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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방 Kitchen AV System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설명서는 반드시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읽어 보시기 바라며
잘 보관 하셨다가 필요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 제품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사 고객지원센터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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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SIONStep 1.제품의특징 Step 1.제품의특징

전 원 전원을 켜고 끕니다.A

시 간 시간을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B

메모리 채널을 기억시킬때 사용합니다.C 

프리셋 기억된 채널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D

M 1 선호하는 채널 주파수를 저장한 1번지 입니다.E

M 2 선호하는 채널 주파수를 저장한 2번지 입니다.F

M 3 선호하는 채널 주파수를 저장한 3번지 입니다.G

M 4 선호하는 채널 주파수를 저장한 4번지 입니다.H

문열림 세대현관이나 공동현관의 문을 열 때 사용합니다.I

경 비 경비실에서 호출이 왔을 때 ( 또는 경비실을 호출할 때 ) 사용합니다.J

현 관 세대현관,  공동현관에서 호출이 왔을 때 사용합니다.K

전 화 전화 수신에 사용합니다.L

음량조정 음량을 조정합니다.M

채널조정 채널을 이동합니다.N

마이크 음성을인식합니다.O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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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1

1.전원을 켜려면 /끄려면

1-1. 켜려면: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 전원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들어오며 이전에 마지막으로 설정된 모드가
표시됩니다.

- 전원이 들어 오지 않을 때 LCD는 현재 시간이 표시되며 전원이 들어오면
현재 모드를 표시합니다.

1-2.끄려면:  전원버튼을 다시 누르세요.

- LCD의 표시내용이 시간표시모드로 바뀝니다.

2.시간설정하기
- 시간버튼을 누르면 시간부분이 깜박입니다.

- 시간이 깜박일 때 채널조정버튼(▼,▲)을 누르면 시각이 1씩 조정됩니다.
(AM은 오전이고,  PM은 오후입니다)

- 시간버튼을한번 더 누르면 분으로 이동하여 깜박입니다.  이때 다시
채널조정버튼(▼,▲)을 누르면 시각이 1씩 조정됩니다.

- 시간버튼을 누르면 시간조정모드를 종료합니다.

3.각종음량조정하기

3-1.라디오 음량 조정하기
- 라디오가 나오고 있을때 음량조정버튼을 이용해 음량을 조정합니다.

3-2.전화기 벨 음량 조정하기
-전화기 벨이 울릴 때 음량조정버튼을 이용해 음량을 조정합니다.

3-3.전화통화음량 조정하기
- 전화 통화중에 음량조정버튼을 이용해 음량을 조정합니다.

3-4.방문자 및 경비실 통화시 음량 조정하기
- 방문자나 경비와 통화하는 동안 음량조정버튼을 이용해 음량을 조정합니다.

ARVISIONStep 1.제품의특징 Step 2.제품의기능

LCD설명3

FM 라디오 모드에서의 FM 표시

VOL 현재 볼륨을 표시

AM

PM

전화

PRESET

MEM

CH

MHz

A

B

시간모드에서오전표시

시간모드에서오후표시

현관 세대현관,  공동현관에서호출시깜박임

경비 경비실,  중앙관제실에서호출시깜박임

전화모드 표시

프리셋 기능이 활성화 되어있을때 켜짐

메모리버튼을 눌러 채널을 기억 또는 삭제시킬 때 깜박임

라디오 모드일때 켜짐

현재 주파수 범위 표시

전원이 꺼져 있을때 시간 표시
라디오 모드에서는 주파수 표시가 됩니다.

라디오 모드에서 저장된 주파수의 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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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SIONStep 2.제품의기능 Step 2.제품의기능

라디오 기능2

1.주파수 선택하기
- 채널조정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FM은 0.1Mhz씩 조정됩니다.

- 채널조정버튼을 2초정도 누르고 있으면 방송이 있는 주파수에서
자동선국이 됩니다.

2. 주파수 저장하기
※ FM의 경우 총 20개의 주파수를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2-1.주파수 자동저장하기
-메모리버튼을 2초간 누르면 LCD에「CH」표시가 나타나고 순서대로
주파수가 자동저장됩니다.

2-2.주파수 수동저장하기
- 현재 듣고 있는 주파수에서 메모리버튼을 짧게 누르면「CH」표시가
되며 숫자가 깜박입니다.

- 이때 채널조정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번지를 선택하고 메모리버튼을
누르면 해당번지에 채널이 저장됩니다.

- 단 깜박거리는 상태에서 5초가 지나면 표시된 채널이 저장됩니다.

2-3.저장된 주파수 삭제하기
-삭제를원하는 채널에서 메모리버튼을 짧게 누르면 LCD에「CH」표시가
없어지면서 주파수가 삭제됩니다.

