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및 공장 : 서울특별시 등포구 도림2동 251-5 연안빌딩 2층

TEL : (02) 836-1800 (代)

FAX : (02) 836-6163

제조원

A/S 및제품문의 (代)02-836-1800
본제품은성능및품질개선을위하여예고없이변경될수있습니다.

본 제품은 사용전원 AC220V를 사용 하는 제품으로서, 날카로운 금속을
제품내부에넣을경우감전사고가발생할수있으니, 주의를바랍니다.

물에 젖은 행주 등 물기가 있는 상태로, 제품 외관 청소 시 감전 사고가
발생할수있으니, 주의를바랍니다.

MODEL : DAV-200

※ 본 제품을 안전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전에 안전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 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용설명서가 항상 이용될 수 있도록 보관하시고, 다음 사용자
에게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용TV 비디오폰라디오

한번고객은평생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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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방송을 간편하게 자동으로 선택하여 수신할 수 있으며, FM 방송을 10개 까지기억
시켜사용할수있습니다.

TV시청은물론공동현관또는세대현관과 상통화가가능합니다.

스피커폰기능이내장되어있어주방일을하면서편리하게통화를할수있습니다.

외부에서 인터폰 호출이 온 경우 통화 버튼을 누르면 현관에 있는 방문자의 모습을 확인하면
서통화를할수있습니다.

라디오기능

T V 기 능

전 화 기 능

인터폰 기능

사용자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신 후
주의사항에따라주십시오.

본제품의외관청소시물이나신나및기름류를
닦는세제사용을하지마십시오.
고장, 감전의원인이되므로마른헝겊으로닦아주세요

전원플러그를동시에꽂아사용하지마십시오.
과전류로인한화재가발생할수있습니다.

전원코드를손상시키거나, 가공하거나,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무거운 물건에 눌려 부서
지지않도록하여주십시오.
전원코드가손상되어화재, 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전원 코드 부분의 전기선 부분을 잡아 당겨
빼지마세요.
코드부분이파손될경우화재및감전의원인이됩니다.

젖은손으로전원플러그를꽂거나빼지마십시오.
감전될수있습니다.

절대로 분해, 수리 개조 하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가제품을가지고놀거나조작및작동을
하지않도록주의하여주십시오.
이상작동으로인하여화재, 감전상해의위험이있습
니다.

경고

제품에 먼지나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하고,
제품뒷면에뾰족한금속류를넣지마십시오.
감전이나제품고장의원인이됩니다.
어린이에게반드시주지를시켜주십시오.

전원콘센트의구멍이헐거울때는전원플러그를
꽂지마십시오.
감전이나화재의원인이됩니다.

이상한냄새나소리가날때는즉시전원플러
그를뽑고서비스센터에연락하여주십시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주십시오.

본제품은전원차단기가내려진경우나, 
정전시에는작동하지않습니다.

주의

주의사항은“경고”와“주의”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으며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표시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상해나
제품손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는경우.

표시내용

주방용 TV 
비디오폰 라디오

반드시지켜야할것을나타냅니다.

금지를나타냅니다.

분해금지를나타냅니다.

접촉금지를나타냅니다.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반드시 뽑을
것을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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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칭과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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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MIC : 통화시 이곳을 향하여 말 해 주세요.

② 통화 버튼 : 호출에 대한 응대시 또는 통화를 하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③ 문열림 버튼 : 공동현관 또는 세대현관의 문을 열 때 이용합니다. (option)

④ 모니터 버튼 : 세대현관 모니터링 시 이용합니다. (option)

⑤ 경비 버튼 : 경비실과 통화를 할 때 이용합니다. (option)

⑥ TV 버튼 : TV방송을 청취 할 때 이용합니다.

⑦ FM 버튼 : FM방송을 청취 할 때 이용합니다.

⑧ 표시창 : 현재의 상태를 표시해 주는 창입니다.

⑨ CH DOWN 버튼 : 채널을 한단계씩 변경할 때 이용합니다.

⑩ CH UP 버튼 : 채널을 한단계씩 변경할 때 이용합니다.

