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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IA' Theatre Sync에서 HDMI CONTROL 기능
사용하기
'BRAVIA' Theatre Sync를 사용하려면 HDMI CONTROL 기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십시오.
HDMI 코드(별매품)를 사용하여 HDMI CONTROL 기능과 호환되는 Sony 컴포넌트를 연결하
면 다음과 같이 조작이 간편해집니다:
- One-Touch Play: 기기 또는 리모컨에서 H를 누르기만 하면 TV가 켜지고 DVD 입력 모드로 자동 설정
됩니다.
- System Audio Control: TV를 시청하는 동안 TV 또는 본 시스템의 스피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사운
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System Power Off: TV 리모컨의 POWER 버튼을 사용하여 TV를 끄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HDMI CONTROL은 HDMI(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용 HDMI CEC
(Consumer Electronics Control)에서 사용되는 상호 제어 기능 표준입니다.
HDMI CONTROL 기능은 다음의 경우 작동되지 않습니다:
- 본 시스템을 Sony의 HDMI CONTROL 기능과 호환되지 않는 컴포넌트에 연결한 경우.
- 컴포넌트에 HDMI 단자가 없는 경우.

'BRAVIA' Theatre Sync 기능이 있는 제품에 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HDMI CONTROL 기능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리모컨에서 THEATRE SYNC 버튼을 누르지 마십시오. 자
세한 내용은 시스템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연결된 컴포넌트에 따라 HDMI CONTROL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제공된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HDMI 코드(별매품)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HDMI CONTROL]을 [ON]으로 설정하면 SCART(EURO
AV) 코드로 연결하더라도 TV 입력 모드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HDMI CONTROL]을 [OFF]로 전
환하십시오(유럽 모델 전용).

HDMI CONTROL 기능 준비하기
HDMI CONTROL 기능을 사용하려면 TV(HDMI CONTROL을 지원하는)에 HDMI 코드
(별매품)를 사용하여 본 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본 시스템과 TV를 켜고 시스템의 신호가 TV
화면에 나타나도록 TV의 입력 셀렉터를 전환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 각각의 HDMI CONTROL
기능을 켬으로 설정하십시오.
다음은 본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TV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V에 제공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표시되는 항목은 국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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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를 누릅니다.

시스템 전원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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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이 정지 모드일 때

DISPLAY를 누릅니다.

컨트롤 메뉴 표시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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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를 눌러

[SETUP]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SETUP]의 옵션이 나타납니다.
12(27)
18(34)
T
0:00:02

DVD VIDEO

QUICK
QUICK
CUSTOM
RESET
B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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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를 눌러 [CUSTOM]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LANGUAGE SETUP
OSD:
MENU:
AUDIO:
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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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NGLISH
ORIGINAL
AUDIO FOLLOW

X/x를 눌러 [CUSTOM SETUP]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설정 항목이 선택됩니다.
CUSTOM SETUP
HDMI CONTROL:
PAUSE MODE:
TRACK SELECTION:
MULTI-DISC RESUME:
AUDIO DRC:
AUDIO (HDMI):

6
7

OFF
AUTO
OFF
ON
OFF
OFF

X/x를 눌러 [HDMI CONTROL]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X/x를 눌러 설정을 선택합니다.

밑줄 쳐진 항목은 공장 출하 시의 설정입니다.
• [OFF]: [HDMI CONTROL] 기능을 끔으로 설정합니다.
• [ON]: [HDMI CONTROL] 기능을 켬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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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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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DVD 시청하기
(One-Touch Play)
본 기기 또는 리모컨에서 H를 누릅니다.

시스템에서 재생이 시작되면 TV가 동시에 켜지고 TV 입력이 DVD 입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TV 입력이 DVD 입력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트레이에 DVD 디스크 넣은 다음 A를 누르는 경우.
- 리모컨에서 DISC SKIP을 누르거나 기기에서 DISC 1-5를 눌러 디스크를 로드하는 경우(디스크 체인저 모
델 전용).

• CD/DATA-CD가 기기에 로드되면 One-Touch Play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 모드로 들
어간 시스템에 디스크를 삽입하면 디스크에 관계없이 TV가 켜집니다.
• "DMPORT" 기능(모델에 따라 "DMPORT1" 또는 "DMPORT2"가 표시됨)을 사용하는 경우 One-Touch
Play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TV에 따라 디스크 내용의 시작 부분이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One-Touch Play는 System Audio Control과 동시에 작동됩니다.

본 시스템의 스피커로 TV 사운드 즐기기
(System Audio Control)
본 시스템에서 손쉽게 TV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TV"(모델에 따라 "TV/VIDEO"가 표시됨)로 설정된 상태에서 TV를 시청하면 TV
사운드가 본 시스템의 스피커로 출력됩니다. TV 메뉴에서 이것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TV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 시스템을 켜기 전에 TV를 켠 경우 TV 사운드가 잠시 동안 출력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을 켰을 때 이 기능이 "DVD"로 설정되어 있으면 One-Touch Play가 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기능을
"TV"(모델에 따라 "TV/VIDEO"가 표시됨)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 PAP(picture and picture) 모드에서 TV 및 DVD를 시청하는 동안 TV 프로그램(현재 화면이 강조 표시
됨)을 선택하거나 TV 모드로 돌아가면 DVD 재생이 중지됩니다.
• TV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시스템에서 [AUDIO (HDMI)]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4KR

시스템(DIGITAL IN(COAXIAL 또는 OPTICAL) 단자만 있는 모델)에서 STB(셋톱 박스)
디지털 사운드나 디지털 위성 튜너 사운드를 출력하려면
다음과 같은 연결 및 설정을 수행하여 본 시스템의 스피커에서 STB 또는 디지털 위성 튜너의 디
지털 사운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HDMI 코드(별매품)를 사용하여 HDMI IN 단자가 있는 TV
에 연결합니다(가장 작은 번호에 연결해야 함). 다음 그림은 HDMI 입력 이름에 대한 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연결하면 본 시스템의 스피커로 멀티 채널 브로드캐스트 오디오(Multi Channel
Broadcasted Audio)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신호
사운드 신호
TV

HDMI 1에 연결(HDMI
코드)

HDMI 2에 연결(HDMI
코드)

DAV

STB

디지털 사운드(동축/광학 코드)
[STB SYNCHRO]를 [ON]으로 설정합니다.

1
2
3
4
5
6
7

"/1를 누릅니다.
시스템이 정지 모드일 때
X/x를 눌러

DISPLAY를 누릅니다.

[SETUP]을 선택한 다음,

X/x를 눌러 [CUSTOM]을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X/x를 눌러 [CUSTOM SETUP]을 선택한 다음,
X/x를 눌러 [STB SYNCHRO]를 선택한 다음,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X/x를 눌러 설정을 선택합니다.

밑줄 쳐진 항목은 공장 출하 시의 설정입니다.
• [OFF]: [STB SYNCHRO] 기능을 끔으로 설정합니다.
• [ON]: [STB SYNCHRO] 기능을 켬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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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설정이 반영됩니다. STB 또는 디지털 위성 튜너에 연결된 TV의 HDMI 입력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SAT/CABLE 단자의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하고 STB 또는 디지털 위성 튜너의 사
운드를 시스템의 스피커로 출력합니다.

• HDMI CONTROL에 부합되지 않는 STB 또는 디지털 위성 튜너에서 이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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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B SYNCHRO] 기능을 설정하려면 먼저 [HDMI CONTROL]을 [ON]으로 설정합니다(2페이지 참조).
• TV에 따라 STB 또는 디지털 위성 튜너가 TV의 HDMI 1 단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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