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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panel(상단) 

 

1. /VOLUME(전원/볼륨) : 

A. 볼륨 노브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볼륨을 높이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 볼륨을 

낮춘다. 

B. 헤드폰으로 음악 청취시에도 볼륨 노브로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다. 

C. 노브를 눌러 스텐바이 상태 및 ON 상태로 전환 할 수 있다. 

D. 알람 작동 시 노브를 눌러 알람 작동을 멈출 수 있다. 

2. SNOOZE(스누즈): 알람 작동시 반복적으로 버튼을 눌러 5분, 10분 연기 할 수 있다. 

기능이 설정되면 디스플레이 창에는 Snooze라고 표시되고 전원을 껐다 켜면 취소 

된다. 

3. TUNE/SELECT(조정/선택): 이 노브는 각종 옵션간 이동 시 사용하며 노브를 누르면 

해당 옵션이 실행된다. 

4. EXTERNAL ANTENNA(외부안테나): 라디오 수신 감도를 더욱 좋게 해주는 안테나 

5. HANDLE(손잡이): 라디오 이동 시 사용하는 알루미늄 손잡이 



Front panel(전면) 

 

 

• DISPLAY SCREEN(화면표시): 2x16 숫자로 구성되어 표현되는 LCD 표시 창 

• MODE(모드): 이 버튼을 누르면 DAB/DAB+, FM, Smart Device (Bluetooth)간 모드 이동이 가

능 

AUX IN. AUX IN는 3.5mm 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을 때 만 표시가 된다. 

• INFO(정보): 방송신호가 잡히는 동안 이 버튼을 누르면 정보가 표시된다. 

• MENU(메뉴): 버튼을 눌러 메뉴 기능을 조절한다. 

• SCAN(스캔): DAB/DAB+ 모드에서 주파수 전체 스캔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른다. FM모드에

서 이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파수가 스캔 된다.  

• ALARM(알람): 알람 조절 기능시 선택 

• Preset buttons 1-5 (DAB/DAB+ and FM 모드에서): 

주파수 저장할 때 : 저장하고 싶은 번호(1~5)의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Preset # stored’라고 

표시되며 해당 주파수가 저장 된다.  

 



저장된 주파수 불러올 때 : 1~5번 중 하나를 선택해 원하는 주파수를 청취한다. 

• Playback buttons (Smart Device (Bluetooth) 모드에서): 

 버튼을 눌러 이전트랙으로 넘긴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되감기가 기능이 된

다. 

 버튼을 누르면 재생/정지가 된다. 다음 곡을 들으려면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앞으로 빨리 감기 기능이 작동된다. 

• LIST (Smart Device 모드에서): LIST버튼을 누르면 페어링된 블루투스 장치가 보인다. 그리고 

이전에 연결된 장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10개까지 장치를 저장해 둘 수 있다. 

• PAIR (Smart Device 모드에서): 블루트스 페어 버튼: 

버튼을 누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블루투스 장치가 Dab2go 라디오와 페어링 가능하게 된

다. 

페어링 시도하는 장치의 블루투스 장치 찾기를 눌러 ‘DAB2GO BT’를 찾아 선택하면 된다. 필

요에 따라 비밀번호 요구시 ‘0000’을 입력해 준다. 

 

Rear panel(후면) 

 

1. 12V/1A: DC전원 연결을 위해 사용한다. 



2. HEADPHONES: 헤드셋 플러그를 연결해서 헤드폰 청취를 한다. 플러그 연결 시 라

디오 내부 스피커는 자동으로 꺼진다. 헤드셋 볼륨은 볼륨 노브로 조절한다. 

3. RECORD OUT: 다른 앰프와 연결해서 TUNER로 사용할 수 있다. 

4. AUX IN: 다른 스테레오 또는 모노 오디오 소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5. UPDATE PORT: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포트(서비스 센터 전용!!) 

6. BATTERY COMPARTMENT: 나사를 열어 AA배터리 6개를 장착해서 휴대용으로 사

용할 수 있다(배터리 별매). 

 

배터리 사용시 중요 주의 사항 

- 배터리 용량이 거의 떨어졌을 때, 배터리 표시등이 깜빡이면 배터리를 바꾸어야 한

다. 배터리 표시등이 깜빡이는 시간은 배터리 남은 용량에 달려있다.  

- 용량이 없는 배터리는 모두 분리해 주고 어린이나 애완동물로 배터리를 주의한다. 

- 배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장착되지 않으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 정확한 규격과 방

향에 맞게 장착을 하며, 다 사용한 배터리는 각 국가 처리 규정에 맞게 폐기한다. 

- 배터리 사용시간은 볼륨 수준 및 배터리 제조사에 따라 달라진다.  

- 만일 배터리에 불이 날 경우 물을 뿌리거나 하지 말고 소화기를 사용한다.  