⑪ VOL DOWN 버튼 : 음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⑫ VOL UP 버튼 : 음량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⑬ Set 버튼 : 시간 / 알람 / TV MODE 조정할 때 사용합니다.

⑭ 비상 버튼 : 비상 상태 발생시 이용합니다.

⑮ 리모콘 : 리모콘 수신 창

1.  TV 선택방법
TV를 시청하시려면 TV 버튼을누르신후, 방송을선택하십시오.

- TV 시청중 TV를끄시려면, TV 버튼을누르십시오.

라디오청취중 TV를시청하시려면 TV 버튼을누르십시오.

TV 시청시 : 공청안테나가설치됐다면 TV(일반)으로시청하십시오.

- 표시창에“A 09”처럼표시됩니다.

유선케이블이설치됐다면 TV(유선)으로시청하십시오.

- 표시창에“C 09”처럼표시됩니다.

TV 일반 / 유선 선택방법

- SET 버튼을 3번 누르세요. 표시창에 Air 또는 CA이표시됩니다.

- CH ▲▼버튼을이용하여 Air(일반) 또는 CA(유선)을 선택해주세요

2.  라디오선택방법
라디오를청취하시려면라디오버튼을누르신후, 방송을선택하십시오.

- 라디오청취중라디오를끄시려면, 라디오버튼을누르십시오.

TV 시청중라디오를청취하시려면, 라디오버튼을누르십시오.

3.  전화통화방법
전화받는방법 : 전화벨이울리면통화버튼을눌러통화를합니다.

전화거는방법 : 통화 버튼을 누른 뒤 리모콘 숫자 버튼을 사용하여 통화할 전화번호를

누른뒤통화를합니다.

- 통화가끝나면반드시통화버튼을눌러통화를종료하여야합니다.

4.  VOL ▲ ▼( 음량조절)방법
VOL ▲ ▼조절버튼을사용하여청취하시기편리한음량으로조절합니다.

-  TV / 라디오수신시음량조절기능과, 전화통화시음량기능이구분되어

있으니, 각각 설정하시어사용하시면됩니다.

시간 / 알람 기능시간/분 조정시 사용합니다.

5.  CH  ▲ ▼조절기능
TV / 라디오기능사용시시청또는청취하고자하는방송국선국시사용합니다.

시간 / 알람 기능시간/분 선택시 사용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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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간조정방법
대기상태에서 SET버튼을 1번 누릅니다.

- 분 표시부분이깜빡거립니다.

CH ▲ ▼버튼을이용하여시간/분을선택합니다..

- 시간/분 표시부분이깜빡거립니다.

VOL ▲ ▼버튼을이용하여시간/분을맞춥니다.

10초 동안 Key 입력이없으면자동종료됩니다.

7. 알람사용방법

1) 알람 시간 조정 방법
대기상태에서 SET버튼을 2번누릅니다.

- 시계아이콘과분표시부분이깜빡거립니다.

CH ▲ ▼버튼을이용하여시간/분을선택합니다.

- 시간/분 표시부분이깜빡거립니다.

VOL ▲ ▼버튼을이용하여분을맞춥니다.

SET 버튼을누릅니다.

LCD 표시부에알람표시(시계아이콘)가 나타납니다.

10초동안 Key 입력이없으면자동종료됩니다. 

2. 알람 해제 방법
알람설정모드에서 SET 버튼을 2초이상누릅니다.

- 알람모드에서빠져나오면서알람이해제됩니다.

3. 알람음 해제 방법
알람음이나올때, DAV-200제품의버튼중하나를누르면알람음이정지됩니다.

8. 비상스위치사용방법

1. 비상 호출방법
비상 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비상 신호가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본제품에

강력한비상경고음이발생하여주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

2. 비상 해제 방법
비상경고음발생시비상버튼을누르면경고음이즉시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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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홈오토메이션연동기능(option)

1) 모니터 기능

현관확인기능
모니터버튼을누릅니다.

-  TV 모니터에세대현관화상이나타납니다.

