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 안전 지침

경고 : 전기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커버(혹은 뒤)를 제거하지 

마시오. 내부에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이 표시는 제품 내에 절연 처리가 안된 사용자를 감전시킬 수 있는 

위험 전압을 경고합니다.

이 표시는 중요한 작동과 수리(서비스)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라는 

경고 표시입니다.

경고

전기 감전 위험 / 열지 마시오

1. 본 안전 지침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2. 본 매뉴얼을 잘 보관해 두세요.

3. 모든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4.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 하십시오.

5. 물가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6. 마른 헝겊으로 제품을 닦으세요.

7. 통풍 구멍을 막지 마세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제품을 설치하세요.

8. 발열체 가까이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시오.

9. 방열기, 통풍 조절 장치, 가스레인지 같은 다른 발열 기기와 멀리 떨어지게 설치해주세요.

10. 전원 코드는 함부로 돌아다니거나 다른 물체에 끼여있지 않게 주의 해야 합니다. 플러그, 편의 소켓 이외에도 제품에서 

      분리시키는 포인트에 있는 코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세요.

11. 제조사가 지정한 부가 장치/ 액세서리만 사용하세요.

12. 제조사가 지정했거나, 제품과 함께 판매 된 카트나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또는 테이블등을 사용하세요. 

      카트 위에 제품을 올려 놓고 움직일 때에는, 제품이 뒤집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3. 약한 폭풍이 올 때나,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14. 서비스(점검, 수리 등)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전원 코드가 손상되거나, 제품에 물을 쏟았을 때, 혹은 

      제품 위로 다른 물체가 떨어졌을 때, 제품이 비나 고습한 장소에 노출되었을 때나 적절히 작동하지 않을 때 또는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 등 어떤 이유로든 제품에 손상이 가해졌을 때에는 서비스를 받으세요.



경고: 화재나 감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이 제품을 비나, 습한 곳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다른 물체가 제품 위로 떨어질 수 있는 장소나 

물이 떨어지거나 튈 수 있는 장소에는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다음과 같은 것을 제품 위쪽에 올려놓지 마세요.

NOTE: 이 제품은 자동 전압 수신기가 아닙니다. 규정된 AC아우트렛에 연결하세요. (i.e. 120V 60Hz 또는 230V 50Hz)

CAUTION: 이 서비스 지침서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전기 감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일반인들은 작동 매뉴얼에서 벗어난 

다른 작업(점검, 수리)을 스스로 하지 마세요.

CAUTION: Paradigm Electronics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으로 변경 하거나 수정한 경우, 법적으로 제품을 작동할 사용자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습니다.

FCC WARNING: 법적 책임이 있는 회사에서 허가 하지 않은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제품을 작동할 사용자 권리를 박탈 할 수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거나 튈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놓지 마시고, 꽃병처럼 물이 채워진 물체를 제품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캐비닛이나 케이스와 같이 사방이 막힌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지 마세요. 직사광선, 발열체, 환풍기, 먼지가 많은 곳, 습도가 높은 곳, 

너무 차가운 곳을 피해 제품을 설치하세요.

이 제품은 후면 패널에 있는 메인 전원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 AC 전원과의 연결이 차단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기 상태

(standby mode)라고 부릅니다. 이 제품은 매우 적은 전력을 소비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테스트를 거쳤으며 FCC 규칙 15항에 따라 클래스B 디지털 장치에 한하여 호환됩니다. 이 제한들은 가정에 설치 시 해로운 전파 

간섭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라디오 주파수를 만들고, 사용하고 방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고 설치하거나 사용한다면,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해로운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전파 간섭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만일 제품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기에 해로운 전파 간섭을 

일으킨다면, 제품을 껐다 켜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전파 간섭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하세요.

다음과 같은 장소에 제품을 놓지 마세요: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곳에 제품을 위치하지 마세요.

적절한 복사열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도표에 따라 벽에서 

다른 장치들을 떨어뜨려 주세요.

- 연소하는 물체(예: 양초), 이런 것들은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사람이나 제품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액체로 채워진 물체, 이런 것들이 제품 위로 떨어지면, 흘러 나온 액체가 전기 충격을 일으켜, 사람이나 제품에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수신 안테나를 다시 위치시키거나 조정하세요.

- 제품과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히세요.

-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는 다른 회로에 있는 아우트렛에 제품을 연결하세요.

- 판매자 또는 경험을 가진 라디오/TV 기술자와 상담하세요.

-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

- 히터와 같은 발열체 근처

- 고습하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

- 먼지가 많은 곳

- 기계적 진동이 있는 곳

- 흔들리거나, 기울어진 곳이나 불안정한 표면

- 비 등에 노출 되기 쉬운 창가

- 열을 사용하는 앰프나 다른 장치 위





Notes on Environmental Protection(환경 보호)

제품의 수명이 다하면, 제품은 일반적인 가정 쓰레기로 버려질 것입니다. 하지만 전자 장비의 재활용을 위해 분리수거를 해주세요. 

제품 위나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또는 포장 케이스를 통해 재활용 표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들은 표시된 것에 따라 재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사용, 원자재 재활용, 또는 오래된 제품에 대한 다른 형태의 재활용을 통해, 당신은 환경 보호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것입니다.







Anthem MRX 시리즈 리시버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RX300, MRX500, 그리고 MRX700 리시버는 사각 상자 모양의 홈시어터 오디오 제품으로, HDMI스위치와 비디오 

업컨버터, 멀티미디어, second zone capabilities, FM/AM 튜너, HD Radio™ 리셉션(MRX 700 120V 모델) 

그리고 추가의 MRX1 iPod/ iPhone dock을 위한 커넥션이 함께 제공됩니다.

Anthem 제품들은 하이 레벨 회로 디자인과 그에 알맞은 소프트웨어, 우수한 품질과 혁신적인 특징 그리고 매우 

유연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영화관과 같은 최고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Section 1. 연결하기 전에

아래 제품 구성품 있는 모든 아이템을 받았는지 체크하고 빠진 경우 빠른 시일 내로 딜러에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이 아이템들이 필요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패킹 아이템을 잘 보관하시고 운반 시 주의를 기울이세요. 제품 

구매 시 허가 받은 Anthem 딜러로부터 받은 인보이스를 잘 보관하세요- 인보이스 없이는 보증 기간 내라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Section 1.2 사용 중 주의

- 다른 장치와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아두세요.

- 리시버가 너무 차가운 상태에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도록, 사용하기 전에 실내 온도로 따뜻하게 올리세요.

- 계속되는 업그레이드로 작동 특징이 바뀔 수 있으니, 매뉴얼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최신 매뉴얼이나, 

 소프트웨어를 받기 위해, www.anthemAV.com을 방문하세요.

접속하는 동안, 앞으로의 참조를 위해 여기에 기록하세요. 

제품 구성품:

1.MRX 리시버  2. FM 안테나  3. Zone 2 리모컨  4. 메인 리모컨

5. AM Loop 안테나 6. CR2025 배터리  7. AAA배터리 두 개   

8. 파워코드

ARC(Anthem Room Correction) 추가 아이템:

Serial Number: 시리얼 넘버

1.설치 CD  2. 마이크와 클립  3. 길이 조절 가능한 스탠드

4. 시리얼 내선 케이블 5. USB 마이크 케이블



Section 1.3 정면 패널(아래 도표는 MRX700 미국 모델이며, 다른 제품도 비슷합니다.)

* 5.1 채널 컨텐츠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Dolby 헤드폰을 사용하세요, 그래야 2채널 헤드폰  다운 믹스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더 큰 도표를 보려면 내부 뒤쪽 커버를 살펴보세요. 









Section 1.7 스피커 설치

아래는 전형적인 7.1 채널 스피커의 설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브 우퍼는 극심한 울림을 방지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설치 

가능합니다.- “Section 3.2”를 참고하세요.

아래는 7.1 채널 스피커를 Dolby PRO Logic IIZ와 함께 사용할 때 설치한 예를 보여줍니다.

# 백 스피커는 5.1 시스템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Section 2.1 비디오 연결

입력 환경을 설정하려면 “Section 3.5”를 참고하시고, 비디오 출력 환경을 설정하려면 “Section 3.1”을 참고하세요.

HDMI:

비디오는 오디오와 함께 영상-음원체에서 리시버로 보내집니다. 

최대 비디오 레졸루션(video resolution : 디지털 텔레비전이나 디스플레이 장치의 비디오 레졸루션은 각 크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픽셀 수 입니다.)은 1080p60입니다. 메인 HDMI 출력 단자를 HDMI입력 단자 또는 

DVI입력 단자와 함께 디스플레이 연결하세요 – High-bandwidth Digital Content Protection(HDCP: 영상

재생기기에서 디스플레이 등의 영상 표시기기에 디지털 신호를 송수신하는 경로를 암호화해서 저작물이 복제되는 

것을 막는 복사방지 기술) 기술이 이용 됐을 때는 복사 방지 소스를 디스플레이 해야 합니다.

컴포넌트 비디오

컴포넌트 비디오는 3개의 코엑셜 케이블을 사용하며 진행되지 않을 때는 최대 1080p 레졸루션을 갖거나 

Macrovision으로 소스를 복사 방지할 때는 480p 레졸루션을 갖습니다. 입력이 진행되거나 HDMI로 변환될 때, 

최대 입력(input) 레졸루션은 1080p60 입니다.