3.저장된 번지 선택하기
- 프리셋 버튼을 눌러 LCD에「PRESET」표시가 되게 한후 채널조정버튼(▼,▲)을
누르면 저장된 채널만선택이됩니다.

•프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 LCD창에「PRESET」이 켜지고 프리셋 기능이
활성화되며,  한번 더 누르면「PRESET」은 꺼지고,  프리셋 기능도 해제됩니다.

•프리셋 기능이 꺼져있는 상태에는 주파수가 하나씩 조정되며
프리셋 기능이 켜져있는 상태에서는 기억된 채널이 차례로 조정됩니다. 

꼭! 알 아 세두 요.

홈 오토메이션 연동기능 ※홈오토메이션연동시에만사용가능한기능입니다.3

1.세대현관에서 호출
- 방문자가 세대현관에서 호출하면 벨소리와 함께 현관아이콘이 깜박이며
이때 현관버튼을 누르면 방문자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현관 문열림 기능은그기능을 지원하는 세대기일 경우에만 사용가능합니다.

2.공동현관에서 호출
- 방문자가 공동현관에서 호출하면 멜소리와 함께 현관아이콘이 깜박이며
이때 현관버튼을 누르면 방문자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 공동현관과 통화중에 문열림버튼을 누르면 공동현관문이 열립니다.

3.경비실에서 호출
- 경비실 또는 중앙관제실에서 호출시 멜로디와 함께 경비아이콘이 깜박입니다. 

- 이때 경비버튼을 누르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4.경비실 호출
※경비 호출 기능이 있는 세대기와 연동시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경비실을 호출하려 할 때에는 경비버튼을 누릅니다.  신호음과 함께 경비 아이콘이
깜박입니다.

- 경비실에서 응답하면 경비 아이콘이 켜지며 통화가 가능합니다.

- 통화가 끝나면 경비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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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SIONStep 2.제품의기능 Step 3.사용시주의사항

■직사광선에 노출된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반드시 화기나 수증기가 직접 나오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해 주세요.

■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코드부분을 잡아 당겨 빼거나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코드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망가지지 않도록
하세요.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전자렌지,  믹서기 등 전자파가 발생하는 제품을 주방라디오폰과 가까이
두지 마세요.

■강한 자력이 발생하는 물체를 본체에 접근시키지 마세요.

■본체에 직접 물을 뿌리지 마세요.

-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체에 벤젠 등의 강한 휘발성 물질로 닦지마세요.

-  고유의 색상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묻었거나 더러워졌을 때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본체에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세요.

■FM Antenna에반드시 제공하는Antenna Cable을사용하시고설치후
제거하지마세요. 

전화기능4

1.전화를 받을 때
- 전화가 오면 벨이 울리며 LCD에 전화모드 표시가 뜹니다.

- 전화버튼을 누르면스피커폰방식으로상대방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 통화가 끝나면 전화버튼을 눌러 전화를 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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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VISIONStep 4. 고장이라생각하시기전에... Step 5.제품보증서및고객상담

■전원이 들어오지 않을 때
◉코드가 콘센트에 잘 연결되었는지,  코드선과 본체가 잘 연결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 코드와 콘센트,  코드선과 본체를 잘 연결합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음량이 최소로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음량을 알맞게 조정합니다.

■라디오가 나오지 않을 때
◉음량이 최소로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음량을 알맞게 조정합니다.

◉본체 뒷면의 안테나가 묶여있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안테나를 풀어서 곧게 펴 줍니다.

- 지역에 따라(난청지역인경우)  라디오 방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영미디어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반드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어 충분
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1. 제품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해 드립니다. 

2. 다음의 고장발생 경우에는 수리비를 실비로 받습니다. 

•고객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 발생시
•천재지변(화재,  지진,  수해,  낙뢰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
•사용전원의 이상으로 인한 고장발생시
•접속기기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발생시
•동영미디어 서비스 기사 또는 서비스 지정점의 수리 기사가 아닌 자가 제품을
수리 또는 개조하여 발생한 고장시

3. 본 제품의 수리용 부품보유기간은 제품 단종일로부터 5년입니다. 

■고객상담전화 : 080-011-1121

제 품 명

제 조 번 호

고 객
성 명

주 소

대리점
성 명

주 소

제  품  보  증  서

본제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은「재정경제원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릅니다. 

보 증 기 간 구입일 (           년 월 일)로부터 년(개월)

전화번호

전화번호

■제품사양

규         격

전기적특성

음 성 출 력

NETWORK

항    목

스피커출력

INTERFACE

CONNECTOR

2.5W

본체

사용전원

320×225×35mm

AC 110 ~ 220V, 60Hz

소비전력 5W

분    류 DM-200P 비  고

PSTN

RJ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