-  세대 현관 밖을 현관문을 열지 않고 DAV-200제품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1분이 지나면자동종료됩니다.

세대현관과통화를하려면통화버튼을누른뒤통화를하십시오.

모니터기능종료방법
모니터기능만동작중에는모니터버튼을누릅니다.

통화할경우는통화버튼을누릅니다. 

2. 문열림 기능
공동현관과통화중에문열림버튼을누르면공동현관문이자동으로열립니다.

(공동현관과통화를하지않을경우는문열림버튼을눌러도공동현관문이열리지않습니다.)

3. 통화 기능
세대 현관 / 공동 현관 / 경비실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통화 버튼을 누르면, 호출자와

통화를할수있습니다.

- 통화시간은 3분입니다. 

통화를종료하려면통화버튼을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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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디오 선택 방법
라디오버튼을누르면라디오기능이동작합니다.

2. VOL ▲ ▼ ( 음량 조절 )방법
VOL ▲ 버튼을누르면음량이커집니다.

VOL ▼ 버튼을누르면음량이작아집니다.

청취하시기편리한음량으로조절하여사용하십시오.

- TV / 라디오 수신시 음량 조절 기능과, 전화 통화시 음량 기능이 구분 되어 있으니,

각각설정하시어사용하시면됩니다.

3. 방송 선택 방법
CH ▲ ▼버튼을사용합니다.

CH ▲ ▼버튼을원하는방송이나올때까지딸깍딸깍누릅니다.

CH ▲ ▼버튼을 1초 이상누르고있으면, 방송이자동으로선국이됩니다.

4. 방송 기억 방법
원하는방송이선택되면, 리모콘MEMORY버튼을누르면청취하고있는방송이깜박거립니다

원하는번호버튼 0 ~ 9 중 원하는숫자를누릅니다. 해당번호에저장이됩니다.

5. 기억된 방송 선택 방법

리모콘버튼 0 ~ 9 중 원하는방송이저장된버튼을누릅니다.

1. TV 선택 방법
TV 버튼을누르면 TV 기능이동작합니다.

2. 화면 조정 방법
SET 버튼누릅니다

- 문자 LCD화면에 br(BRIGHTNESS) 표시됩니다.

- VOL ▲ ▼ 버튼을사용하여, (0~31) 원하시는화면의밝기를조정합니다.

- CH ▲ ▼버튼을한번누릅니다, 문자 LCD화면에 cn (CONTRAST) 표시됩니다.

- VOL ▲ ▼ 버튼을사용하여, (0~31) 원하시는화면의밝기대비를조정합니다.

- CH ▲ ▼버튼을한번누릅니다, 문자 LCD화면에 cl(COLOR) 표시됩니다. .

- VOL ▲ ▼ 버튼을사용하여, (0~31) 원하시는화면의색상을조정합니다.

SET 버튼을누르면종료됩니다.. 

3. 방송 선택 방법
리모콘또는 DAV-200 제품의 CH ▲ ▼버튼을사용하여방송을선택합니다.

4. 채널 선택 방법

리모콘숫자버튼 0 ~ 9 을 사용하여직접원하는방송채널을선택합니다.

5. AUTO  TUNING 방법(자동으로방송이있는채널을기억시키는기능입니다.)

리모콘의 AMEMORY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일반(AIR)방송일 경우 2~69번, 유선

(CABLE) 방송일 경우 1~125번 까지의 채널을 스캔하여 방송이 있는 채널을 기억시킵

니다. 

저장된채널이있는경우에 CH ▲ ▼버튼을누르면저장된방송채널로이동합니다.

6. 채널 기억 방법

리모콘의MEMORY버튼을누르면방송채널이기억되면서깜박거립니다. 

7. 채널 삭제 방법

리모콘의 MEMORY버튼을 2초 이상 누르면 방송 채널이 삭제 되면서 다음 채널로

이동합니다.



리모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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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기기능

인터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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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가끝나면, 반드시통화버튼을눌러통화를종료하십시오.

통화버튼을누른뒤, 1분 이내에숫자버튼을누르지않으면전화기능이자동종료됩니다.

