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본 제제품품은은 222200VV 전전용용 제제품품입입니니다다..
본 제품은 한민국에서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품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FOR KOREA UNIT STANDARD ONLY)

●사용설명서 상의 그림은 설명을 위해 그려진 것으로 실제의 모양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AH68-015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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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의경고및주의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지시사항을위반할경우사람이사망하거나중상을입을

가능성이예상되는내용입니다.

주의
지시사항을위반할경우사람이부상을입거나물적손해

발생이 예상되는내용입니다.

경고

설치관련 보관및관리관련

직사광선이들어오는곳이나난방기구등
열이나는곳을피하세요.
화재의위험이있습니다.

절 로분리, 수리, 개조하지마세요.
이상작동으로인해화재, 감전, 상해의
위험이있습니다.

제품위에화병, 화분, 컵, 화장품, 약품, 
물등이차있는용기를놓지마세요.
화재, 감전의원인이되거나낙하로인한
부상의원인이됩니다.

전원관련 설치관련

천둥, 번개가칠때는전원플러그를
빼주세요.
화재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전원플러그가흔들리지않도록확실히
꽂아주세요.
접속이불완전한경우화재의
원인이됩니다.

습기, 먼지, 그을음등이많은장소에
설치하지마세요.
화재, 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전원관련

전원플러그를한꺼번에여러개꽂아
사용하지마세요.
접속이불완전한경우이상발열및화재의
원인이됩니다.

전원코드를무리하게구부리거나무거운
물건에눌려부서지지않도록하세요.
화재의원인이됩니다.

전원플러그는물기가없는손으로잡고
취급하세요. 
감전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보관및관리관련

무거운물건을올리지마세요.
넘어지거나떨어져서상해의원인이
됩니다.

작동중에제품을들고옮기지마세요
고장의원인이됩니다.

주의

설치관련 작동관련

평평하고안정된바닥이면서
바람이잘통하는곳에설치하세요.
제품이넘어지거나떨어질경우상해의원인이됩니다.
뒷면은10cm 이상, 옆면은5cm 이상간격을주세요.

온도가너무높은곳(35℃이상)이나
낮은곳(5℃이하), 습기가많은곳에
설치하지마세요.
화재감전의원인이됩니다.

CD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세요.

보관및관리관련

통풍구멍등에금속류(동전, 머리핀, 
쇠붙이등)와타기쉬운이물질(성냥, 
종이등)을집어넣거나떨어뜨리지
마세요.
화재, 감전의원인이됩니다.

연기가나거나이상한냄새가날때는
사용을중단하세요. 이때는곧바로
전원을끄고전원플러그를콘센트에서
뺀후서비스센터에연락해주세요.
그 로계속사용하면화재, 감전의
원인이됩니다.

청소시제품의각부분에직접물을
뿌리지마세요. 마른수건으로가볍게
닦아주세요.
화재, 감전의원인이됩니다. 화학약품이나
세척제등은표면을변질시키므로절
사용하지마세요.

보관및관리관련

리모컨의건전지교환시어린이가
먹지않도록어린이의손이닿지않는
장소에보관하세요.
어린이가먹은경우즉시의사와
상담하세요.

디스크삽입구또는제품뒷면의
냉각팬에어린이가손을넣지않도록
주의하세요.
손을넣으면끼이거나상처를입을수
있습니다.

물건을떨어뜨리거나충격을주지
마세요. 진동이심한곳이나자석종류가
있는곳으로부터멀리해주세요.
고장의원인이됩니다.

버튼두개를동시에누르거나
함부로분해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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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예약 기능
SLEEP(취침예약) 기능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SRS 기능
풍부한 베이스와 3D 입체음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테이프 자동왕복 기능
REV. MODE 버튼으로 테이프 재생상태를 자동왕복으로
선택하면 테이프 재생이 자동왕복될 수 있는 기능입니다.