 

주의 : 배터리는 각각의 칸에 그

림과 같이 장착이 되어야 한다. 

(+) (-)는 반드시 제대로 위치해 

있어야 작동이된다.  

경고 : 일반 알카라인 배터리 장

착시 전원 아답터를 연결하면 라

디오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손상 발생시 

서비스 보상 규정에 예외가 된다.  



일반 작동법 

전원켜기  

아답터를 연결하고 /VOLUME(전원/볼륨)을 가볍게 한 번 눌러준다. 

전원이 켜지면서 MODE버튼을 한번씩 눌러 아래 4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1) DAB 모드 : 현재 한국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디지털 라디오 방송 

2) FM 모드 : 라디오 청취  

3) Smart Device(Bluetooth)모드 : 스마트폰 또는 MP3 등 무선연결 

4) Aux모드 : 3.5mm 플러그 케이블(별도 구입)로 연결해서 음악 청취 가능 

 

FM Mode (라디오 청취) 

 MODE 버튼을 누르면 DAB 모드가 표시된다 한 번 더 눌러 FM 모드로 선택한다. 

 처음 FM주파수는 87.50으로 셋팅 되어있거나 마지막 셋팅 되었던 채널이 표시된다. 

1. 수동 주파수 선택 

주파수가 표시되면 TUNE/SELECT 손잡이로 0.05MHz 단위로 조절 한다. 

2. 자동 주파수 선택 

주파수가 표시되면 SCAN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주파수가 선곡 된다. 

3. 선곡 셋팅 

청취 가능한 주파수에서 스캔이 멈추게 되며 상황에 따라 수신 신호가 좋거나 약하거

나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조절 하면 된다. 

1) MENU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 조절로 'Scan setting'이 표시되면 

TUNE/SELECT버튼을 눌러 확정한다.  

 



2) TUNE/SELECT 노브를 돌려 ‘All stations’ 또는 ‘Strong stations only’가 보이면  

TUNE/SELECT 노브를 돌려 ‘Strong stations only’를 선택한다. 

4. 오디오 셋팅(주파수가 약할 경우 모노 모드로 신호를 개선 시킨다) 

1) 주파수가 약한 채널을 모노 모드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MENU 버튼을 눌러 

TUNE/SELECT로 가서 ‘Audio setting’을 선택하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확정한다. 

 

2) TUNE/SELECT를 돌려 ‘Stereo allowed’가 표시되게 하고 ‘Forced mono’가 표시

되면 TUNE/SELECT노브를 눌러 확정한다. 

 주파수 저장 : 주파수를 SCAN버튼으로 검색한 후 원하는 주파수가 표시되면 전면 

아래 버튼 중 숫자가 표시된 1~5번까지 중 원하는 번호를 누르고 있으면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고 저장이 된다(아래 그림은 1번으로 저장했을 경우) 

 

 

AUX Mode (외부 기기 연결 청취) 

스마트폰이나 MP3등 휴대용 플레이어 3.5mm 짹(케이블 별도 구매) 과 라디오 AUX IN 을 연

결해서 즉각적으로 음악 청취가 가능하다. 연결시 청취 중인 다른 모드(라디오 블루투스 등)는 

모두 자동 정지된다. 다시 라디오나 다른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AUX케이블을 분리해야 

한다. 

1. 연결에 앞서 3.5mm 케이블을 준비하고(별도 구매) DAB2GO 라디오 후면에 있는 

Aux in과 외부오디오 기기 연결 부분에 연결을 한다. 

2. 전원 스위치를 켠다. 

3. 케이블을 연결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그림에 숫자는 다를 수 있음) 

 



4. 휴대용 장치의 볼륨 또는 라디오 자체의 볼륨을 조절해서 적합한 볼륨을 유지한다. 

5. 다른 모드 청취를 위해서는 AUX IN 케이블을 분리한다. 

 

BLUETOOTH Mode (블루투스 연결 청취) 

스마트폰이나 MP3등(블루투스 지원기기만 해당)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DAB2GO라디오와 

무선으로 연결해서 청취 가능하다. 

- MODE버튼을 눌러 ‘Smart Device’가 표시되게 한다. 바로 전면에 있는 PAIR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Bluetooth Discoverable’이라는 표시가 되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스

마트폰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기기 검색을 하면 ‘DAB2GO BT’라고 표시가 되면 

해당 기기를 선택하면 페어링이 된다.  

 

Sleep(취침 설정) 

해당 라디오를 자동적으로 슬립모드로 들어가게 해 주는 기능 

1. MENU 버튼을 눌러 TUNE/SELECT 노브를 돌려 ‘Sleep’ 모드에 놓이면 다시 

TUNE/SELECT 노브를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 노브를 돌려서 꺼지는 시간(15/30/45/60/90)을 선택한 후 다시 

TUNE/SELECT노브를 눌러 확인 선택한다. 