컴포지트 비디오

최대 레졸루션은 480i (NTSC)/ 576i (PAL) 입니다. 이 전통적인 포맷은 흑백과 컬러 정보를 단일 코엑셜 케이블 

하나에다 보내줍니다.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들이 분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비디오 품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HDMI를 이용한 화면이 안 나오거나, 상태가 나쁘거나, 불규칙 하여 기술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1080p는 720p와 1080i가 하는 bandwidth를 두 번 사용합니다 – 케이블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깨지거나(픽셀이 떨어짐) 전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공인된 V1.3으로도 알려진 두 개의 HDMI 카테고리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이것은 짙은 컬러(10 또는 12bit)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어와 연결할 때, 확장기를 포함한 모든 연결 장치에 

요구됩니다. 더 오래된 setup에 사용된 연결 장치는 짙은 컬러를 나타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소스에서 짙은 컬러를 끄도록 한다면, 먼저 그것을 꺼보고 문제를 바로잡으세요.

1080p24 에서 나타나는 12bit 진한 컬러는 1080p50 또는 1080p60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DMI케이블을 연결할 때는 조심하세요. 커넥터는 잭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 한 각도에서 

끼우거나 억지로 끼우지 마세요. 각각의 커넥터는 19개의 섬세한 핀을 포함하고 있고, 손상된 핀은 잭을 

손상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상된 잭은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HDMI 케이블을 충분히 사용해 

낡아지려고 하면, 새 케이블로 교체하시길 권고합니다.

DVI 커넥션을 사용한다면 DVI 커넥션 케이블과 HDMI 커넥션 케이블이 DVI-HDMI 어댑터보다 더 견고하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만일 연결상에 문제가 생겼고, 어댑터를 사용 중이라면, 어댑터를 먼저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을 시작하세요.

케이블과 위성 리시버: 일부는 HDMI가 연결되기 시작하면 비디오 출력 컴포넌트가 작동하지 않도록 

제어하기도 합니다. 비디오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secondary zone에서 케이블/위성 bo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box를 HDMI가 아닌 컴포넌트를 통해 리시버로 연결하세요.

낡은 케이블과 위성 리시버: HDMI 연결은 특히 출력 레졸루션이 채널에 따라 SD, 720p과 1080i 사이에서 

변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디오 연결 컴포넌트 대신, 오디오용 코엑셜(coaxial)이나 

옵티컬 연결 컴포넌트를 사용하세요.



Section 2.2 오디오 연결

디지털 오디오 입력과 출력

디지털 오디오 소스는 코엑셜, 옵티컬, HDMI 케이블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2채널 PCM과 돌비 디지털, 

그리고 DTS를 전송합니다. HDMI 입력(input)단자는 또한 8채널 PCM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디스플레이어가 HDCP와 호환 가능한 HDMI나 DVI 입력(input)단자를 가졌다면 HDMI 입력단자를 사용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코엑셜이나 옵티컬 입력단자를 사용하세요. 모든 디지털 입력 단자는 디지털로 보내지는 

어떤 양의 소스라도 다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HDMI 출력단자에서 당신의 디스플레이어로 전해지는 오디오가 

필요하다면, 그건 2채널 PCM입니다. 팩토리 디폴트 로부터 디지털 오디오 연결을 바꾸려면 “Section 3.5”를 참고

하세요.

디지털 Rec-Out은 코엑셜이나 옵티컬 오디오 소스로부터 미니 디스크 리코더나 CD 리코더 등의 디지털 오디오 입력

단자에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Section 2.3 안테나

AM 루프 안테나에 연결하려면, AM 안테나 커넥터의 용수철이 든 탭을 누르고 두 전선의 피복을 벗긴 부분에 삽입하세요. 

수신 상태가 가장 좋을 때까지 안테나를 움직여보세요.

FM 안테나에는, FM 안테나 커넥터를 사용하세요. 그런 후 제품이 작동할 때 안테나를 움직여 수신 상태가 가장 좋을 

때까지 움직여 맞추세요. 만일 당신의 케이블 회사가 FM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신은 그 케이블을 리시버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과 출력

아날로그 오디오 연결은 RCA 커넥터로 이뤄집니다. ZONE2나 레코드 아날로그 출력(output)을 사용하려면 디지털 

소스에서 디지털과 아날로그 오디오, 비디오를 연결하세요(아날로그 입력 없이는 출력도 없습니다.)

스피커

스피커 선을 이용하여 연결하세요. 미국(US)모델은 바나나 플러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후면 패널에 

AUX 스피커는 SB(컨벤셔널 7.1채널 시스템용 서라운드 백), VH(Dolby Pro Logic IIz를 사용한 앞 천장 스피커용 

수직 높이(vertical height)) 그리고 Zone2 좌 우 스피커로 레이블 됩니다. 

리시버의 최대 출력을 감당하기 위해 절연처리 된 케이블을 사용하여, 스피커의 플러스(+) 커넥션과 그에 알맞은 

리시버 채널의 바인딩 포스트의 플러스(+)를 연결하고, 같은 리시버 채널의 바인딩포스트의 마이너스(-)와 스피커의 

마이너스(-) 커넥션을 연결하세요.

각각의 리시버 채널에 하나 이상의 스피커를 연결하지 마세요. 무엇이라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세요.

#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하여 

절연 처리 된 전선의 피복을 

조심스럽게 벗기세요.



Section 2.4 이더넷(MRX30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연결은 vTuner 인터넷 라디오 사용 시 요구됩니다. CAT5 케이블이나 무선 리시버를 사용하여 연결하세요.

Section 2.5 ANTHEM MDS1 DOCK (옵션)

도크와 함께 공급된 스페셜 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하세요. 케이블을 분리하려면, 먼저 양쪽 커넥터의 풀어진 탭들을 

조이세요. 처음 iPod이나 iPhone을 도킹할 때, 플레이어의 두께에 따라 도크의 뒤 받침대를 조정하세요.

Section 2.6 12V 트리거

또 다른 시스템 컴포넌트가 트리거 인풋(trigger input)을 가졌다면, 리시버로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3.5mm 

모노 미니 플러그 케이블을 사용하여 리시버의 트리거 아웃풋(trigger output)을 연결하세요.

리시버는 다양한 트리거 옵션을 제공합니다. 설정 메뉴를 통해, 이네이블 트리거(enabling triggers)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9를 참고하세요)

Section 2.7 INFRA RED INPUT

외장 IR 리시버는 당신의 집이라면 다른 위치에서도 리모컨이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IR 리시버가 다른 방에 

전송되면, 그것을 IR IN 인풋에 연결시키세요.

Section 2.8 INFRA RED OUTPUT

IR 이미터는 리시버에 연결된 IR 리시버가 있는 당신의 집안 어디에서라도 소스 컴포넌트를 컨트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매뉴얼에 따라 IR 이미터를 위치시킨 후에 IR OUT에 연결하세요.

Section 2.9 AC 아울렛 스위치

50W 이하의 전력을 요구하는 작은 장치의 전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렛 전원 리시버가 꺼질 때 함께 꺼지게 됩니다.

Section 2.10 전원

전원 코드를 리시버와 전력원에 연결하세요.



# Zone2 나 

REC를 사용

한다면 연결

하세요.

# 컴포넌트 모니터 

비디오 output을 

사용한다면 연결하세요.

# Main 사용시 

연결하세요.

# 디지털 REC-OUT을 

사용하거나, 소스의 

비디오 output이 

DVI라면 연결하세요.



# Zone2와 REC를 사용하기 위해, 

서로 교환 가능한 코엑셜과 

옵티컬 오디오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output타입과 같은 

input타입을 사용하세요.





리모컨

Setup Menu 조작법

정면패널

최고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 리시버를 알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최적으로 설치 하기 위해 많은 작업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최적의 설치 한 방으로 재설치가 필요가 없어진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만일 디폴트가 지원되지 않거나 각 스피커로부터 청취하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지원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디스플레이와 스피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Anthem Room Correction 관련된 것과, 

환경 설정입니다 – 예를 들어, 리스닝 모드 프리셋은 다양한 소스들을 플레이 해보고 어떤 서라운드 모드가 가장 

좋은지 결정한 후에 설정합니다.

HDMI에 연결이 되었을 때, “setup menu”를 입력하면, 디스플레이어는 아래에 메뉴를 보여줄 것입니다. 

8개 메뉴 아이템까지 한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이 매뉴얼은 각 메뉴의 모든 아이템 보여 줄 

것입니다. 정면 패널에서도 한번에 한 아이템씩 비슷하게 정보를 나타내지만, 스크린을 통해 메뉴를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위 메뉴로 가려면, 메뉴 아이템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지정하고 ▶ 버튼을 누르세요  이전 메뉴로 돌아오려면 

◀ 버튼을 누르세요. 다음으로 가능한 단계에 따라 스크린 아래에 상하 좌우를 나타내는 화살표 4개까지 표시됩니다.

- 입력하거나 나올 때, “SETUP”을 누르세요

- “Menu”와 “selection”을 통해 스크롤 하기 위해서▲▼ 와 ◀▶ 버튼을 누르세요.