MP3-CD/CD-R/RW재생 기능
일반 CD는 물론 MP3-CD나 CD-R/RW CD도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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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명칭(본체)

부

속

품
전원코드 사용설명서(제품보증서 내장) 리모컨/건전지“AAA”(2개)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STOP(정지) 버튼

PHONES(헤드폰)연결단자 (P.5참조)

TAPE PUSH EJECT(도어열림/닫힘)

CD OPEN/CLOSE(도어열림/닫힘) 버튼

STANDBY/ON(전원) 버튼 VOLUME(음량조절) 조절기

REC/PAUSE(녹음/일시정지) 버튼

TUNING/MODE(선국 방식) 조절기
TUNING UP/DOWN  조절기

SRS WOW 버튼 (P.27참조)

PROGRAM(프로그램) 버튼
(P.22참조)

MONO/ST.(모노/스테레오) 버튼

TUNER/BAND(방송선택) 버튼

MIC(내장마이크)
(P.24참조)

MP3-CD/CD(재생/일시정지) 버튼 TAPE 재생 버튼

선곡/고속탐색 버튼

55

사용전준비

220V

1 전원코드를 제품 뒷면과
연결하세요. 2 전원 플러그를 꽂으세요.

전원 연결하기

▶

이 제품은 220V 전용입니다.

� 전원 플러그를 110V에 연결하면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220V에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TUNER MP3-CD/ 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BAND

MIC

헤드폰을 사용하려면

� 제품앞면의 헤드폰 연결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한후 음악을 감상하세요.

� 헤드폰은 별매품이므로 구입하려면 가까운
삼성전자 리점에 문의하세요.

백 라이트(BACK-LIGHT) 기능
●전원을 켜면 동작 표시부에 불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제품의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87

현재시각을맞추려면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1

2, 4, 6

3, 5

TIMER CLOCK1 TIMER CLOCK 버튼을 두번 누르세요.

●CLOCK이 표시됩니다.

2 PROGRAM/SET 버튼을 누르세요.

●표시부의“시”부분과“ ”이 깜박입니다. 

3 또는 버튼을 누르세요.

●‘시’값을 증가하고 싶으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시’값을 감소하고 싶으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각부의명칭(리모컨)

참고
리모컨이 동작되지 않을 때

1. 건전지의 �,�극이 바뀌지 않았나요?

2. 건전지가 다 소모되지 않았나요?

3. 정전은 아닌가요?

4. 전원코드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요?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MIC

●리모컨의 동작 가능한 거리와 각도는 수신부로
부터 10m이내 좌∙우 25○ 입니다.
리모컨이 동작되지 않을때는 수신부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수신각도와 수신거리안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리모컨의 수신거리 각도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MUTE(음소거) 버튼 (P.28참조)

SLEEP(취침예약) 버튼 (P.28참조)

COUNTER RESET(카운터 원위치) 버튼

REV.MODE(자동왕복) 버튼 (P.16참조)

MONO/ST.(모노/스테레오) 버튼

PROGRAM/SET(프로그램/기억) 버튼
(P.22참조)

RESUME ON/OFF 버튼(P.19참조)

+10/ALBUM 버튼 (P.21참조)

TUNING MODE(선국방식) 버튼

TUNING(선국 조절) 버튼

TAPE(재생/정지/탐색) 버튼

STANDBY/ON(전원) 버튼

REC/PAUSE(녹음/일시정지) 버튼

SHUFFLE(무순서 재생) 버튼 (P.20참조)

TUNER(방송선택) 버튼

CD REPEAT (CD반복)버튼 (P.20참조)

MP3-CD/CD(재생/정지/탐색) 버튼

TIMER CLOCK(타이머/시각) 조정 버튼 (P.8참조)

TIMER ON/OFF(타이머 켜짐/꺼짐) 버튼 (P.26참조)

SRS WOW 버튼 (P.27참조)

VOLUME(음량조절) 버튼

STANDBY/ON 버튼을 눌러 전원을 켜세요.



109

라디오를들을때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1 2 3

1

2
3

MIC

FM 스테레오 방송을 들으려면

●방송국에서 FM 스테레오 방송을

송신하면 본 제품은 청취되는

수신에 따라서 스테레오로 방송을

들을수 있습니다.

●본체의 MONO/ST 버튼이나

리모컨의 MONO/ST. 버튼을 눌러

STEREO 를 선택하세요.

●특정 FM 라디오 선국의 수신 감도

가 좋지 않다면 본체의 MONO/ST 

버튼이나 리모컨의 MONO/ST. 

버튼을 눌러 MONO 상태로

바꾸세요. 

음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BAND

TUNER

TUNING
/MODE

1 TUNER 버튼으로 원하는
방송(FM/AM)을 선택하세요.

●누름에 따라 FM/AM이 차례로 선택

됩니다.

