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 Advanced
AV Pack
Xbox 확장 AV 팩

The Xbox Advanced AV Pack connects the Xbox console to S-video and digital audio input. It is for use
exclusively with the Xbox™ video game system from Microsoft.
IMPORTANT! Before using this product, read the Xbox Instruction Manual for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and health warnings. Please retain both the Xbox Instruction Manual and these
instructions for future reference. The limited warranty covering this Xbox AV pack is contained in
the Xbox Instruction Manual.

Connecting to a TV
Use the Xbox Advanced AV Pack to connect the Xbox console to the S-video AV input of your TV:
1.

If the Xbox console is on, press the power button on the Xbox console to turn it off.

2.

Connect the Xbox AV connector to the AV port on the Xbox console.

3.

Connect the S-video cable connectors to the advanced AV pack and to the S-video input on
your TV.

4.

Connect the left and right audio connectors to the advanced AV pack and to the audio input
on your TV.

5.

Set the appropriate video input for your TV to display Xbox games. Common names for video
input are Input Select, AUX, Line In, Line, In, Input, Source, Video 1, and EXT, depending upon
your TV type. For more information, see your TV manual.

Connecting to a digital AV system
If your system (typically, a receiver or amplifier) has digital audio
input, you can connect to digital audio rather than to the
standard left and right audio input. Digital audio input should
produce higher-quality sound.
1.

Connect video input using the AV pack as described in
steps 1 and 2 of Connecting to a TV.

2.

Connect the digital audio cable connectors to the digital
audio output of the AV pack and to the digital audio
input of your receiver.

To use digital audio, you must select the appropriate audio
settings for the Xbox video game system:
1.

Turn on your Xbox console with no disc in the disc tray.

2.

Select Settings, then select Audio.

3.

Select the digital audio setting for your system. Play DTS
or Dolby® Digital audio only on AV systems that support
these audio settings.

If you need more help
Should you have any problems, do not attempt to take apart, service, or modify the Xbox Advanced
AV Pack or Xbox console in any way. Doing so could present the risk of serious injury or death from
electric shock or fire, and it will void your warranty. Do not take your Xbox video game system or this
peripheral to your retailer for repair or service, unless instructed to do so by an Xbox Customer
Support representative.
Please see http://www.xbox.com or call the Xbox Customer Support number:
•

Hong Kong: 800 96 4215, Singapore: 800 448 1330

Copyright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ncluding URL and other Internet Web site references,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Unless otherwise noted, the example companies, organizations, products,
domain names, e-mail addresses, logos, people, places, and events depicted herein are fictitious, and
no association with any real company, organization, product, domain name, e-mail address, logo,
person, place, or event is intended or should be inferred.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copyright laws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user. Without limiting the rights under copyright, no part of this document
may be reproduced, stored in or introduced into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otherwise) or for any purpose, with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of Microsoft Corporation.
Microsoft may have patents, patent application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vering subject matter in this document. Except as expressly provided in any written
license agreement from Microsoft, the furnishing of this document does not give you any license to
these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 2002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Xbox, and the Xbox logos are either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or other countries.
“Dolby” and the “Double-D” symbol are trademarks of Dolby Laboratories.
The names of actual companies and products mentioned herein may be the trademarks of their
respective owners.
Microsoft Corpo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 USA.

Xbox 확장 AV 팩은 Xbox 본체를 S-비디오 및 디지털
오디오 입력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며, Microsoft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 전용입니다.
중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Xbox 제품 설명서에
서 주요 안전 정보와 건강을 위한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십시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Xbox 제품 설명
서와 이 지침들을 잘 보관하십시오. Xbox AV 팩에
적용되는 제한된 보증은 Xbox 제품 설명서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TV에 연결하기
Xbox 확장 AV 팩을 사용하여 TV의 S-비디오 AV 입력
에 Xbox 본체를 연결합니다.
1. Xbox 본체가 켜져 있을 경우 Xbox 본체의 전원
단추를 눌러서 끕니다.
2.

Xbox AV 커넥터를 Xbox 본체의 AV 포트에 연결합니다.

3.

S-비디오 케이블 커넥터를 확장 AV 팩과 TV의 S-비디오 입력에 연결합니다.

4.

왼쪽 및 오른쪽 오디오 커넥터를 확장 AV 팩과 TV의 오디오 입력에 연결합니다.

5.

Xbox 게임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TV에서 적절한 비디오 입력을 설정합니다. 비디오 입력에
자주 사용되는 이름에는 TV 종류에 따라 TV/외부 입력, 입력 선택, Line In, Input, Source,
Video 1, EXT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AV 시스템에 연결하기
시스템(일반적으로 리시버 또는 앰프)에 디지털 오디오 입력이 있
을 경우 표준 왼쪽 및 오른쪽 오디오 입력 대신 디지털 오디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오디오 입력을 사용하면 음질이 향상
됩니다.
1.

TV에 연결하기의 단계 1과 2에서 설명한 대로 AV 팩을 사
용하여 비디오 입력을 연결합니다.

2.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 커넥터를 AV 팩의 디지털 오디오 출
력과 리시버의 디지털 오디오 입력에 연결합니다.

디지털 오디오를 사용하려면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에 알맞은
오디오 설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1.

디스크 트레이에 디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Xbox 본체를 켭
니다.

2.

설정, 오디오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3.