- “Selection”을 설정하기 위해서 “SELECT” 버튼을 누르세요.

메인메뉴

비디오 output 환경설정

스피커 환경설정

오디오/비디오 설정과 프리셋

디스플레이/타임아웃

트리거(trigger) 환경설정

일반 환경설정

시스템 정보

빠른 설치

나오려면 “Setup”을 누르세요.



빠른 설치

Section 3.1 비디오 Output 환경설정

“Quick Setup”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지정하고 ▶ 버튼을 누르세요. 스크린에는 이전 응답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응답들이 4개의 질문과 함께 차례로 한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밀한 설치를 하려면, 섹션 3의 나머지 부분을 따르세요.

픽셀 수 또는 꼭대기에서 바닥까지의 라인 스캔 타입: p=progressive, i=interlaced

“Video Output Configuration”에 하이라이트가 되게 지정 후 ▶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비디오 Output 환경설정: 두 개의 환경이 설정될 수 있으며, 각각의 input에 하나씩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직 하나의 환경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두 번째 환경은 다른 설치가 필요한 secondary 디스플레이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환경에서 모니터 컴포넌트 비디오 output에 연결됩니다. 소스에 의한 Output 할당은 

Section 3.5 에서 설명합니다.

이름: 각 환경설정은 네비게이션 키를 이용하여 다시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8글자까지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레졸루션: 레졸루션은 다음을 대표합니다.

디폴트는 디스플레이 HDMI 단자의 의해 전해지는 최고 량에 따라 자동으로 레졸루션을 설정합니다. 만일 다른 

레졸루션을 설정하고 싶다거나 TV에 매치하고 싶으면, 480i/ 480p(US모델) 또는 576i/ 576p(EU 모델), 720p, 

1080i, 1080p를 선택하거나 각 리시버의 output 레졸루션과 소스의 레졸루션이 같은 곳을 통해 설정하세요. 

블루레이 디스크 영화들은 영화 카메라 샷처럼, 초마다 오리지널 24프레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스를 

플레이 할 때, 당신의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output 1080p-24(24p 모드 라고도 부름)를 설정했고, 당신의 TV가 

이 포멧을 지원한다면, 리시버는 1080p-24를 선택할 것입니다.

  

“Setting”을 통해 스크롤 할 때, 비디오 output 손실을 막기 위해서, “Resolution selection change”는 즉시 

대체되지 않습니다. 메뉴에서 빠져 나오면,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Yes”로 바꾸려면 ◀▶ 버튼을 사용하고 

“SELECT” 버튼을 누르세요. 메뉴에서 나가기 전에 변경 사항을 바로 적용하려면, 확인 전에 “SELECT” 버튼을 

누르세요.

- HDMI/DVI TV를 사용하시나요? No/ Yes

- Component video output resolution? 480i/ 480p(120V model) 또는 576i/ 576p(230V)/ 720p/ 1080i

- 서브우퍼를 가지고 있습니까? No/ Yes

- 몇 개의 스피커를 추가로 갖고 있습니까? 7(천장)/ 7(뒤쪽)/ 5/ 2



Section 3.2 스피커 환경설정

이 메뉴는 당신의 스피커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게 하기 때문에 소스로부터 사운드를 놓치거나 변질시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만일 소스 컴포넌트가 “Bass management” 와 “time alignment”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채널을 

‘large’로 설정해서 끄고 소스 컴포넌트와 비슷한 거리가 되게 합니다.

Aux Output:

메인 Back, 메인 천장 또는 Zone2를 선택하세요. 메인 천장 설정은 Dolby Pro Logic IIz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어, 

정 좌우 스피커 위로 height speaker를 사용하여 특히 게임을 할 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Bass Management: 

Bass Management는 크로스오버로 서브우퍼/위성 스피커 시스템에 적합한 두 개의 주파수 브랜드로 오디오를 나눕니다. 

결과적으로 더 낮은 베이스 레벨이 위성 스피커에 나게 하며 미드레인지/트레블은 서브우퍼에서 안 나타나게 합니다. 

서브 우퍼가 크로스오버를 가졌다면, 바이패스 해야 합니다 – 더블 크로스오버를 피하기 위해 최고 주파수에 주파수 

컨트롤을 설정하세요. 

리시버는 두 개의 환경설정까지 기억합니다 – 각각은 input에 따라 할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직 영화 환경 설정만 

필요합니다. “Bass Management”를 하이라이트 설정 뒤 ▶ 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Small or Large:

대부분의 스피커는 깊은 베이스를 정확하게 플레이하는 Large 드라이버를 사용하지 않는 한 Small로 설정되어야 하며 

서브우퍼와 함께 사용 되야 합니다. 그럴 때 조차도, 알아두어야 할 것은 스피커가 더 높은 출력 상태에서 더 깊고 깨끗한 

베이스를 낼 수 있는지 입니다. 서브우퍼는 베이스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저음을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방안에서 유연하게 

다양한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졌습니다.

모든 input과 Anthem Room Correction(ARC)을 사용한다면, “Bass Management”와 “Level Calibration”을 

건너 뛰세요.

5.1스피커를 사용한다면, 서라운드 output을 사용하고 Aux를 Zone2에 설정하여 어떠한 소리도 놓치지 않게 하세요.



크로스오버 주파수

크로스오버는 클리프처럼 주파수를 자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로프에 따라 roll off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Hz를 설정할 때 메인 스피커는 낮은 주파수를 플레이 할 것 입니다 – 크게 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앰프로 가는 길을 가볍게 해주며 여분의 전력을 미드와 고주파를 위해 남겨둡니다.

당신의 스피커의 저주파 용량대에 따라 60, 80, 100, 120 또는 150Hz를 고르세요.

Section 3.3 사용자(청취자) 위치

“Listening Position” 메뉴는 스피커와 당신이 청취하는 곳과의 거리를 입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먼 거리 설정 

채널은 단거리 설정할 때처럼은 지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운드는 모든 스피커로부터 청취 영역에 동시에 

도달하고 적절한 이미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

Feet(ft) 또는 Meters(m)

거리 조정:

각 스피커와 당신의 주된 청취 영역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세요. 범위는 1ft 증가에 0-30ft 또는 0.3m 증가에 0-9m입니다.

베이스 응답은 룸 어쿠스틱에 달려있으며 서브우퍼 위치 실험을 권장합니다. 서브우퍼를 청취 영역에 

임시로 두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범위의 베이스를 가진 여러 음악들을 플레이 하시고 방안을 돌아다녀 

보세요. 베이스 영역 소리가 매끄러운 곳이 서브우퍼가 영구적으로 위치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서브우퍼:

서브우퍼는 두 가지를 플레이합니다 – 멀티채널 사운드트렉의 LFE(Low Frequency Effects)채널과 Small로 

설정된 베이스. On/Off를 고르세요.

“Off”는 다음에 설정하세요.

 * Center – L/R 프론트(Fronts)로부터 센터 채널을 플레이 할 때

 * Surround – L-Front 채널로부터 L-서라운드 채널을 플레이하고 R-Front 채널

   (Dolby Pro Logic 모드를 제외한)로부터 R-서라운드 채널을 플레이 할 때.



Section 3.4 레벨 조정

“Level Calibration”은 청취 영역에서 스피커 output 레벨을 맞추기 위해 내부 테스트 노이즈를 사용합니다. 또한 

노이즈는 리시버와 앰프, 그리고 스피커 사이의 연결 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홈씨어터 설치 

디스크에서 Audio Calibration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일부에서 부정확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AR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C-weighting을 가진 음압 레벨계-Sound Pressure Level(SPL)를 사용하기를 권고

합니다. 청취 영역에서 측정할 때 반향을 방지하기 위해, 계기를 몸에서 떨어뜨려 위로 향하게 해주세요.

Dolby 볼륨 모드(Main only):

돌비 볼륨은 큰 범위의 볼륨 컨텐츠를 분석해 두 가지(레벨과 주파수 응답)로 조정함으로써 듣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다이나믹레인지 컴프레서와 같은 인공물에 pumping 과 breathing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벨이 떨어지면서 미드레인지와 관련된 최저주파수와 최고주파수를 들을 때 돌비 설정이 청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감지된 주파수응답은 방음 영역이 있는 컨텐츠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만들면서 

지속됩니다.

Dolby 볼륨 레벨 양:

돌비 볼륨이 제공하는 레벨 양은 9개의 ‘medium’ 단계에서 Low에서 High로 설정되거나 끌 수 있습니다. 최적의 

상태로 설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소스를 플레이해보세요. 돌비 레벨이 주파수 응답 조절을 껐어도, 돌비 볼륨을 끄지 

않는 한 계속 지원됩니다.

Dolby 볼륨 Calibration Offset:

SPL 음압 레벨계를 사용한다면, 레벨을 조정하여 75dB를 읽을 수 있도록 하세요. 보통 0dB 부터는 조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CHANNELS 컨트롤은 이 메뉴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소스에서 채널 컨트롤을 필요로 할 때 input 

포맷에 따라 기억된 온 더 플라이 조정을 해줍니다.         