2 TUNING (선국) 조절기로 주파수를
선택하세요.

VOLUME
3 음량을 조절하세요.

●음량조절기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음량이 커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음량이 작아집니다.

●매 단계마다 원하는 옵션을 설정하려면 6~7초 가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을 초과한다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TIMER CLOCK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다른기능을 사용하고 있던 중에도 시간을 보실수
있습니다.

참고

5 또는 버튼을 누르세요.
●‘분’값을 증가하고 싶으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분’값을 감소하고 싶으시면 버튼을 누르세요.

6 시 값이 바르게 표시되면 PROGRAM/SET 
버튼을 누르세요.

● 시스템이 기 모드에 있을 때라도 현재시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시간이

표시됩니다.

4 시 값이 바르게 표시되면 PROGRAM/SET 
버튼을 누르세요.

●표시부의“분”부분과“ ”이 깜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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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선국을탐색하고저장하려면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1  4  2,3

1
2
3

BAND

TUNER1 TUNER/BAND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세요.

●누름에 따라 FM과 AM이 선택 됩니다.

TUNING
/MODE2 TUNING/MODE를 눌러“MANUAL(수동) 또는“AUTO

(자동)”중 원하는 탐색 모드를 선택하세요.

●PRESET 기능은“저장한 방송을 들으려면”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세요.

3 저장할 주파수를 선택하려고 할때에는 아래와 같이 사용하세요.

●본체의 TUNING/MODE를 조절하여 주파수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세요. 
또는 리모컨의 , 버튼을 누르세요. 

●수동으로 탐색할 경우 본체의 TUNING/MODE를 조절하거나 리모컨의 또는 버튼을

계속 누르세요.

●자동으로 탐색할 경우 잡음이 많은 주파수 역에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동으로 탐색하세요.

라디오방송을녹음할때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12 4 3

2

4

3

PUSH EJECT

BAND

TUNER

REC/PAUSE

1

2

데크에 공테이프를 넣으세요.
●PUSH EJECT(û)버튼을 눌러서 카세트 도어를 열어

테이프를 넣고 닫으세요.

TUNER 버튼으로 원하는 방송(FM/AM)을 선택하세요.
●FM/AM 방송을 선택후 후,TUNING (선국) 버튼 또는

리모컨의 ,      버튼 으로 원하는 방송 주파수를 선택하세요.

3 REC/PAUSE 버튼을 누르세요.
●녹음중 REC/PAUSE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일시정지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녹음이 계속됩니다.

STOP

4 녹음을 정지 하시려면 �(정지)버튼을 누르세요.

● 앞면 � 뒷면 연속해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REV. MODE 버튼으로 또는 를 선택하세요.     

MONO/ST 버튼을 누르세요.

● AM 방송을 녹음할 때 삐이~ 하는 비트음이나 잡음이 발생하면

MONO/ST 버튼을 눌러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세요.

잡음 제거에 하여



1413

저장한방송을들으려면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1  2,3

1
2
3

BAND

TUNER

TUNING
/MODE

1 TUNER/BAND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세요.

●누름에 따라 FM/AM이 차례로 선택 됩니다.

2 선국 탐색방식을“PRESET”으로 선택하세요.

●TUNING/MODE를 눌러“PRESET”을 선택하세요.

TUNING
/MODE

3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세요.

●본체의 TUNING/MODE 또는 리모컨의 ,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방송을 선택하세요.

TUNING

4 탐색한 라디오 주파수를 저장하지 않으려면, 3으로 되돌아가 다른 주파수를
선국하세요.

●선국된 주파수를 저장하려면: 

1.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MEMORY”와 저장할 위치(번호)가 표시됩니다.

2. 본체의 TUNNG/MODE를 조절하거나 리모컨의 또는 버튼을 눌러 1과 15 사이의
프로그램 번호를 선택하세요.

3. PROGRAM 버튼을 눌러 선국된 주파수를 저장하세요. “MEMORY”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으며, 선국이 저장됩니다.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의 프로그램 번호에 새 방송
주파수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참고

5 다른 라디오 주파수를 저장하려면, 3에서 4의 과정을 반복하세요.

