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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내사항
본 사용자 매뉴얼의 저작권은 HD b&T INC. 에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본 설명서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복제함을 금합니다.

보증
HD b&T INC.제품은 제품 공급 후 1년간 하자에 대하여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동안 제품하자
대하여 제품의 무상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실시합니다. 사용자의 취급부주의, 제품변형, 잘못
사용, 규격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보증의 책임이 없습니다.
본 제품에 대한 문의 사항은 HD b&T INC. 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 11 당산 SK V1 CENTER E동 709호
TEL. 02-6052-0005~7 FAX. 02-6052-0008
E-mail : kym731112@hanmail.net Web Site : www.hdbnt.co.kr
Copyright ⓒ HD b&T INC. All rights reserved. This publication supersedes all previous releases. Printed in Korea.

제품 사용 전 다음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본 제품은 표준규격에 따라 설계 및 테스트
하였습니다.

안전 사항
제품 사용 전 다음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본 제품은 표준규격에 따라 설계 및 테스
하였습니다.

안전 기호
이 경고표시는 위험 전압을 나타내는 것으로 신체에 전기적 쇼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전압이 생성됩니다.

DANGER

DANGER 기호는 위험을 나타냅니다. 취급에 주의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DANGER 기호를 무시하고 취급 하지 마십시오.

WARNING

WARNING는 기호는 경고를 나타냅니다. 취급에 부주의하거나
함부로 다룰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WARNING 기호를 무시하고
취급 하지 마십시오.

CAUTION

CAUTION 기호는 주의를 나타냅니다. 조작 중, 시운전 중에 주
의를 하십시오. 취급에 부주의 하면 제품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CAUTION 기호 이상으로 취급 하지 마십시오..

작동 전 주의사항
1. 제품에 표기 된 전압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원을 켜십시오.
※ 안전을 위하여 Earth Ground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2. 표시 된 정격 Fuse를 사용하십시오.
3. 제품의 A/S, 조정, 유지보수 및 수리는 자격을 가진 요원이
해야 합니다.

SERVICE
기술적 요구사항과 Compact size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Surface-Mount 기술(SMT)과 프로그램 된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시 A/S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AM/FM Digital Tuner
(BTA-FM)

2. 장비 개요 및 특성
BTA-FM은 Digital Tuner로 AM/FM 수신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수신 주파수 및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형광표시기(Vacuum Fluorescent Display)를 적용하였습니다.
AM/FM 최대 24개의 방송 주파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Analog 및 AES/EBU 출력이 있으며, 출력 Audio Level은 Left / Right 개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장비 기능
◆ BTA-FM Front Panel

 표시창
▶ 시스템 동작 정보를 표시하는 창.
 기능 스위치
▶ AM/FM : AM 과 FM을 선택할 때 사용. (FM – FM2 - AM 순서로 동작)

▶ MEMORY : 원하는 방송 주파수를 기억시킬 때 사용.
(FM1 8국, FM2 8국, AM 8국까지 기억시킬 수 있습니다.)
1) 자동 또는 수동 선국으로 기억시킬 방송국을 찾습니다.
- FM 107.70MHz 방송을 기억시킬 경우

2) MEMORY 스위치를 누릅니다. (우측 상단에 적색 등이 깜박입니다.)

3) PRESET 숫자 스위치를 이용하여 원하는 숫자에 기억시킵니다. (Preset 3번에 기억 예시)

 기능 스위치
▶ UP/DOWN : 방송국 주파수를 감소 또는 증가 시킬 때 사용.
1초 이상 누르면 자동검색으로 동작.

- 자동으로 방송을 찾으면 TUNED가 켜집니다.
- 자동 선국 중에는 전파가 약한 방송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MONO/ST : FM방송 모드에서 Mono / Stereo를 선택할 때 사용.

- FM 스테레오 방송의 수신 상태가 좋지 않으면 MONO/ST 스위치를 이용하여
MONO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하세요.
- 이 버튼을 누를 때 마다 FM모드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스테레오 모드 : “음계모양아이콘 삽입” 표시기 켜짐 --> 모노 모드: ’’표시기” 꺼짐
- ST일 경우 방송 수신 감도가 약해지면 자동으로 모노로 전환 됩니다.
▶ MUTE : 방송 출력을 On/Off 할 때 사용.

▶ PRESET : FM1 8국, FM2 8국, AM 8국 까지 기억 및
불러 오기 가능.

 Audio LEVEL Volume

▶ LEFT / RIGHT : Analog 및 AES/EBU 출력 Audio Level을
Left / Right 각각 조정.

◆ BTA-FM Front Panel

 안테나 단자
▶ AM/PM 안테나 단자 : 방송 수신에 사용할 안테나 연결 단자.

 Audio 출력 포트 및 REF 포트
▶ ANALOG : Analog Audio 출력 포트.

▶ Digital / REF : AES/EBU Audio 출력 및 Ref 입력 포트.

 전원 단자
▶ AC IN : 해당 장비 주/예비 전원 입력 단자.
(AC 85~264V / 50/60Hz / 2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