*선호도에 따라 Dolby Volume Leveler Amount 설정을 할 때를 제외하고, 

ARC를 사용할 때에는 이 메뉴의 어떤 조정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노이즈 연속

테스트 노이즈를 한번에 한 스피커씩 플레이해보세요. ▲▼버튼을 사용해 바꿀 수 있습니다.

멀티플 서브우퍼들을 사용할 때에는 오디오 설치 이전(ARC를 사용할 때를 포함)에 서브우퍼들의 밸런스가 

잘 잡혀있어야 합니다. 서브우퍼 테스트 노이즈를 연결 된 우퍼에 한번에 하나씩 플레이 하세요. 두 개의 

서브를 사용할 때에는 Input 레벨 다이얼을 설정하여 SPL 음압계가 청취영역에서 71dB를 읽도록 하세요. 

4개의 서브를 사용할 때에는 67dB를 읽게 하세요. 남은 서브들에도 이 작업을 반복하세요. 모두 연결되면, 

약 75dB가 되야 합니다. ARC로 최종 레벨을 설정하세요. ARC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서브의 레벨을 

똑같이 변경해 합친 결과가 75dB SPL이 되게 하세요.

레벨이나 서로 연결된 각 서브들의 단계를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FM “취~~~” 노이즈를 리시버 스피커 

output과 분리된 서브우퍼에서 듣고 서브 레벨과 단계 컨트롤을 베이스가 청취영역에서 가장 클 때까지 

조정하세요.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조정을 하도록 시키면 더 좋습니다.)

각 채널의 Level Calibration :

스피커 레벨을 채널끼리 밸런스를 맞추세요. 만일 귀로 측정한다면,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청취영역에 앉아서 

조정하세요. SPL 음압 레벨계를 사용한다면, 각 채널의 레벨을 조정하여 75dB를 읽을 수 있게 하세요. 

Front-L이 0dB일 때, 노이즈 레벨을 설정하세요. Front-L 의 Output이 같을 때까진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원이 들어온 서브우퍼를 사용한다면, 이 메뉴 또는 ARC를 사용하여 서브 레벨을 세팅하기 전에 input 레벨 컨트롤로 

rough를 조정하세요. “Bass Management menu”에서 스피커 off 설정은 건너뜁니다.

매뉴얼 테스트 연속을 위한 절차(ARC를 사용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매뉴얼에 “NOISE SEQUENCE”를 설정하세요

- 스피커에서 스피커로 이동할 땐, ▲▼ 버튼을 누르세요.

- 각 스피커가 플레이할 때마다, ◀▶ 버튼을 눌러 다른 스피커와 연결된 음 크기를 조정하세요.

- ◀버튼을 눌러 테스트 노이즈를 정지시키세요.



Section 3.5 소스 설정

Input프리셋과 리스닝 모드 프리셋은 이 섹션에 따라 설정됩니다.

이름:

소스 이름은 정면 패널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며 다른 메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BDP”를 “Blu-ray”로 이름 바꾸기 

비디오 output 환경설정(MAIN only):

소스에 대해 “Video Output Configuration” 메뉴에서 설정되는 가장 적절한 환경 설정을 선택하세요. 

Main Video Input/ Main Audio Input/ Bass Manager:

소스가 선택되면 메인 output으로 사용되도록 “input connection”과 “bass management”를 할당하세요.

- “Name”에 하이라이트 선택 후 SELECT를 누르세요. 첫 번째 글자(또는 빈칸)가 빨갛게 하이라이트됩니다.

- ▲▼버튼을 사용하여 글자를 바꾸세요. 첫 글자를 “B”로 바꾸세요.

- ◀▶버튼을 사용하여 남아있는 글자들로 이동 후 남은 글자를 완성하세요.

- “SELECT”를 눌러 메뉴로 돌아가세요.

오디오/비디오 리코딩 장치:

리코딩 장치 output이 연결된 리시버 input을 고르세요. 레코더가 레코드 소스를 의도치 않게 선택했을 때

(레코더는 레코더 스스로를 읽을 수 없습니다), 피드백을 막아줄 것입니다.

HDMI 오디오 Output:

AVR로 설정할 때, 오디오는 TV로 보내지지 않습니다. AVR+TV 또는 TV로 설정할 때, 오디오는 리시버에 의해 TV로 

보내지지만 포맷은 HDMI에 의해 리시버로 보내집니다. 오디오 소스는 리시버의 수신 가능 상태가 아닌 TV의 수신 가능 

상태에 따라 보내집니다(예를 들어 2채널). 리시버의 수신 가능 상태는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메뉴에 나오는 ‘메인 소스 설정’을 선택하세요.

오디오/비디오 설정 과 프리셋



메뉴에서 “Advanced Source Setup” 디스플레이 선택하기:

Main/Rec Composite 그리고 아날로그 오디오 inputs:

메인에서 A/V 소스가 선택될 때, “Input connections”이 아날로그 “Rec output”에 사용되도록 할당하세요. 

Zone 2 Composite 그리고 아날로그 오디오 inputs:

Zone 2에서 아날로그 A/V 소스가 선택되면 “Zone 2 output”에 사용될 “input connections”을 할당하세요.

립싱크 딜레이(Main only):

응답 이미지가 나타나기 전에 오디오가 들린다면, ‘동기화 테스트 디스크’ 또는 ‘trial and error’를 사용하여 오디오 

“Delay”를 150 밀리세컨즈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Delay”는 비디오를 보는 동안에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

Room EQ(Main only):

ARC 마이크 키트로 수행되는 “Room correction equalization(룸 코렉션을 똑같이 맞추는 버튼)”을 끄려면, 

이것을 off로 변경하세요. 적절한 정보가 뜨지 않는다면, ‘N/A’를 디스플레이하세요.

Bass/ Treble(Main only):

소스가 더 나은 소리를 내기 위해 풀타임 톤 조정을 해야한다면, 이 메뉴를 통해서 하세요.

Dolby 볼륨 모드(Main only):

Dolby 볼륨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려면 On/Off를 선택하세요.

Dobly Volume Half 모드(Main only):

이것이 “On”일 때, 그리고 재생 레벨이 레퍼런스 레벨보다 높을 때, 주파수 응답을 조정하지 않게 설정하기를 권장합니다.

Dolby Volume 시네마 레퍼런스 모드(Main only):

On/Off를 선택하세요. “On”일 때, Dolby 볼륨은 음악 생성 시, 영화 제작에 사용된 레퍼런스 레벨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Section 3.6 리스닝 모드 프리셋

2.0: 

소스가 선택되면 리스닝 모드 프리셋이 지원됩니다. 모노를 제외한 각 input 포맷은 고유 설정을 갖습니다. 

프리셋을 해제하려면 “Last Used(이전에 사용됨)”으로 설정하세요.

서라운드 모드가 실행 가능한 경우 설명이 필요하다면, Section 4.6을 참조하세요. 프리셋을 설정하기 전에, 

다양한 소스들을 이용해 다양한 모드로 들어보세요.

The following apply to digital inputs only:(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디지털 input에만 지원됩니다)

스테레오 input에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Stereo, AnthemLogic-Music, AnthemLogic-Cinema, PLIIx Movie, 

PLIIx Music, PLIIx Game, PLII Music, PLII Game, Dolby PLIIz, Neo:6 Music, Neo:6 Cinema,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All Channel Stereo, Last Used.

2.0 Dolby 디지털 서라운드:

Surround-flagged Dolby Digital 2.0 material에 다음을 선택해주세요. Stereo, PLIIx Movie, PLIIx Music, 

PLIIx Game, PLII Movie, PLII Music, PLII Game, Dolby PLIIz, Dolby VS S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멀티 채널 PCM:

HDMI를 통해 멀티채널 PCM에 재생 설정을 해주세요. : None, PLIIx Movie, PLIIx Music, PLII Movie, PLII Music, 

Dolby PLIIz, Neo:6 Cinema, Neo:6Music,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5.1 Dolby Digital:

Dolby Digital 5.1 Material에 재생 설정을 해주세요. : None, PLIIx Movie, PLIIx Music, Dolby PLIIz, 

Dolby Digital EX,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Dolby Digital Surround EX:

Dolby Digital Surround EX로 코드화된 material에 다음을 설정하세요. : None, PLIIx Movie, PLIIx Music, 

Dolby PLIIz, Dolby D-5.1과 같은 것,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5.1 DTS:

DTS에 다음을 설정해주세요. : None, Neo:6Cinema, Neo:6Music, Dolby PLIIz,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DTS-ES:

DTS-ES에는 다음을 설정해주세요. : None, Dolby PLIIz, DTS-5.1과 같은 것, Dolby VS Wide, 

Dolby VS Reference, Last Used. ES 컴포넌트에는, 이 설정이 무시되고 6.1채널에서 재생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Section 3.7 비디오 모드 프리셋

이상적인 비디오 소스로 최상의 화질을 나타내지 못할 때는 보정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테스트 패턴으로 각 

비디오 소스의 퍼포먼스를 체크해보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보정이 필요한 소스 대부분 중에서 그에 

적용 가능한 테스트 패턴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예를 들면, 불량 위성 채널을 들 수 있습니다). 

Brightness(밝기):

이 메뉴는 블랙 레벨을 컨트롤합니다. 만일 소스의 화면이 흐리게 나타난다면, 밝기를 좀 더 어둡게 하세요. 화면이 

너무 어두워 음영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땐, 밝기를 좀 더 밝히세요.