●최 30개(FM 15개 , AM 15개) 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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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테이프재생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REV.MODE

REV. MODE(자동왕복) 기능

REV.MODE 버튼

●해당 기호가 표시될 때까지 리모컨의 REV. MODE 버튼을 누르세요.

: 앞면 또는 뒷면 재생 후 정지됩니다.

: 앞면 � 뒷면 재생 후 정지됩니다.

: 사용자가 중단시킬 때까지 해당 테이프의 양면을 계속 재생합니다.

TAPE

재생방향 선택 기능

●재생중에 TAPE 버튼을 누르면 TAPE의 뒷면이 재생됩니다.

※ 이 기능은 S75 모델에서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테이프의 양면을 자동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3종류의 테이프 재생 모드가 있습니다.

※ 이 기능은 S75 모델에서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재생방향 선택

재생방향 선택

테이프를들을때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2  1  

2

PUSH EJECT

TAPE

1 PUSH EJECT(û)버튼을 눌러서 테이프를
넣으세요.

2 TAPE 버튼을 누르세요.

STOP

재생을 멈추려면

●정지(�)버튼을

눌러서 정지시키세요.

COUNTER 
RESET 버튼

테이프 카운터 기능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하는 경우,

카운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세트를 재생하고 있는 동안만

카운터 표시가 작동합니다

●리모컨의 COUNTER RESET 

버튼을 누르면 수치가 초기상태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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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CD 앨범및트랙을선택하려면

17

CD/MP3-CD를들을때

MP3-CD/CD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1  3  2  

2
3

1 OPEN/CLOSE 버튼을 눌러서 CD 또는
MP3-CD를 넣고, CD도어를 닫으세요.

2 MP3-CD/CD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재생되고. 한번 더

누르면 일시정지가 선택됩니다.

●MP3 재생시 CD의 특성상 재생시작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CD의 라벨면이 위쪽을 향하게 넣으세요.
OPEN/CLOSE

STOP3 재생을 멈추려면 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2  

2
1

ALBUM

+10

1 앨범(디렉토리)을 이동하려면 +10/ALBUM 버튼을
눌러 앨범 번호를 선택하세요. 

●앨범(디렉토리) 단위로 이동합니다.

●앨범(디렉토리)으로 작성되지 않는 CD에서는 +10 버튼으로 동작합니다.

2 트랙(곡번호)을 이동하려면 CD부의 I◀◀,▶▶I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곡을 선택하세요.

●I◀◀, ▶▶I 버튼을 눌러 트랙 번호를 선택하세요.

●앨범내의 트랙을 이동합니다.

●앨범내의 트랙수보다 I◀◀, ▶▶I 버튼을 더 많이 누르면 다음
앨범으로 이동합니다.

●정지 또는 재생 중에 듣고 싶은 MP3-CD의 앨범(디렉토리) 및 트랙(곡번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디스크를 사용할 때는?

● 중성세제를 묽게 탄 물로 닦고 부드러운

마른 수건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

주세요.

● 디스크를 잡거나 이동할 때는 디스크

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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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의다양한기능RESUME(마지막곡기억) 기능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UNING

TUNINGSRS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전체 곡을 반복하여 들을 때

CD REPEAT REPEAT 1

1    0:00

CD REPEAT REPEAT      ALL

1    0:00

1 리모컨의 CD REPEAT 버튼을 누르세요.

2 리모컨의 CD REPEAT 버튼을 한번 더
누르세요.

한 곡만 반복하여 들을 때

반복 기능을 해제하려면

CD REPEAT

3 리모컨의 CD REPEAT 버튼을 한번 더
누르세요.

SHUFFLE(무순서재생) 기능

● "REPEAT 1" 이 표시 됩니다. 

MP3-CD재생 혹은 정지 상태에서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 RESUMEON/OFF가 반복 선택됩니다.

●RESUME ON : 정지한 후 다시 재생하면 마지막 듣고 있던 곡부터

재생됩니다.

●RESUME OFF : 정지한 후 다시 재생하면 디스크의 첫곡부터

재생됩니다.

CD REPEAT(CD 반복) 버튼

SHUFFLE(무순서 재생) 버튼

●“REPEAT ALL”이 표시 됩니다. 

SHUFFLE

1 리모컨의 SHUFFLE 버튼을 누르세요.

SHUFFLE

2 해제하려면 SHUFFLE 버튼을 한번 더 누르세요.