시스템에 맞는 디지털 오디오 설정을 선택합니다. DTS 또
는 돌비® 디지털 오디오는 해당 오디오 설정을 지원하는
AV 시스템에서만 재생하십시오.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Xbox 확장 AV 팩 또는 Xbox 본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분해, 수리 또는 변경하지 마
십시오. 이러한 경우 감전이나 화재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의 위험이 있으며, 보증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Xbox 고객 지원 담당자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Xbox 비디오 게임 시스템 또는 주변 장
치를 소매점으로 가져가서 수리하거나 서비스를 받지 마십시오.
http://www.xbox.com 사이트를 참조하거나 Xbox 고객 지원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대한민국: 00368 440 0090(수신자 부담)

저작권
URL 및 다른 인터넷 웹 사이트 참조를 포함한 이 자료의 정보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는 한, 용례에 사용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및
이벤트 등은 실제 데이터가 아닙니다. 어떠한 실제 회사, 기관, 제품, 도메인 이름, 전자 메일 주소,
로고, 사람, 장소 또는 이벤트와도 연관시킬 의도가 없으며 그렇게 유추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저작
권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저작권에서의 권리와는 별도로, 이 설명서의 어떠한 부분
도 Microsoft의 명시적인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형식이나 수단(전기적, 기계적, 복사기에 의한 복사,
디스크 복사 또는 다른 방법) 또는 목적으로도 복제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 또는 도입되거나, 전송
될 수 없습니다.
Microsoft가 이 설명서 본안에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을 보유할 수
도 있습니다. 서면 사용권 계약에 따라 Microsoft로부터 귀하에게 명시적으로 제공된 권리 이외에, 이
설명서의 제공은 귀하에게 이러한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등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도 허여하지 않습니다.
© 2002 Microsoft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Microsoft, Xbox 및 Xbox 로고는 미국, 대한민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의 Microsoft Corporation 등록 상표
또는 상표입니다.
"돌비"와 "Double-D" 기호는 Dolby Laboratories의 상표입니다.
여기에 인용된 실제 회사와 제품 이름은 해당 소유자의 상표일 수 있습니다.
Microsoft Corporation, One Microsoft Way, Redmond, WA 98052-6399 USA.

uÄçñ==^s=

uÄçñ==^s= !"=uÄçñ= =pJîáÇÉç= !"#$%uÄçñ==^s= !=jáÅêçëçÑí==uÄçñ™ 
 !"#$%&'
 !" !"#$%&'()*uÄçñ= !"#$%&'()*+,-./012345uÄçñ=
 !"#$%&'()*+,-)./012 =uÄçñ=^s= !"#$%&'()*uÄçñ=
 !

 !
=uÄçñ==^s= !"=uÄçñ= !"#$%=pJîáÇÉç=^s=
NK =uÄçñ= !"#$%&'()&*$+(),-.
OK =uÄçñ=^s=
PK =pJîáÇÉç=

!=uÄçñ=
!"#=^s=

!=^s=
!"#$%&'=pJîáÇÉç=

QK  !"#$%&'=^s= !"#$%&'()*+,
RK  !"#$% &'()*+,=uÄçñ= !"#$%&'($)*+%,-./012fåéìí
pÉäÉÅí^ruiáåÉ=fåiáåÉfåfåéìípçìêÅÉsáÇÉç=N==buq !"#$%&'()*+
 !"#$%

 !=^s=
 !"#=E !"#$%F= !"#$%&'()*+ !"#
 !"#$%&'()*+,-./0123.456789:(2

NK  


!

==N==O=

!"#=^s=

!"#$%

OK= !"#$%&=^s= !"#$%&'()*+,-.!"
 !"#
 !"#$%&'()*=uÄçñ= !"#$%&'()*+,NK =uÄçñ==E !"#$%&'F
OK =xz !"=xz
PK  !"#$%&'()*+,-./0%&'("=^s= !"
 =aqp==açäÄó® aáÖáí~ä=

 !"#





!"#$%&'()*=uÄçñ==^s= !=uÄçñ= !"#$%
!"#$%#&'()*+,$-./0123456$789:;<=
!"#$%&'()*+uÄçñ= !"#$%&'()*+,-./012345617()=uÄçñ=
!"#$%&'()*+#,-.

 =ÜííéWLLïïïKñÄçñKÅçã= !=uÄçñ= !"#$%
• 

MMUMN=QQ=QOPN

• 

UMM=VS=QONR

• 

!UMM=QQU=NPPM


 !"#$=E=roi= =fåíÉêåÉí= !F !"#$%&'()*+% ,-./01234
 !" #$ %&'( )*+,-. /012 34 -567,89:;<=>?@ABCD
 !" #$ %&'()* +,-. /0 1234(56789:;<=>?@AB;C<DE5
=jáÅêçëçÑí=`çêéçê~íáçå= !"#$%&'()*+,-$)*./012=E !"#$ !"%&"
 !"#$F= !"#$%&'()*+,-./#$%&'()*0123 456789=EêÉíêáÉî~ä
ëóëíÉãF
jáÅêçëçÑí= !"#$%&'()*%+,-./0-.12/034056/789:;<=>/?@A
jáÅêçëçÑí= !"#$%&'()*+,-./012 3456789:!;<=;>?!@ABCDEF

© OMMO=jáÅêçëçÑí=`çêéçê~íáçåK !"#$
jáÅêçëçÑíuÄçñ==uÄçñ= !"=jáÅêçëçÑí=`çêéçê~íáçå= !L !"#$%&'&'(
açäÄó===a= =açäÄó=i~Äçê~íçêáÉë= !
 !"#$%&'()*+,-./012"13456
jáÅêçëçÑí=`çêéçê~íáçåI=låÉ=jáÅêçëçÑí=t~óI=oÉÇãçåÇI=t^=VUMROJSPVV=rp^K

MVMO=m~êí=kìãÄÉêW=uMUJURVRVJM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