3. 슬립타이머가 카운트 되는 중간에 Sleep 기능을 끄려면 ‘Sleep’옵션을 선택하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Sleep off'를 선택한다. 

 

Time(시간 설정) 

1. MENU 버튼을 눌러 TUNE/SELECT 노브를 돌려 ‘Time’ 모드에 놓이면 다시 

TUNE/SELECT 노브를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 노브를 돌려서 꺼지는 시간(15/30/45/60/90)을 선택한 후 다시 

TUNE/SELECT노브를 눌러 원하는 설정을 선택한다. 



Set Time/date: 

(시간/날짜 설정) 
수동으로 시간/날짜를 조정 

Auto update: 

(자동 업데이트) 

‘Update from ANY’, ‘Update from DAB’, ‘Update from 
FM’ or ‘No update’ 

Set12/24hour format: 

(12/24시간표시선택) 
12시간/24시간 선택 

Set date format: 

(날짜표시선택) 
DD-MM-YYYY(일-월-년)’ or ‘MM-DD-YYYY(월-일-년)'선택 

 

Alarm(알람 설정) 

듀얼 알람 기능이 기본 탑재됨 (알람 셋팅을 위해서는 시간 셋팅이 우선 되어 있어야 함) 

1. ALARM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Alarm 1’ or ‘Alarm 2’를 선택 하고 TUNE/SELECT를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를 돌려 옵션을 선택하고 TUNE/SELECT를 눌러 확인 선택한다. 

Alarm states :  

(알람 상태) 
On or Off (끄기 / 켜기) 

Alarm time : 

(알람 시간) 
On Time: 00:00(수동으로 설정) 

Alarm duration : 

Time(알람 반복시간) 
15/30/45/60/90 분 

Alarm source : 

(알람소스) 
DAB, FM라디오 또는 버저소리 

Alarm active day: 

(알람 작동 날짜) 
Daily(매일), Once(한번), Weekends(주말) or Weekdays(주중) 

Alarm volume: 

(알람 볼륨) 
TUNE/SELECT 노브를 돌려 볼륨을 조절한다 

3. 화면에 'Alarm Saved’가 표시되면 알람 셋팅 완료. 

4. 알람이 울리는 과정에 임시적으로 알람을 끄려면 SNOOZE버튼을 눌러 SNOOZE기

능을 활성화 한다. SNOOZE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Snooze 시간을 5분/ 10분 설정 

할 수 있다. 

5. 알람이 울리는 동안 알람을 끄기 위해서는 /VOLUME 노브 또는 ALARM버튼을 

누른다. 

6. 알람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1~3과정을 참조해서 ‘Off’상태로 설정한다. 

 



7. Off모드에서 알람 버튼을 눌러 알람1 또는 알람2를 선택할 수 있다. SELECT를 사용

해서 ON/OFF 선택 할 수 있다. 

 

Equaliser(이퀄라이저) 

BASS(베이스) / TREBLE(트레블) 등을 조절해서 원하는 음색을 강조해서 청취할 수 있다. 

1. MENU(메뉴)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 Equaliser '를 선택한 후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를 돌려 Treble 그리고 Bass를 선택해서 조절한다. 

 

Backlight(조명) 

1. MENU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Backlight'를 선택한 후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 노브를 돌려 ‘Power On' 또는 'Standby’를 선택한 후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3. TUNE/SELECT노브를 돌려 High(최고)/Medium(중간)/low(낮음)을 선택하고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4. 참고 : 스텐바이 모드에서는 아무 버튼을 누르면 5초간 불이 켜진다. 

 

Language(언어) 

1. MENU(메뉴)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Language(언어)'를 선택한 

후 TUNE/SELECT을 눌러 선택한다. 

2. TUNE/SELECT 노브를 돌려 언어를 선택하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확인 선

택한다. 

 

 



Factory Reset(공장초기화) 

DAB2GO 제품 사용 중 가끔 예기치 않는 문제가 발생되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경우 공장 

초기화를 하여 원래 초기 값으로 복구 시킨다. 

1. MENU(메뉴)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노브를 돌려 'Factory Reset'를 선택하고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2. TUNE/SELECT를 돌려 ‘Yes(예)’를 선택하고 TUNE/SELECT을 눌러 확인 선택한다. 

 

Software upgrade(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전문 엔지니어에 한정된 서비스(개별적 업그레이드 실행으로 문제 발생시 보증 수리에 제약

이 발생될 수 있음) 

 

SW Version(제품 버전) 

 MENU버튼을 누르고 TUNE/SELECT를 돌려 ‘SW version’을 선택한 후에 TUNE/SELECT를   

누르면 화면에 소프트웨어 버전이 표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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