전화통화시간이 30분을경과하면전화기능이자동종료됩니다.

- 전화 통화후, 통화 종료를위하여통화버튼을안누를경우를대비한기능입니다.

본 제품은수화기가없는스피커폰기능만있습니다.

음량을 너무 크게 조정을 하면, 통화시 울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정한 음량이 되도록

조절하여사용하십시오.

1. 전화 받는 방법

전화가오면, 전화 MELODY와 함께 LCD에전화표시가켜집니다.

주방에서전화를받으려면DAV-200 제품의통화버튼을누른뒤통화를하시면됩니다.

2. 전화 거는 방법

통화버튼을누릅니다.

-  LCD에 전화표시가켜지고, 전화 통화대기음“뚜~~”가나옵니다.

리모콘의숫자버튼을이용하여전화번호를누릅니다.

1. 받는 방법 ( 세대 현관, 공동 현관, 경비실 )

세대 현관 / 공동 현관에서 인터폰 호출이 오면 TFT LCD에 방문자 상이 나타나며,

MELODY와 함께 LCD에새대아이콘또는공동현관아이콘표시가켜집니다.

- 경비실에서호출이오면, MELODY와 함께 LCD에경비아이콘이표시가켜집니다.

통화버튼을눌러통화를합니다.

- 공동 현관방문자와통화시문열림버튼을누르면, 공동 현관문이열립니다.

통화가끝나면, 통화버튼을눌러통화를종료합니다.

1. SCREEN
DAV-200 제품의 상사이즈를조정합니다.

- TFT LCD의 화면이있을때조정이됩니다.  

2. MUTE
TV 또는라디오청취중스피커출력을일시차단할때사용합니다.

MUTE기능을해제하려면MUTE 버튼을누르거나, 

VOL ▲ ▼버튼을누릅니다.

3. FM
라디오기능을켜거나끌때사용합니다.

4. TALK
전화송신및수신시사용합니다.

세대 현관 / 공동 현관 / 경비실에서 호출이 있을 경우 통화 버튼을 누르면, 호출자와

통화를할수있습니다.

5. TV
TV를 켜거나끌때사용합니다.

6. SET
TFT LCD 가 켜져있을때밝기, 색상, 명암등을조정할때사용합니다.

평상시에는시간, 알람, TV MODE 설정시사용합니다.

7. VOL ▲ ▼
VOL 조절버튼을사용하여청취하시기편리한음량으로조절합니다.

- TV / 라디오 수신시 음량 조절 기능과, 전화 통화시 음량 기능이 구분 되어 있으니,

각각설정하시어사용하시면됩니다.

시간 / 알람 / TV MODE 조정시사용합니다.

8. CH  ◀ ▶
TV / 라디오기능사용시시청또는청취하고자하는방송국선국시사용합니다.

시간 / 알람 / TV MODE 조정시사용합니다.



제품규격

고장시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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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기능

제품규격

12

9. 0 ~ 9,  *  #
전화를걸때전화번호다이얼기능입니다.

라디오 청취시즐겨들으시는방송을 10개까지기억시켜, 필요시 원하는방송이기억된

번호(0~9)를 눌러간편하게청취를할수있습니다.

라디오 청취시 MEMORY버튼을 누르면 청취채널이 깜빡 거립니다. 이 때 원하는(0~9)

버튼을누르면채널이저장이됩니다. 

TV 시청중에는 TV 방송을번호버튼을사용하여직접선택할수있습니다.

TV 시청 중에 AMEMORY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방송이 있는 채널을 자동으로 저장

하는기능입니다

- 2채널부터 125채널까지자동으로방송이있는채널을기억시키는기능입니다.

10. MONITOR
세대현관밖을현관문을열지않고 DAV-200제품에서

편리하게확인할수있는기능입니다.