Contrast(대조):

이 메뉴는 화이트 레벨을 컨트롤합니다. 만일 밝은 면이 너무 환하게 나타날 땐, 대조를 낮추세요. 그러면 밝은 영역의 

차이가 명확해질 것입니다. 만일 화면이 너무 둔탁하다면, 밝기를 높이되 화창한 날의 구름 같이 너무 밝고 하얀 물체는 

지정하시는 마세요. 세부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Color(컬러):

이 메뉴는 컬러의 양을 컨트롤합니다. 피부 톤과 같이 익숙한 색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조정하세요.

MPEG 소음 제거:

압축된 디지털 비디오 소스가 심한 동잡음을 가졌을 때 사용하세요.

Cross Color Suppression(칼라 겹침 억제):

이미지가 무지개 빛으로 지지직 거리는 화면으로 나타날 때 시도하세요.

필름 모드 감지:

이것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필름 모드는 비디오 카메라로 기록되고 인터레이스된 60Hz 소스와 초당 24프레임 

필름으로 된 소스 사이를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디인터레이스됩니다. 일반적인 소스에서는 디인터레이서가 

불규칙한 화면을 끄게 만듭니다- 이런 경우엔, “Film mode”를 끄세요.



Section 3.8 Display/Timeout

이 메뉴는 ‘스크린 디스플레이’와 ‘프론트 패널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간 선택’ 환경설정을 해줍니다. 

Display Brightness:

밝음과 어두음 사이를 선택하거나, 프론트 정면 디스플레이를 설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ront Panel Wake Up: 

조정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정하거나 끌 수 있습니다. “변화 없음(None)”, “밝기 1단계 올리기”, “밝음” 중에 

선택하세요. “None”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껐을 때에는, 전원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밝기 

1단계 올리기를 설정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Display Timeout:

이 메뉴는 흐르고 있는 시간을 잠시 멈추는 기능입니다. 이 메뉴를 설정하면, 화면상에 텍스트가 사라지고, 정면 패널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일반 메인(Main) 디스플레이가 다시 켜집니다. 조정 시 1~15초 정도 소요됩니다.

Video Mute:

비디오 입력을 하지 않을 때, ‘no signal(신호 없음)’ output을 선택하세요 – 블랙, 마젠타, 또는 블루 스크린

Status Message:

볼륨, 소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on-screen 정보를 끌 때, 이 설정 메뉴를 끄세요.

Status Message Timeout:

화면상에 Status Message가 떠있는 시간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Setup Menu Timeout:

설정 메뉴가 화면상에 떠있는 시간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메뉴입니다. 최대 15분까지 화면에 나타나게 설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지되어있는 이미지 타입일수록 장시간에 타임아웃 설정은 디스플레이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Section 3.9 Trigger Configuration

리시버 트리거 output을 엠프나, 프로젝터와 같은, 다른 컨포넌트 트리거 input에 연결 시, 트리거의 setup 설정에 

따라 리시버를 끄고 킬 수 있습니다. 트리거 input이 없는 컨포넌트들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원 바(power bar)

를 대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예시에 나타난 것처럼 트리거는 Main(메인) 또는 Zone 2 전원이 켜져 있는 동안에만 활성화됩니다. 또한 트리거 

output을 전원 대신, 소스에 따라서 활성화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Power 또는 소스를 하이라이트 설정 후, SELECT 버튼을 누르고 ◀▶ 버튼을 사용하여 Main 또는 Z2를 선택하세요. 

조건 설정 후 ▲▼ 버튼을 사용하여 “NA”를 “ – “로 변경하세요.

1-2 단계에서 트리거 활동을 15초까지 지연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는 동한 트리거가 불필요하게 꺼졌다 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etup 메뉴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트리거 setup 

메뉴는 실행되지 않게 변경하세요.



Section 3.10 General Configuration(일반 환경설정):

이 메뉴는 power-on volume, save/load, configure RS-232를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Power-on Volume(전원 입력 시 볼륨):

Main 또는 Zone2를 켤 때, 각각의 볼륨은 이 메뉴에서 설정한 레벨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은 전원 입력 시 이전에 들었던 

예상치 못한 큰 볼륨으로 인해 깜작 놀라는 것을 예방하며, 반대로 너무 작게 설정했던 볼륨이 나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예방합니다. 디폴트는 35dB입니다. 

Load Factory Defaults(로드 팩토리 디폴트):

선택 및 확정 후 , 모든 메뉴 설정이 리셋 됩니다.

Save/Load User Settings(설정 저장하기):

“Save User Setting”을 선택하고 확정하면, 모든 메뉴 설정이 저장됩니다. 나중에 저장된 설정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 

“Load User Setting”을 선택해서 확정하세요.

RS-232 Baud Rate(일반적으로 사용자 설치에 따라 사용합니다.):

19200 또는 115200을 선택하세요.



Section 3.11 Anthem Room Correction(ARC)

샘플 응답:

ARC는 청취 영역과 관련된 각 스피커 응답을 측정해 똑같이 맞춤으로써 음질의 반사표면 효과와 방 경계선을 바로 

맞춰줍니다. ARC는 앰프와 스피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똑같이 맞추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소스 material을 

다운샘플링 하지 않습니다. ARC 필터는 그래픽도 파라메트릭도 아닙니다 – ARC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사실상 어떤 

기능도 만들어 낼 수 있고, 방 자체로도 Correction을 가능하게 하여 응답을 평평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디폴트 Correction 범위는 5kHz까지 입니다. 사실 제한된 주파수 범위는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지만, 더 높은 

범위는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더 높은 주파수에서 방향성을 갖게 되어 스피커의 고주파 

드라이버의 높이가 귀가 있는 레벨이 아닐 경우에, 정확한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ARC는 방의 경계선과 여압으로 저주파를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타겟 응답(Target Response)에서 이 방이 증폭시킨 것은 bump로 나타납니다. ARC는 이 bump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똑같이 맞출 때, 소리가 얇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전파 무향 스피커 응답” 또는 “울림이 

없는 시설”에서 측정된 직선 라인은 방에서 정상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응답만큼 이상적이지는 않습니다.

ARC는 각 스피커의 저주파 응답이 감소하는 곳을 감지해 하이 패스 필터를 설정해줍니다.

EQ “On” 과 “Off”를 비교할 때 평균 레벨이 같은 곳을 눈금으로 설정합니다. ARC 레벨을 설정할 때 표준 홈 씨어터 

설정 노이즈 보다 넓은 미드레인지 밴드를 사용하세요. 이 밴드는 1kHz에서 중심을 잡고 주파수를 줄여주기 때문에 

레벨이 크로스오버에 의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합니다.

EQ가 내 서브우퍼에도 적용될까요?- 그걸 사용해야할까요? 

ARC를 가동하기전에 서브우퍼의 EQ를 끄는 것이 정석이지만, Rooms과 Correction 시스템 때문에 사용 여부의 

대답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계산된 결과와 타켓 곡선이 서로 비슷하다면, 서브 EQ 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넓은 범위에서 곡선들이 심하게 다르다면, 서브 EQ를 사용하고, 다시 ARC를 작동시켜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세요. 

만일 ARC와 서브 EQ를 함께 사용했다면, ARC는 EQ가 꺼질 때 다시 한번 더 작동할 것입니다.

멀티 Paradigm Subs + PBK : 일반적으로 ARC를 사용하기 전에 각각의 서브에서 PBK를 실행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Before starting(시작하기 전에):

// 당신이 사용 할 리시버 소프트웨어와 ARC 소프트웨어가 서로 호환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 www.anthemAV.com 에 방문하여 최신 버전을 체크하세요. 리시버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는 

     섹션 4.11과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 있습니다.

// 당신의 ARC 마이크, 마이크 지원 파일 그리고 리시버는 시리얼 넘버와 매치되는 시스템입니다. 측정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기 전에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ARC 마이크 주파수 응답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 데이터로 마이크 교정 

    파일을 만드세요.

// 당신의 컴퓨터는 Windows XP 혹은 그 이후 버전이어야 하며 “9핀 시리얼 포트(리시버 연결용) 한 개와 USB 포트

    (마이크 연결용) 한 개”, 또는 “USB 포트 한 개와 카드슬롯 한 개와 시리얼 카드”, 

    또는 “USB포트 두 개와 시리얼 어댑터용 USB 한 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의 구성을 

    권장합니다.

Mac 사용자를 위한 별도 가이드

“Bootcamp”가 요구되는 인텔 기반 Mac(ARC는 Parallels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Bootcamp”를 설치 하려면:

// 스포트라이트 검색을 통해 Bootcamp를 찾으세요.

// 설치 가이드를 따르세요 – 이것은 하드 드라이브 분할 구역을 포함합니다.

// Bootcamp가 설치된 후에, 컴퓨터를 부팅 하는 동안 작동 시스템 옵션과 Windows를 선택하는 옵션 키가 뜨면 

    홀드하세요.

//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전원 설정과 배터리 잔량 측정 설정을 체크하여 설치 시문제가 되지 않게 하세요. 

