHz/96kHz PCM: 디지털 오디오 출력 신호의
샘플링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DVD VIDEO
전용)
*1 "OTHERS t"를 선택한 경우 언어 코드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이 설명서 끝의 "언어
코드 일람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2
* 영상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거나 검게 표
시되면 설정을 다시 설정합니다. [/1을 눌러
끄고 "369"를 입력한 후 [/1을 눌러 이 플레
이어를 다시 켭니다.
*3 이 기능은 다음 잭을 통한 출력에서만 유효합
니다:
–AUDIO OUT L/R 잭.
–"DOLBY DIGITAL"을 "D-PCM"으로
설정했을 때에만 DIGITAL
OUT(COAXIAL) 잭.

추가 정보
고장일까? 하고 생각되면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
이 나타났을 때에는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다
음의 내용을 참조해서 점검하여 주십시오. 그
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가까운
Sony 대리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c AC 전원 코드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이 출력되지 않는다/영상에 노이즈가
나타난다.
c 연결 코드를 단단히 연결하여 주십시오.
c 연결 코드가 단선되어 있습니다.
c TV와의 연결을 확인하고 플레이어의 신호
가 TV 화면에 나타나도록 TV의 입력 셀렉
터를 전환하여 주십시오.
c 플레이어 컬러 방식을 변경합니다(5페이지).
c 디스크에 흠집이 있거나 더러워져 있습니다.
c [/1을 눌러 플레이어를 끄고 리모컨의 숫자
버튼을 사용하여 "369"를 입력한 후 [/1을
눌러 플레이어를 다시 켭니다.

소리가 출력되지 않는다.
c 연결 코드를 단단히 다시 연결하여 주십시오.
c 연결 코드가 단선되어 있습니다.
c 플레이어가 일시정지 또는 슬로모션 재생 모
드로 되어 있습니다.
c 플레이어가 고속감기 또는 고속되감기 중입
니다.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없다.
c 리모컨의 배터리가 떨어졌습니다.
c 리모컨을 조작할 때 리모컨의 방향이 플레이
어의 리모트 센서
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c 리모컨에서 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서 플레이
어를 조작할 때는 5초 이내에 각 버튼을 누르
십시오.

디스크가 재생되지 않는다.
c 디스크가 반대로 들어 있습니다.
디스크의 재생 면을 아래로 해서 넣어 주십
시오.
c 디스크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c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는 디스크가 있습
니다.
c DVD의 지역 코드가 플레이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c 플레이어 내부에 습기가 차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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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파이널라이즈가 제대로 안 된 기록 디스크는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플레이어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c 정전기 등으로 인해서 플레이어가 바르게 작
동하지 않을 때에는 플레이어의 플러그를 빼
주십시오.

디스크 트레이가 열리지 않고 표시창에
"
"(LOCKED)가 나타난다.
c Child Lock이 설정되어 있습니다(5페이지).

디스크 트레이가 열리지 않고 표시창에
"
"(TRAY LOCKED)가 나타
난다.
c Sony 대리점 또는 공인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시창에 "C13"이 나타난다.
c 클리닝 헝겊으로 디스크를 닦아내고 형식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표시창에 "C31"이 나타난다.
c 디스크를 바르게 다시 넣어 주십시오.

재생 가능한 파일 형식
비디오: MPEG-1(Cyber-shot 데이터)
사진: JPEG(DCF 형식)
음악: MP3(mp3PRO 제외)/WMA(WMA
Pro 제외)*1, *2/AAC*1, *2/LPCM/
WAVE
*1 저작권 보호(Digital Right Management)
가 설정된 파일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2 Lossless 파일과 같이 코딩된 파일은 본 플레
이어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지원되는 확장자: ".mpg", ".mpeg",
".jpg", ".mp3", ".wma", ".m4a", ".wav"
지원되는 디스크: DVD, DVD±RW/±R/±R
DL, 음악 CD/Super VCD, CD-R/-RW
• ISO 9660 Level 1/Level 2에 따라 기록
된 DATA CD 또는 확장 형식이 Joliet인
경우.
• UDF에 따라 기록된 DATA DVD.
• 플레이어에서는 파일 형식이 다르더라도
위의 모든 파일을 재생합니다. 그러한 데
이터를 재생할 때는 잡음이 크게 발생하여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재생하는 폴더의 계층 구조가 복잡한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계층 구조
를 2단계 이하로 하여 앨범을 만드십시오.
• 일부 비디오, 사진 및 음악 파일은 인코딩/
레코딩 조건에 따라 재생하지 못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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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을 시작하고 다음 또는 다른 앨범/파
일로 진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
니다.
• 플레이어는 최대 200개의 앨범 및 600개
의 파일을 인식합니다.
"PHOTO(MUSIC)"을 선택한 경우 최대
300개의 음악 파일과 300개의 사진 파일
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 플레이어는 두 개 이상의 비디오 파일이 합
성된 형태의 파일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 플레이어는 크기가 720(폭) × 576 (높이)/
2GB 이상인 비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 없
습니다.
• 파일에 따라 재생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습
니다. 비트율을 낮춰 파일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 DATA CD상의 비트율이 높은 비디오 파
일은 부드럽게 재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파일은 DATA DVD를 사용해서
재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화 가능한 미디어에 관한 주의
녹화 품질이나 디스크 상태 또는 기록 장치
및 저작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기록 가능한
미디어 중 일부가 본 플레이어에서 재생되
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파이
널라이즈되지 않은 디스크는 재생할 수 없
습니다. Packet Write 형식으로 제작한 일부
DATA 디스크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복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플레이어 전용
CPRM(Content Protection for
Recordable Media) 보호 기능을 사용하여
만든 DVD-VR 모드의 이미지는 재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DVD와 VIDEO CD의 재생 조작에 관한
주의
DVD 및 VIDEO CD의 재생 조작에는 소
프트웨어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생 상태
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플레
이어에서는 DVD와 VIDEO CD가 소프트
웨어 제작자가 의도한 디스크 내용에 따라
재생되므로 일부 재생 기능을 이용할 수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DVD 또는 VIDEO
CD에 첨부된 사용설명서도 참조하여 주십
시오.