11. OPEN
공동현관과통화중에문열림버튼을누르면문이자동으로열립니다.

기능

수신 주파수 범위

FM 라디오 방법

스피커

스피커 출력

사용 전원

정격 소비전력

규격

FM 디지털 라디오 / 디지털 시계 / 알람 / 타이머 / 전화 / 인터폰

FM 87.5Mhz ~ 108Mhz

PLL SYNTHESIZER DIGITAL CONTROL TUNER

4W ( 8 Ohm ) x 2 EA

6W ( 3W x 2 )

AC 110 ~ 220V FREE VOLT 60hz

8W MAX

300 ( W ) x 48 ( H ) x 260 ( D )

DAV-200 본체

소비전력

화면(MONITOR)

방송 수신채널

수신방법

안테나 입력

TV 수신감도

9W MAX

7 INCH  TFT COLOR LCD

VHF     :   2  ~  13 채널

UHF     :  14  ~  69 채널

유선방송 :  1  ~  125 채널

NTSC

VHF / UHF  :  75 Ohm  불평형

70 dB 이상

TV 수신기

증상 확인사항 조치방법

전원코드가콘센트에정상으로삽입되

어있습니까?

음량이최소로조정되어있지않습니까?

LCD에VOL표시가깜빡거립니까?

LCD에전화표시가켜져 있습니까?

안테나가 올바른 방향으로 설치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방송 주파수로 설정 되어 있습

니까?

전화선이올바르게연결되어있습니까?

전화 기능 통화 버튼이 바르게 눌러

졌습니까?

TV 안테나가정확히삽입

되었습니까?

MENU 설정이 NTSC로 설정 되어

있습니까?

전원코드를콘센트에올바로삽입합니다.

음량을재조절하십시오.

VOL 버튼을눌러MUTE를

해제하십시오.

통화 버튼을 다시 눌러 통화를 해제

하십시오.

안테나 방향을조정하여방송이가장잘

나오는방향으로조정하십시오.

정확한방송주파수로설정하십시오.

전화선을바르게연결합니다.

전화기능통화버튼을다시누릅니다.

안테나를올바로삽입합니다.

MENU설정을다시합니다.

NTSC-AIR 또는 NTSC-CATV로 설정

합니다.

전원이들어오지않을때

소리가나오지않을때

라디오방송이잘
나오지않을때

스피커폰이되지않을때

TV화면이나오지않을때



품질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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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보상기준

14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중요

부품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품교환

보증기간 이내

보상내역
소비자 피해 유형

보증기간 이후

제품교환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유상수리에해당

하는금액징수후

제품교환

소비자의고의, 과실로인한고장으로부품보유기간

이내에수리용부품부족으로수리가불가능한경우

자연발생이아닌성능, 기능상의고장으로품질보증

조건에맞지않는경우

무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유상수리

-

유상수리

정율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고장발생시

동일하자에 대하여 4회

이상 고장발생시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

부족으로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사용방법의 설명과 다른 동작이나, 제품의 세척으로 인한 제품의 고장은 피해자보상 대상의 고장이 아닙니다.

정상적인사용상태

에서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고장

- 뒷면에 있는 제품 보증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구입처로부터 기재 받도록 하여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제품보상에불이익을받으실수도있습니다.

- 별도의보증서사본을작성하신후대리점이나시공기사에게주셔서본사로접수될수있도록하여주십시오.

품 질 보 증 서품 질 보 증 서

대양D&T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 부터
산정되므로 반드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증내용

1. 제품 구입하신 날로부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신 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할경우에는무상으로수리해드립니다.

2. 다음의고장발생경우에는수리비를실비로받습니다.

고객의취급부주의로인한고장발생시

천재지변(화재, 지진, 수해, 낙뢰등)으로인한고장발생시

사용전원의이상으로인한고장발생시

접속기기의불량으로인한고장발생시

대양서비스기사또는, 서비스지정점의수리기사가아닌자가제품을수리또는, 개조하여고장발생시

3. 본제품의수리용부품보유기간은5년입니다. (수리용부품보유기간은제품단종일로부터

산정됩니다.)

■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
본제품의소비자피해에대한보상은『재정경제원고시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따릅니다.

■ 고객 상담실 전화번호 : ☎ 02-836-1800

서울시 등포구도림동251-5 연안빌딩

제 품 명 DAV-200
제 조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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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객

대리점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