●CD에 수록된 곡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한번씩 재생시켜줍니다. 

●SHUFFLE 동작중에는 CD 반복 기능이 동작되지 않습니다.

19

●사용자가 편집한 CD-R(Recordable)및

CD-RW(Rewritable)은 이미 완성됐을 경우에만

재생됩니다.

●음악 CD 포맷으로 녹음된 원본 CD-R 또는

CD-RW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단, CD의 특성이나 녹음 상태에 따라 재생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CD-RW의 경우 읽어들이는 시간이 좀 더 필요

합니다.

(이유는 CD-RW가 일반 CD에 비해 반사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정지하거나 전원을 끈 상태에서 다시 재생했을 때 마지막 듣고 있던 곡을 기억하여 그 곡에서 다시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MP3란?

오디오 신호 압축 기술의 세계적 표준인 MPEG1 

Layer 3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 오디오 데이터를

음질 저하없이 1/12로 원음 데이터를 줄이는 디지털

음악 압축 기술입니다.

앨범 및 트랙의 재생순서에 하여

● Window Explorer 표시부의 예입니다.

● 화살표는 앨범 및 트랙의 재생 순서입니다. 

● 확장자가 jpg,wav,doc만을 갖고 있는 트랙은

오디오 파일이 아니므로 재생되지 않고 뛰어 넘게

됩니다.

CD-R 또는 CD-RW를 재생할 때

●CD-RW DISC의 경우, 고배속으로 Write 하거나

Writing format에 따라 data를 읽지 못하는 경우

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Write 

하거나 또한, 규정속도가 표기되지 않은 디스크는

저배속으로 Write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MP3-CD에서만 동작합니다.

RESUME 0N

RESUME 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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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프로그램기능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1,32  

1,3
2

1 정지상태에서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REW FF

2 I◀◀,▶▶I(선곡) 버튼을 눌러 곡을 선택하세요.

●리모컨 에서는 ,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PROGRAM3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 선택한 곡이 저장되고 다음번호가 표시됩니다.
● 2번~3번항을 반복 동작하여 최 24곡까지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PROGRAM

●CD 기능을 선택하세요.
●일반 CD 일 경우에만 프로그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R:PR02
프로그램 번호 TRACK 곡 선택번호

(보기)

프로그램 기능을 해제하려면
● 재생 중에는 é(정지) 버튼을 2회 누르세요. 

● 정지상태에서는 é(정지) 버튼을 1회 누르세요.

● CD 도어를 열면 프로그램된 것이 지워집니다.

프로그램된 곡을 수정하고자 할 때
● 프로그램 확인 중 프로그램된 곡을 수정할 경우에는

, 버튼을 이용하여 곡을 선택한 후

PROGRAM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곡이 입력됩니다. 

준비

선곡/고속탐색기능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선곡/고속탐색 버튼

+10 버튼

선곡/고속탐색 버튼

REW FF

재생중 I◀◀,▶▶I(고속탐색)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세요,

●▶▶I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곡이 빠르게 지나가고, 

I◀◀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곡이 빠르게
되돌아갑니다. 

● 누르고 있던 손을 떼면 정상으로 재생됩니다. 

고속 탐색

REW FF

재생중 I◀◀,▶▶I(선곡) 버튼을 짧게 누르세요.

●▶▶I 버튼을 짧게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다음 곡이
재생되고, I◀◀버튼을 짧게 누르면 재생 중인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재생됩니다.

●정지상태에서▶▶I 버튼을 누르면 2번 곡이 재생되고, 

I◀◀버튼을 누르면 마지막 곡이 재생됩니다.

선곡(다른곡을 선택하려면)

10곡단위 선곡

●MP3-CD인 경우에는 앨범으로 작성되지 않은
CD에서만 +10키로 동작합니다. 

●재생중에 리모컨의 +10 버튼을 누르면 10곡 뒤의
곡이 재생됩니다.

예)현재 15번 재생중에 43번을 선택하려면

+10 버튼을 3회 누른 후▶▶I 버튼을 3회 누릅니다.

15 �20 �30 �40 �41 �42 �43

+10 +10 +10

프로그램된 것을 확인하고자 할 때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누름에 따라 프로그램된 곡의 선택 번호가 표시부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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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P3-CD를녹음할때 마이크녹음할때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3  2 1  

3

PUSH EJECT

1

2

카세트 데크에 공테이프를 넣으세요.
●PUSH EJECT(û)버튼을 눌러서 카세트 도어를 열어

테이프를 넣고 닫으세요.