//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에 지장이 될 만큼 큰 물체가 방에 있을 경우, 그 물체를 제거하여 ARC가 그 물체를 포함해 

    계산하지 않도록 하세요.

// 측정 시, 애완동물이나 아이들 또는 시끄러운 가족이 청취 영역 밖으로 벗어나도록 하세요. 환풍기 같이 연이은 소음은 

    아예 측정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음은 ARC가 잡아내어 재 측정을 요구합니다. 

// 두 환경 설정이 저장될 것입니다 – 하나는 영화용으로 베이스가 설정되며, 다른 하나는 음악용으로 설정됩니다.

만일 시리얼 어댑터용 USB를 사용하여 리시버를 연결한다면… :

1. USB는 두 정지 비트(stop bit)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댑터 제조사에 확인

2. 어댑터 제조사 웹사이트에 방문해 가장 최신 드라이버를 확인하세요. 설치 중에Windows에 허가 받지 않은 

 드라이버라는 경고창이 뜨면, 그 어댑터는 사용하지 마세요. 일부 “budget”어댑터는 베드 데이터를 리시버로 

 불러올 수 있으며, 작동에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3. 가상 포트는 COM1-COM6에 배치 되어야 합니다. 리시버 소프트웨어 설치가 리시버를 지정하지 못할 때, 

 어댑터 포트 매니저를 사용해 설정하세요.



ARC 소프트웨어 설치:

컴퓨터 CD 또는 DVD 드라이브에 ARC CD를 넣으세요. “Instructions(지시사항)”이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CD를 자동으로 인식해 실행하지 못한다면 “내컴퓨터”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고, 해당 CD드라이브를 

선택해 “setup.exe”를 더블클릭 하세요.

“Installation(설치)”를 통해 몇 개의 파일이 당신 컴퓨터의 Anthem폴더에 저장될 것이며, 시작메뉴에 “바로가기”

가 생성될 것입니다. Example:200001.cal.

스텐드 마이크 조립:

마이크 클립을 튜브에 조이세요. 클립을 수직으로 위치하세요. USB 마이크 케이블을 마이크에 연결하고 마이크를 

클립에 밀어 넣으세요.

이론적으로, 프론트 스피커 고주파 드라이버는 대략 듣는 사람의 귀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높이가 다를 경우, 

소리가 둔탁하거나 너무 밝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 높이를 조정해야 하며, 이런 측정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Telescoping tube”의 길이를 조정하려면, 먼저 그것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clamp(죔쇠)를 느슨하게 하세요.

청취영역 5군데의 위치는 정상적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이 수는 1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센터 좌석 위치여야 합니다. 이것은 또한 스피커 캘리브레이션(교정) 레벨을 설정하는데 사용됩니다. 2와 3의 위치는 

중앙에서 좌 우 대칭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방이 5 좌석 위치라면, 측정은 5 위치에서 

최소 2피트(70cm) 이상 떨어져서 최상의 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측정:

- 마이크와 리시버를 컴퓨터에 연결하세요.

- 첫 번째 영역에 마이크를 설정하세요. “Sweep tone”을 플레이 하는 동안 마이크 가까이에 서있지 마세요. 

 몸에서 반사되어 제대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 일단 ARC프로그램이 끝나면, 컴퓨터에서 분리하세요. 리시버를 켜서, 각 소스의 소스 설정 메뉴에서 On/Off 

 “Room EQ:”를 설정하세요. 만일 음악 환경설정을 위한 측정을 하려면 베이스 매니저에 따라 할당하세요.

- Save/ Load 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것들을 저장하세요. 베이스 매니지먼트 메뉴의 서브 크로스오버를 

 변경하는 것은 오직 Room EQ “Off” 소스에만 영향을 줍니다.

빠른 측정– 스피커 위치 설정 도움:

ARC를 가동하기 전에 서브우퍼의 위치는 아무데나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위와 같이 실행하되 자동모드 대신 매뉴얼 

모드를 선택하세요. “Tools(도구)” 에서 “Quick Measure(빠른 측정)을 선택한 후 “connection(연결)”을 누르세요. 

위치 변경이 가능하다면, 서브우퍼나 다른 스피커를 선택하고 “Start(시작)”을 클릭하세요. 약 10 sweeps 후에 

그래프는 부정확하게 측정된 것에 대해 라이브 업데이트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 스피커는 다른 위치에 놓도록 하고 

부정확한 그래프가 가장 평평해지는 곳에 다시 위치시키세요. 일단 위치가 결정되고 나면, ARC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세요.

사용자 설치: 한 개의 컴퓨터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ARC 설치 후ARC CD에서 이 디렉터리로 

연속된 파일을 복사하세요.

내컴퓨터, 로컬디스크 C:＼Program Files＼Anthem＼AnthemRoomCorrection



매뉴얼 모드:

자동 모드에서 생성된 파일은 범위 교정 및 공간감의 변경을 위하여 매뉴얼 모드에서 열어, 타켓을 변경하고 

“Calculate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업로드하세요.

ARC 업데이트:

주기적으로 www.anthemAV.com를 방문하여 ARC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세요. 다운로드는 버전 히스토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리시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ARC버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전 버전에서 설치한 “measurement(측정)”을 새 버전에 사용하려면, 매뉴얼 모드를 열어 “Calculate(계산하기)”

를 클릭한 후 업로드하세요.

더 최신 버전이 올라오면 사용하고 싶어 질 것입니다. 당신의 현재 버전을 체크해보세요.

- Anthem Room Correction을 가동하세요.

- “About”을 클릭하세요. 버전 넘버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의 버전이 최신이 아닐 때만 실행하세요.

- 웹사이트의 최신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세요.

-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zip 파일의 압축을 푸세요.

- 압축을 푼 폴더를 열어 “setup”을 더블클릭하세요. 소프트웨어 설치 가이드가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만일 컴퓨터에 제일 먼저 ARC를 설치하려면, 소프트웨어 설치 전에 소프트웨어 CD에서 연속된 파일을 

 복사하여 컴퓨터에 옮기세요.

- 설치가 완료되면, 다운로드 파일과 압축을 푼 폴더를 제거하셔도 됩니다.

Room의 크기를 변경하기 위해선, “Force checkbox”를 체크하여 “계산하기(Calculate)” 클릭 시 실행되는 

dB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감지된 공간은 “Bass absorber(베이스 흡수)”를 다 사용하거나 공간 내 스피커 

응답이 없을 때 0dB 가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동 감지 설정을 다시 복구하려면, “Auto Detect(자동감지)”를 누른 후 “Calculate(계산하기)”를 누르세요.

“Erase(지우기)”를 누르고 평평한 파라미터를 업로드하세요.

공간 및 시스템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Anthem의 자동 감지 시스템을 이용하면 Anthem의 기술자들이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여 직접 청취하지 않아도 기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적용하여 설치한 영화와 음악 스피커 환경설정을 한 세트로 측정할 수도 있나요? 음악 환경설정

에서만 서브우퍼를 사용하지 않게 설정할 수 있나요?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예”입니다.

- (자동 모드 또는 매뉴얼 모드) 측정 시, 음악 환경 설정을 영화와 같게 설정하세요.

- 매뉴얼 모드에서 타겟 패널을 원하는 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서브우퍼를 빼려면, 서브우퍼 주파수를 25Hz 보다 더 낮춤으로써 스피커가 없는 것처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크롤 화살표를 이용해 낮출 수도 있고 커서와 컴퓨터 키보드의 

 “Backspace”키를 이용해 주파수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2채널 소스 스테레오로 들을 때 

 센터 또는 서라운드 스피커를 제거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 만일 서라운드 모드가 선택되지 

 않을 땐(Section 4.8), 센터와 서라운드 스피커로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3.12 멀티미디어

iPod(별도의 MDX 1dock이 요구됩니다.):

스크린 화면에서 iPod 연결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론트 패널의 input selection이나 iPod input을 선택하세요. 

만일 프론트 패널의 input selection을 사용한다면, 버튼을 한 번 이상 눌러야 인터넷 라디오, USB, 그리고 iPod 소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Pod input이 선택되면, 네비게이션 버튼으로 iPod 세팅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iPod과 MDX 1의 오디오, 비디오 연결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연결 시(만일 iPod이나 iPhone을 음악 재생에만 사용한다면), “Digital(디지털)”을 

선택하세요. 디지털 옵션은 MRX300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igital 선택 시, iPod/iPhone의 아날로그 섹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오디오를 Zone2로 보내거나 비디오 플레이를 원한다면, “Analog(아날

로그)”를 선택하세요(립싱크가 발생되는 현상을 방지합니다).

비디오 연결 시, iPod 비디오 플레이어가 컴포넌트 비디오를 지원하지 않는 구형 모델이라면  “S-Video”를 선택하세요.

vTuner Internet Radio

(MRX 300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vTuner는 수많은 인터넷 방송과 방송국을 찾아냅니다.

Initial setup: 리시버를 이더넷망에 연결하고 MEDIA input selector를 통해 인터넷 라디오를 선택하세요.

(인터넷 라디오, iPod, USB 소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3번은 누르셔야 합니다) 방화벽이 리시버 인터넷 연결을 

막는다면, 방화벽 설정을 변경하여 리시버 MAC 주소를 허가하세요. MAC 주소는 화면의 네트워크 설정에 나타납니다.