디스크에 관한 주의
본 제품은 콤팩트 디스크(CD) 표준규격에
맞는 디스크를 재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듀얼 디스크 및 저작권 보호 기술로 인코딩
된 일부 음악 디스크는 콤팩트 디스크(CD)
표준에 준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스크는 본 제품에서 재생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주요 제원
시스템
레이저: 반도체 레이저

출력
• AUDIO OUT (L/R): 포노 잭
• DIGITAL OUT (COAXIAL): 포노 잭
• COMPONENT VIDEO OUT
(Y, PB, PR): 포노 잭
• VIDEO OUT: 포노 잭

일반 부문
• 필요 전원: 110 - 240 V AC, 50/60 Hz
• 소비 전력: 10 W
• 크기(대략): 320 × 38 × 209 mm
(폭/높이/깊이) 돌출 부분 포함
• 중량(약): 1.1 kg
• 작동 온도: 5 °C에서 35 °C
• 작동 습도: 25 %에서 80 %

부속 액세서리
• 오디오/비디오 코드(포노 플러그 × 3 y
포노 플러그 × 3)(1)
• 리모컨(1)
• R6(AA 사이즈) 배터리(2)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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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코드 일람표
1 6페이지
코드

언어

코드

1027
1028
1032
1039
1044
1045
1051
1052
1053
1057
1059
1060
1061
1066

Afar
Abkhazian
Afrikaans
Amharic
Arabic
Assamese
Aymara
Azerbaijani
Bashkir
Byelorussian
Bulgarian
Bihari
Bislama
Bengali;
Bangla
Tibetan
Breton
Catalan
Corsican
Czech
Welsh
Danish
German
Bhutani
Greek
English
Esperanto
Spanish
Estonian
Basque
Persian
Finnish
Fiji
Faroese
French
Frisian

1183
1186
1194
1196
1203
1209
1217
1226
1229
1233
1235
1239
1245
1248
1253
1254
1257
1261
1269
1283
1287
1297
1298
1299
1300
1301
1305
1307
1311
1313
1326
1327
1332
1334

1067
1070
1079
1093
1097
1103
1105
1109
1130
1142
1144
1145
1149
1150
1151
1157
1165
1166
1171
1174
1181

언어

코드

언어

코드

언어

Irish
Scots Gaelic
Galician
Guarani
Gujarati
Hausa
Hindi
Croatian
Hungarian
Armenian
Interlingua
Interlingue
Inupiak
Indonesian
Icelandic
Italian
Hebrew
Japanese
Yiddish
Javanese
Georgian
Kazakh
Greenlandic
Cambodian
Kannada
Korean
Kashmiri
Kurdish
Kirghiz
Latin
Lingala
Laothian
Lithuanian
Latvian;
Lettish
1345 Malagasy

1347
1349
1350
1352
1353
1356
1357
1358
1363
1365
1369
1376
1379
1393
1403
1408
1417
1428
1435

Maori
Macedonian
Malayalam
Mongolian
Moldavian
Marathi
Malay
Maltese
Burmese
Nauru
Nepali
Dutch
Norwegian
Occitan
(Afan)Oromo
Oriya
Punjabi
Polish
Pashto;
Pushto
Portuguese
Quechua
RhaetoRomance
Kirundi
Romanian
Russian
Kinyarwanda
Sanskrit
Sindhi
Sangho
SerboCroatian
Singhalese
Slovak
Slovenian

1507
1508
1509
1511
1512
1513
1514
1515
1516
1517
1521
1525
1527
1528
1529
1531
1532
1534
1535
1538
1539
1540
1543
1557
1564
1572
1581
1587
1613
1632
1665
1684
1697

Samoan
Shona
Somali
Albanian
Serbian
Siswati
Sesotho
Sundanese
Swedish
Swahili
Tamil
Telugu
Tajik
Thai
Tigrinya
Turkmen
Tagalog
Setswana
Tonga
Turkish
Tsonga
Tatar
Twi
Ukrainian
Urdu
Uzbek
Vietnamese
Volapük
Wolof
Xhosa
Yoruba
Chinese
Zulu

1436
1463
1481
1482
1483
1489
1491
1495
1498
1501
1502
1503
1505
1506

1703 미지정

ISO 639: 1988 (E/F) 규격

페어렌털 컨트롤 지역 코드 일람표
1 3페이지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코드

지역

2044
2047
2046
2057
2070
2079
2090
2092
2115

Argentina
Australia
Austria
Belgium
Brazil
Canada
Chile
China
Denmark

2165
2174
2109
2248
2238
2254
2276
2304
2363

Finland
France
Germany
India
Indonesia
Italy
Japan
Korea
Malaysia

2362
2376
2390
2379
2427
2424
2436
2489
2501

Mexic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akistan
Philippines
Portugal
Russia
Singapore

2149
2499
2086
2528
2184

Spain
Sweden
Switzerland
Thailand
United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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