OPEN/CLOSE 버튼을 눌러 디스크를 넣은후, 
CD버튼을 누르세요.

3 REC/PAUSE 버튼을 누르세요.

●녹음중 REC/PAUSE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일시정지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녹음이 계속됩니다.

STOP

녹음을 멈추려면

●정지(�)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정지시키세요.

●녹음할 경우, 테이프는 반드시

안전편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OPEN/CLOSE

REC/PAUSE

녹음을 잠깐 멈추려면

●REC/PAUSE(녹음/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일시정지가

되며, 한번 더 누르면 녹음이 계속

됩니다.
PUSH EJECT

1 카세트 데크에 공테이프를 넣으세요.
●PUSH EJECT(û)버튼을 눌러서 카세트 도어를 열어

테이프를 넣고 닫으세요.

2 REC/PAUSE(녹음/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세요.
●마이크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할 경우, 테이프는 반드시

안전편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참고

참고
●본 제품은 고감도 콘덴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이크에 입을 가깝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2  1  

2

REC/PAUSE

REC/PAUSE

콘덴서 마이크(내장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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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머 꺼짐 시간을 설정하세요.

● , 버튼을 눌러‘시’값을 설정하세요.

● PROGRAM 버튼을 누르시면‘분’부분이 깜박입니다.

● , 버튼을 눌러‘분’값을 설정하세요.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VOL 13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13은 이미 설정한 음량
값을 나타냅니다.

TUNING
/MODE5 TUNING/MODE로 음량을 조정하고,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TIMER ON/OFF 기능

●TIMER ON/OFF 버튼을 누름에 따라 표시부에‘ ’가 나타나며 켜짐/꺼짐이 반복
선택됩니다.

●타이머 기능을 동작 또는 해제 하실 때 사용하세요. 

참고

TUNING
/MODE

6 TUNING/MODE로 시스템이 켜질때 재생 될 기능을 선택하세요.

7 PROGRAM 버튼을 눌러 타이머 예약을 완료 하세요.

8 STANDBY/ON(전원)을 꺼주세요.

●STANDBY/ON(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만 타이머 예약 기능이 동작 합니다.

● FM : 프로그램 된 15개의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AM : 프로그램 된 15개의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 CD : 원하는 CD를 넣으세요.

● TAPE : 원하는 테이프를 넣으세요.

●TUNING/MODE를 돌려 음량을 조절하고 리모콘에서는
, 버튼을 눌러 음량을 조절하세요.

자동으로켜지게(꺼지게)하려면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MIC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

SRS
WOW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2,3,4,7  3,4  6  8  5 

2,3,4,7
3,4

1
8

5

TIMER CLOCK1 TIMER 가 표시될 때까지 TIMER CLOCK 버튼을
누르세요.

PROGRAM2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3~4초 동안 ON TIME 이라고 표시되며, 이미 설정된 켜짐 시간이 뒤
에 표시됩니다. 타이머 켜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타이머 켜짐 시간을 설정하세요.

● , 버튼을 눌러‘시’값을 설정하세요.

● PROGRAM 버튼을 누르시면‘분’부분이 깜박입니다.

● , 버튼을 눌러‘분’값을 설정하세요.

●PROGRAM 버튼을 누르세요.

●3~4초 동안 OFF TIME 이라고 표시되며, 이미
설정된 꺼짐 시간이 뒤에 표시됩니다. 타이머 꺼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시각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작예약이 안됩니다.준비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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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예약/음소거기능

SLEEPSLEEP(취침예약)버튼을 누르세요.

●누름에 따라 90 Min � 60 Min � 45 Min � 30 Min � 15 Min 가 반복

선택됩니다.

●SLEEP 기능은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면 그 시간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기능을 해제하려면 SLEEP 버튼을 눌러 SLEEP이 나타나지 않게하세요. 

SLEEP(취침예약) 기능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SLEEP(취침예약) 버튼

MUTE(음소거) 버튼

MUTE리모컨의 MUTE 버튼을 누르세요.

●다시 소리가 켜지도록 하려면 , MUTE 버튼이나 VOLUME
버튼을 누르세요.