추가 온라인 설치: 당신이 원하는 데로 컴퓨터에 “즐겨찾기”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MEDIA input 

selector”에서 인터넷 라디오를 선택하고 “Select(선택)”를 누르세요. 그러면 화면에 “Get access code(코드에 

접속하세요)”가 나타납니다. 8개의 숫자로 된 코드를 사용하여 http://anthem.vtuner.com에 등록하세요.

(“www”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스크린에 리시버 화면에 뜨는 정보와 같은 정보가 나타날 것입니다. 

등록이 완료된 후 당신은 원하는 방송국을 선택할 수 있고 그룹을 지정해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리시버 스크린 화면에 즉시 나타납니다.



Section 4.1 전원 On/Off

메인과 Zone2는 별도의 파워 컨트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볼륨은 setup메뉴 설정에 따라 조절됩니다. 

Section 4.2 ZONE 선택

ZONE을 눌러 일시 정지 되는 동안 Zone2 소스를 선택하세요. 이것은 아날로그 오디오와 합성 비디오 

소스를 집안의 다른 부품에 연결합니다.

Section 4.3 소스 선택

“Input select” 버튼들을 통해 소스를 선택하세요. 이 소스들이 리모컨의 인터넷 라디오와 USB, 그리고 프론트 패널의 

인터넷 라디오, iPod, USB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MEDIA”를 반복해서 누르세요. 리모컨의 “MEDIA”버튼은 

MRX300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Section 4.3.1 Tuner

AM/FM 주파수 조절:

“TUNNER”를 눌러 원하는 밴드 선택 후, ▼▲ 버튼을 눌러 주파수를 조절하세요.

Section 4.3.2 Multimedia

리시버는 다음의 소스를 이용해 오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USB 대용량 저장 장치(MRX300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M/FM 프리셋:

30개 방송까지 저장됩니다. 방송국을 저장하려면 리모컨의 “PRESE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에서 30까지의 숫자를 지정해주세요. 프리셋을 취소하려면 지정한 숫자를 

입력하세요. 프리셋은 6개 중 4 구역에 나눠집니다. 프리셋을 스캔하려면, 

“PRESETS” 또는 “PRESET SCAN”을 누른 후 ◀▶ 버튼을 사용하세요.

HD 라디오 수신(MRX 700 US 모델만 가능):

지역 라디오 방송국이 HD라디오 신호를 송신한다면, 리시버는 그 신호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신호가 잡히지 

않을 때, 리시버는 일반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할 것입니다. HD라디오 방송은 디지털 방송으로 더 높은 품질의 

오디오를 제공하며 지지직 소리 등의 잡음이나 소리가 흐려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신하는 동안, 

곡 타이틀, 앨범, 가수 등의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아날로그만 수신하려면 선택 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MEDIA” 버튼을 한두 번 누르면 “USB”가 나타나고, USB 메모리, 

하드디스크 또는 일반 MP3 플레이어 등이 컴퓨터에 이동식 디스크로 

나타납니다. 지원되는 파일 형식은 mp3, wav, wma 9, wma variable bit rate, wma lossless입니다.

대용량 저장 장치는 NTFS, FAT12, FAT32, HFS 또는 HFS+ 포맷을 사용해야만 호환이 됩니다. NTFS포맷을 

사용할 때, 암호화된 파일이나 보안 ID, ACL , 그리고 ADS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HFS/HFS+포맷만 읽을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수천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 대용량 저장소를 연결할 때, 화면에 파일 목록이 느리게 뜰 수도 있습니다. 

‘HFS/HFS+ 포맷’이 아닐 경우, 한 번 목록화 되고 나면 다음 번 연결 시간은 빨라집니다.

iPod/iPhone(별도의 MDX 1 dock 필요):

일단 iPod이나 iPhone과 연결되면, 노래 카테고리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네비게이션 버튼을 이용해 탐색하고 

노래나 비디오를 선택하세요. 리모컨의 그린 버튼은 랜덤 플레이 또는 셔플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iPod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vTuner Internet Radio(MRX300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MEDIA” 버튼을 한두 번 누르면 “Internet Radio”가 나타납니다. 스크린을 통해 전세계 수 많은 방송국과 Podcast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은 장르, 인기도, 나라, 음질 등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Section 4.4 LEVEL TRIM

때때로 스피커들의 소리가 너무 크거나, 너무 고요할 때, 플라이에서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SETUP 메뉴에 들어가지 않고 각 채널의 레벨을 조정하려면, 그림에 나오는 

“CHANNELS”를 누르고 ▲▼ 버튼을 이용해 조정하세요. 처음 입력은 채널 중에서 왼쪽 

프론트 스피커를 조정합니다. LFE는 서브우퍼 다음에 엑세스되며, 소스에 따라 다른 

채널 베이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줄일 수 있습니다.

Section 4.5 오디오 조정

베이스, 고음역, 립싱크 또는 리스닝 모드를 변경하려면 그림에 나오는 “AUDIO”버튼을 

누르세요. ▲▼ 버튼을 이용해 조정하세요.  

Section 4.6 리스닝 모드

서라운드 모드는 소스를 사용할 수 있게 처리하는 신호입니다. 서라운드 모드는 2개의 매인 카테고리를 갖습니다.

- 스테레오 소스를 지원 카테고리와 멀티채널을 지원하는 카테고리

스테레오 소스:

이 소스는 아날로그 스테레오, 디지털 PCM 스테레오, 그리고 돌비 디지털 2.0 서라운드 모드를 포함하며 7.1 채널 

output까지 지원됩니다. 이것은 이 섹션 뒤쪽에서 다시 설명됩니다. 각 소스는 자신의 설정 모드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TV를 AnthemLogic-Cinema에 연결할 수도 있고 CD를 AnthemLogic-Music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멀티채널 소스:

리시버는 당신이 각 DVD에서 선택한 포맷에 따라 디코딩된 것을 이용합니다. 일단 리시버 화면에 포맷이 나타나면, 

이 섹션에서 설명했던 추가적인 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설정한 사항들은 포맷과 소스를 통해 저장됩니다.

USB 미디어를 사용할 때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화면에 뜹니다.

노래 파일명 이외의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노래들은 파일명이 알 수 없는 앨범 또는 가수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Folder View(폴더 보기)” 목록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6.1 AnthemLogic™ 

이것들은 Anthem이 개발한 서라운드 모드로 훌륭한 서라운드 퍼포먼스를 나타내며 어떤 2채널 소스에나 지원됩니다.

AnthemLogic-Music™

AnthemLogic-Music™는 스테레오 사운드 스테이지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스테레오를 강화

시켜줍니다. AnthemLogic-Music™는 수 많은 리스닝 테스트를 거쳐 매우 효과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에코와 울림을 방지하기 때문에 순수한 소리 

그대로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피커 환경 설정에 따라 6.1채널 output까지 지원됩니다. AnthemLogic-Music™는 스테레오 뮤직 사운드

스테이지를 순수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센터 채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AnthemLogic-Music™는 효과적으로 음의 장벽(ex. 가구, 벽)을 제거해 값비싼 뮤지컬 사운드스테이지를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AnthemLogic-Cinema™

AnthemLogic-Cinema™는 크고 역동적인 영화 청취 경험을 제공합니다. 2채널 영화 사운드는 

예술 영화관과 같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AnthemLogic-Cinema™는 수 많은 리스닝 테스트를 

걸쳐 효과적인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최소형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에코와 울림을 방지하기 

때문에 순수한 소리 그대로를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피커 환경 설정에 따라 7.1채널 output까지 지원됩니다. AnthemLogic-Cinema™는 놓친 링크를 제공하여 

2채널 소스에서 나오는 홈씨어터 사운드가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Section 4.6.2 DOLBY DIGITAL 2.0

돌비 디지털 2.0 사운드트렉과 서라운드 인코딩은 Pro Logic IIx Movie 모드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플래그를 

갖고 있습니다. 모드는 다음 섹션에서 플래그 되는 모드와 그렇지 않은 모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6.3   2.0채널 서라운드 소스가 지원되는 서라운드 모드

Output 채널 수가 나타납니다. “AUDIO” 버튼을 누른 후 ▲▼ 버튼을 사용해 선택하세요.

Section 4.6.4 Dolby 가상 스피커

만일 당신의 시스템이 스피커 두개를 사용한다면 Dolby Virtual Speaker 리스닝 모드를 사용하여 5.1채널 리스닝 

환경을 만드세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와이드는 더 작은 리스닝 공간에, 레퍼런스는 더 큰 공간에 사용합니다. 

공간의 크기에 관계 없이, 가장 소리가 좋게 들리는 모드를 사용하세요.

멀티채널 소스를 플레이 하는 동안 왜 서라운드 모드를 선택할 수 없나요?

1. 만일 PCM이 아니고 샘플링 측정에서 96kHz 이상이 나왔다면, 서라운드가 지원되지 않을 것입니다. 