음소거 기능

●음악감상중에 손님이 오거나 또는 잠시 소리가 나지않게 할 때 사용하세요.

● 이 기능은 리모콘에서만 가능합니다.

● 이 기능은 리모콘에서만 가능합니다.

SRS 기능

TIMER CLOCK TIMER ON/OFF SLEEP

REC/PAUSE

MP3-CD/CD

TAPE

TUNING

TUNING
MODESRS

VOLUME

SHUFFLE

CD REPEAT PROGRAM/SET

TUNER

ALBUM

BAND

+10

MONO/ST.

REV. MODE COUNTER RESET

TUNING
/MODE

VOLUME

TUNER MP3-CD/CD TAPE

REW STOP FF

REC/PRUSE

PHONES OPEN/CLOSE

MONO/ST PROGRAM SRS WOW

BAND SRS WOW 버튼

SRS WOW 버튼

● 원하는 모드가 선택될 때까지 SRS 버튼을 누르세요.

● 누름에 따라 T.BASS � SRS � SRS WOW � PASS(일반)이

반복 선택됩니다.

● SRS : 3D 입체 음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 T. BASS : 저음의 보강으로 더 웅장한 음을 즐길 수 있습니다.

● SSRRSS WOW : SRS, TruBass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풍부한 베이스와

3D 입체음향을 동시에 즐길수 있습니다.

SRS WOW

● 는 SRS Labs,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WOW 기술은 SRS Labs, Inc. 라이센스하에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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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튜 너 부

●FM 수신부

수신주파수 .............87.5~108MHz

실용감도.............................15dB

신호 잡음비.......................50dB

중간주파방해비.....................60dB

의율 .....................................1%

●AM 수신부

수신주파수 .............522~1611KHz

실용감도.............................60dB

신호 잡음비.......................35dB

중간주파 방해비....................40dB

의율.....................................3%

데 크 부

주파수 특성..............125Hz~6.3KHz

WOW FLUTTER....................0.25%

소거비...................................40dB

녹음 재생 신호 잡음비.............35dB

빨리감기/되감기 시간 ...약140초(C-60)

일 반 사 항

전원.......................교류 220V 60Hz

정격출력............프론트: 3.5W+3.5W

서브우퍼: 10W(4Ϊ)

소비전력.................................28W

크기......495(W)X286(D)X177(H)mm

무게.....................................6.2Kg

모델명 : RCD-Y95

29

조 치 사 항확 인 사 항

고장시확인사항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 디스크를 넣는 방향이 정확합니까?

●기능선택은 제 로 하셨습니까?

● 표시부에 일시정지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디스크에 먼지 및 지문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 디스크에 흠이 있지 않습니까?

● 출력음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 PC를 이용해 확장자가 .mp3인지

확인하세요.

● 디스크를 바르게 넣으세요.

● CD(√») 재생 버튼을 선택 하세요.

● 재생/일시정지(√») 버튼을 한번 더

누르세요. 

● 디스크를 깨끗이 닦으세요.

● 디스크를 바꾸세요.

● 음량을 줄이세요.

●FM 방송이 나오지 않아요. 
●AM청취시 방송이 나오지

않아요.
●AM 청취시‘ 지─’하는

잡음이 나요.

●CD연주가 시작되지

않아요.

●녹음이 안되요.

●표시부에 이상동작이

발생하 어요.

●녹음 또는 재생시 음이

찌그러지거나 잡음이

많이 나요.

●음이 건너 뛰거나 곡이

넘어가요.

●MP3-CD 플레이어가

재생되지 않는다.

증 상

제
품
사
용
시

튜

너

C 
D 
/
M
P 
3 
l
C 
D
플
레
이
어

이
상
동
작

● 도어가 완전히 닫혔습니까? ● 도어를 완전히 닫아 주세요.

● 테이프의 안전편이 떼어져 있지 않

습니까?

● 테이프가 불량은 아닙니까?

● 안전편을 떼어낸 곳을 스카치

테이프로 막으세요.

● 테이프를 교환해 주세요.

● 전원 코드는 정확하게 삽입되었나요?

● 출력은 나오는데 단지 표시기에

이상동작을 하는지요?

● 전원코드를 올바르게 연결하세요.

● 전원 off 상태(STANDBY)에서

P.SURR 버튼을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원래 로 원위치(Reset) 됩니다.

● 헤드가 더럽혀져 있지 않습니까?

● 테이프가 손상되지 않았습니까?

● 테이프의 회전이 무겁지는 않습니까?

● 전기모포나 조명기기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 헤드를 닦아주세요.

● 테이프를 바꾸세요.

● 회전이 무거운 테이프는

사용하지 마세요.

● 전기모포나 조명기기의 전원을

끄거나 멀리 놓아주세요.

●테이프가 돌아가지 않아요.

데

크

● 전원플러그는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 기능선택 버튼으로 듣고자하는

기능을 선택했습니까?

●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연결하세요.

● 제품 뒷면 연결 부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 기능선택 버튼으로 듣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세요.

● 음량이 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음량을 적당히 조절하세요.

● 제품 주변에 있는 전기 기구의

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FM 안테나의 방향과 길이를 조절
하세요.

● 제품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꾸어 보세요.
● 전기기구(TV,비디오 등)의 전원을

꺼주세요. 그때 잡음이 줄어들면 제품을
전기기구로부터 멀리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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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하여
저희삼성전자에서는품목별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지제2000-21호)에따라아래와같이
제품에 한보증을실시합니다. 서비스요청시삼성전자서비스(주) 또는지정된협력사에서서비스를합니다. 
보상여부및내용통보는요구일로부터7일이내에, 피해보상은통보일로부터14일이내에해결하여드립니다.  
부품보유년한은5년입니다.

삼성 카세트 RCD-Y95

카세트의

제품보증기간은1년
부품보유년한은6년

입니다.

무료서비스 ※일반제품을 업용도로전환하여사용할경우의보증기간은1/2로단축적용됩니다.

■소비자피해유형 보증기간이내 보증기간이후

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발생한성능, 기능상의하자로고장발생시

■구입후10일이내에중요이상발생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해당없음

■구입후1개월이내에중요이상발생시 제품교환 해당없음

■제품구입시운송과정및제품설치중 제품교환 해당없음

발생된피해

■교환된제품이1개월이내에중요한 구입가환급 해당없음

수리를요하는고장발생

■교환불가능시 구입가환급 해당없음

■동일하자로3회까지고장발생시 무상수리 유상수리

■동일하자로4회째고장발생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

■서로다른하자로5회째고장발생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유상수리

■소비자가수리의뢰한제품을 제품교환또는 정액감가상각한금액에

사업자가분실한경우 구입가환급 10%를가산하여환급

■부품보유기간이내수리용부품을

보유하고있지않아수리가불가능한경우

■수리용부품은있으나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정액감가상각후환급

소비자의고의, 과실로인한고장인경우

■수리불가능시 유상수리에해당하는 유상수리금액징수후

금액징수후제품교환 감가상각적용제품교환

■수리가능시 유상수리 유상수리

※고장이아닌경우서비스를요청하면요금을받게되므로사용설명서를읽어주세요. 

(수리가불가능한경우별도기준에준함)

※이품질보증서는 한민국에서만적용되며, 해외에서는적용을받으실수없습니다.

고장이아닌경우

2회부터유상1회무상

■제품기능사용설명및분해하지않고처리하는간단한조정시

■외부안테나및유선신호관련서비스요청시

■판매점에서부실하게설치해재설치시

■제품내부에들어간먼지세척및이물제거시

1회부터유상

■제품의이동, 이사등으로인한설치부실시

■구입시고객요구로설치한후재설치시

■소비자설치미숙으로재설치시

■헤드세척및이물투입서비스요청시

■네트워크및타사프로그램사용설명시

소비자과실로고장난경우

■소비자의취급부주의때는함부로수리,  개조하여고장발생시

■전기용량을틀리게사용하여고장발생시

■삼성전자 리점이나서비스센터기사가 아닌사람이

수리하여고장발생시

■삼성전자에서제공하지않은별매품구입사용으로고장발생시

■설치후이동시떨어뜨림등에의한고장, 손상발생시

■삼성전자에서미지정한소모품이나 옵션품사용으로고장발생시

그밖의경우

■천재지변(화재, 염∙수해등)에의한고장발생시

■소모성부품의수명이다한경우(배터리, 토너, 형광등, 헤드,

진동자, 램프류, 필터류, 리본등)

유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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