2. 7.1 채널 이하의 스피커를 사용하고 스피커 환경설정 메뉴가 정확하게 설정되었다면, 7.1 채널 이상의 
 스피들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Stereo   - 서라운드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AnthemLogic-Music - Anthem이 계발한 서라운드 모드 중 하나로 원래의 사운드 스테이지 또는 이미지 초점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테레오 음악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확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AnthemLogic-Cinema - Anthem의 또 하나의 모드로 2채널 영화와 TV프로그램 소스로도 대형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Pro Logic IIx Movie - 2채널 영화와 TV프로그램을 돌비 서라운드 디코더로 디코딩합니다.

Pro Logic IIx Music - 더 강화하기 위해 스테레오 음악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Pro Logic IIx Game - 서라운드 베이스가 비디오 게임 시 최적화된 환경을 선사합니다.

Dolby Pro Logic IIz - 프론트 천장 스피커로 공간감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스피커 환경 설정 시 메인 
      천장 스피커와 Pro Logic IIx을 함께 선택할 때 실행됩니다.

Neo:6 Music  - 스테레오 음악용 매트릭스 디코더입니다.

Neo:6 Cinema  - 매트릭스로 디코딩 된 영화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역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All Channel Stereo - 센터 채널과 서브우퍼를 함께 받는 동안, 좌우 채널은 서라운드와 후면 스피커로 
      보내집니다. 일부 처리 과정은 이미지를 순수하게 지키는데 사용됩니다. 어디에서 
      듣더라도 같은 크기의 소리를 듣는 것을 돕습니다.



Section 4.6.5 Dolby Digital

무손실 Dolby TrueHD와 Dolby Digital Plus를 포함한 다양한 압축 포맷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7.1 채널 

input까지 지원됩니다.

Dolby Digital Surround EX로 인코딩된 DVD를 볼 때, Dolby Digital EX 또는 Pro Logic IIx를 사용하여 

서라운드 후면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olby Digital EX는 후면 채널의 모노 신호를 생성하며 Pro Logic IIx는 

후면 채널의 스테레오 신호를 생성합니다. 두 가지 모드는 5.1 채널 소스에 사용합니다.

Dolby Digital Surround EX로 인코딩된 영화 목록은 돌비 웹사이트(www.dolby.com)와 THX 웹사이트

(www.thx.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Dolby Digital Surround EX와 Pro Logic IIx와 관련된 플래그는 

보통 최신 제목을 갖습니다.

Section 4.6.6 DTS

Lossless DTS-HD Master Audio와 Dts-HD High Resoluion, DTS-ES와 같이 다양한 압축 포맷들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Input 채널 수는 7.1까지 지원됩니다. 

후면 채널을 DTS-ES에 연결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Matrix - DTS-ES Matrix 소스는 5.1채널 DTS 사운드트렉의 서라운드 채널에 매트릭스된  모노 리어 

     채널을 갖습니다. 이 채널은 스피커 환경 설정이 가능할 때, 메인 백 스피커를 통해 출력되고 

     플레이 됩니다.

// Discrete - DTS-ES Discrete 소스는 5.1 채널 공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리어 채널과 함께 나오는 

     6.1채널을 포함합니다.

왜 나의 리시버는 내가 플레이 하려는 사운드 포맷을 탐색할까요? 

연결 시 포맷은 하나씩 보내지고 리시버는 받은 포맷을 플레이 합니다. 소스의 디지털 오디오 output이 

돌비 디지털에서 분리됐는지 DTS(비트스트림)이 setup 메뉴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당신은 원하는 사운드

트렉을 골라 오디오와 언어를 선택한 후 영화를 플레이 해야 합니다. 

다이얼로그 정규화:

돌비 디지털 프로그램은 리시버가 재생 레벨을 조정할 때 사용하는 오디오가 없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화와 프로그램 사이의 볼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정규화를 하지 않으면, 영화를 

표준 레벨로 인코딩 할 수 없습니다- 더 높은 레벨은 찢어지는 소리를 야기시킬 수 있고, 더 낮은 레벨은 주변 

소음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할 때 “Dial Norm Offset”이 4.0dB를 읽는다면, 인코딩된 레벨이 표준보다 4.0dB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그러면 모든 채널의 재생 레벨은 자동적으로 4dB까지 줄어듭니다.



Section 4.6.7 Dolby Volume 과 Dynamic Range Control

설정에 따라 돌비 볼륨을 사용하거나 소스 설정 메뉴를 사용하려면 “DOLBY VOLUME”을 누르고 

▲▼ 버튼을 사용해 On/Off를 선택하세요.

Section 4.7 레졸루션

비디오 출력 레졸루션을 setup메뉴를 거치지 않고 변경하려면, “RESOLUTION” 버튼을 누르세요.

Section 4.8 화면 밝기

프론트 패널 화면과 LED 밝기를 조절하려면, 리모컨의 “DIM” 버튼을 누르거나 프론트 

패널의 “DISPLAY”버튼을 눌러 ‘밝게, 어둡게, 끄기’ 중에서 선택하세요.

Section 4.9 수면 타이머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들으면서 자고 싶다면, Sleep Timer가 예약시간에 맞춰 리시버를 끌 것입니다. 

“SLEEP” 버튼을 한 번 누르면 30분이 예약됩니다. 예약 시간을 늘리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두 번=60분, 세 번=90분, 네 번=불가능. 최대 90분까지 가능합니다.

돌비 볼륨을 껐을 때, “DOLBY VOLUME”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또 다른 볼륨 조절 장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를 통해 가장 고요한 소리와 가장 큰 소리 사이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멀티채널에서는 광범위한 

신호 범위를 가진 Dolby Digital과 DTS 사운드트렉에서만 됩니다. 최소 5.1 채널 스피커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버튼으로 선택하세요.

Auto  - 이것은 Dolby TrueHD 디폴트 설정으로 광범위한 범위를 사운드 트렉 신호에 따라 조정합니다. 
     Auto는 다른 포맷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Normal  - 광범위한 범위 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Reduced - 가장 조용한 부분을 더 잘 들리게 하며 사운드 트렉 신호에 따라 작은 음량은 올려주고 반대로 
     큰 음량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Late Night - 최소 볼륨과 최대 볼륨간의 차이를 줄여줍니다.

Dolby Volume은 디폴트에 따라 켜집니다- setup메뉴를 통해 디폴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스는 

때때로 넓은 범위의 선택폭을 가집니다. 경우에 따라 소스의 세팅명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각 세팅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려면, 소스 작동 매뉴얼을 체크하세요. 



Section 4.10 INFO DISPLAY(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누르기, 해제, 누르기”를 반복해서 다음 사항이 스크린 화면에 나타나게 하세요.

Section 4.11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멀디미디어 섹션(MRX300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USB, 인터넷 라디오, 별도의 MDX1 도크를 통한 멀티미디어 재생은 정면 또는 후면 패널의 USB 포트에 꽂아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4.12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메인 섹션

리시버 작동은 후면 패널의 RS-232 포트로 설치된 소프트웨어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하려면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후 설치하세요.

컴퓨터와 요구되는 연결 환경을 보려면 섹션3. 11참고하세요.

트러블슈팅:

설치 중 ‘프로세서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창이 반복해서 뜬다면, 컴퓨터에 시리얼 포트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지 확인하세요- 만일 사용하고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시리얼 포트를 

끄세요.

1. “INFO” 버튼을 눌러 어떤 MM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Anthem 웹사이트(www.anthemAV.com)을 방문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찾으세요.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예전 버전이라면 새 버전으로 진행하세요.

3. 소프트웨어 링크를 클릭하세요. Zip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묻는 창이 뜨면, 데스크탑에 저장하세요. 

4.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해 다운로드된 파일 압축을 푸세요. 

5. 압축을 푼 폴더에서 “Read Me.txt” 를 찾아 히스토리를 변경하세요.

6. “fw_upd.bin”을 USB메모리 장치에 복사하세요.

7. 복사된 USB메모리 장치를 리시버에 꽂으세요. 남은 지시사항이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준비:

1. “INFO” 버튼을 눌러 어떤 버전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2. Anthem 웹사이트(www.anthemAV.com)을 방문하여 최신 소프트웨어 버전을 찾으세요. 당신의 
 소프트웨어가 예전 버전이라면 새 버전으로 진행하세요.

3. 소프트웨어 링크를 클릭하세요. Zip 파일을 어디에 저장할지 묻는 창이 뜨면, 데스크탑에 저장하세요. 

4. 압축을 푼 폴더에서 “Read Me.txt” 를 찾아 히스토리를 변경하세요.

5. “Installer.exe”를 더블클릭 하세요. 남은 지시사항이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설치:

- 비디오 input: 사용중인 비디오 입력 잭

- 오디오 input: 사용중인 오디오 입력 잭

- 비디오 입력 환경설정: 소스 레졸루션

- 오디오 입력 환경설정: 소스 포맷

- 비디오 출력 환경설정: TV 레졸루션

- 펌웨어 정보: 메인 컨트롤러의 펌웨어 버전, 비디오, 오디오DSP, 멀티미디어 모듈, 날짜



소비전력 최대 500W

저전압 버전: 120V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 제품은 60Hz 주파에서 108V와 132V 사이로 공급되는 싱글 

AC 파워 소스로 작동됩니다.

고전압 버전: 220V, 230V그리고 240V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이 제품은 50Hz 또는 60Hz 주파에서 198V와 

264V 사이로 공급되는 싱글 AC 파워 소스로 작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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