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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수출전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본 한글 매뉴얼은 한글 사용자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토랙 DF10-화이트캣D 

디지털 미디어프레임  

한글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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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품의 메모리카드 슬롯에 메모리카드 삽입 시 카드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스틱 (MS)을 슬롯에 

넣을 시는 뒤에서 봐서 메모리스틱의 뒷면이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넣을 시 전자액자가 고장이 나

면서 화면에 “Not connected” 라는 화면이 뜨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 장의 메모리카드 장착하기 참조) 

 

[제품의 명칭]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파워 아답터를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2. 주 전원 스위치 전원버튼을 눌러 전원을 켭니다. 



Photorek Digital Photo Frame 

Page 3/9 DF10 시리즈 디지털미디어프레임 한글 매뉴얼 버전 1.0                                        

 

3. 전원을 키면 전자액자의 LCD화면에 메모리카드 선택화면이 나타납니다. 

4.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꼽거나 빼기 전에는 전원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장착하거나 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카드 장착 하기] 

 

메모리카드의 방향을 반대로 카드슬롯에 삽입 시 제품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잘 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카드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카드를 반대로 꼽으면 

끝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다고 무리하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 슬롯이 

파손 될 수 있으며, 기기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메모리스틱은 절대 반대 방향으로 

카드슬롯에 무리하게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방향이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정확한 방

향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장착은 안됩니다. 무리하게 장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

드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컴팩트플래쉬카드(CFC)는 전자액자 뒤

에서 봐서 카드 앞면이 앞에서 보이게 

장착합니다. 

SD/MMC/MS/XD픽쳐 카드는 전자액자

를 뒤에서 봐서 카드 앞면이 앞으로 보

이게 장착합니다. 

USB포트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에 

주의하여 꼽으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바르게 장착되면 화면상의 “please insert card”라는 문구가 사라지면서 장착된 카드의 해당하는 

아이콘이 활성화 됩니다. 

참고적으로 각 카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 리모컨은 사정에 따라 버튼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UTE]: 리모컨의 MUTE버튼을 누르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일시 중지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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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리모콘의 SETUP메뉴를 누르면 메뉴 전자액자의 

환경설정을 할 수 있는 셋업 메뉴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EXIT버튼을 누르면 설정에서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ROTATE]: 이 버튼을 누르면 LCD화면에 재생되는 화면의 

영상을 60,90,180,270도로 회전 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배경음악을 재생 중에는 화면 회전기능을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Calender]: 이미지상에 보이는 calendar버튼이 BT/WF자리

로 이동이 되었습니다.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de]: 하단의 모드 버튼은 새로운 제품에 기능이 삭제되

어 버튼이 없습니다. 

[ UP / DOWN / LEFT /  RIGHT] 화면상의 방향을 선택하는 

키로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볼륨버튼 +/-] 전자액자의 스피커의 음량을 조정합니다. +

키는 음량을 키우고 –키는 음량을 줄입니다. 

[ENTER] : 선택한 메뉴를 실행하실 때 사용합니다. 

[PLAY/PAUSE]: 사진을 재생하고자 할 때 또는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 재생 중 일시 중지 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음악이나 동영상 재생이 시작됩니

다. 

[STOP]: 사진 재생 중 중지 할 때 사용합니다. 사진 재생 중 중지되면 작은 화면으로 보여지는 화면으

로 돌아갑니다.  

[COMBO] : 이미지 파일 재생과 동시에 MP3파일을 재생시켜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 ▶▶ ◀◀ ] 동영상 재생 시 앞으로 빨리 감기나 뒤로 빨리 감기 시 사용합니다. 

 

[ I◀◀  ▶▶I ] 이미지 파일 재생 시 이미지를 앞으로 넘기거나 뒤로 넘길 때 사용합니다. 동영상 재생 

시에는 다음 동영상이나 이전 동영상 재생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MP3파일 재생 시에도 마찬가지

로 다음 곡으로 넘어가거나 이전 곡으로 넘어 가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 PLAY- 재생 하기 ] 

카드를 전자액자에 바로 꼽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메뉴를 선택 후 리모

컨의 ENTER을 누르면 카드가 나오는 화면도 나옵니다.. 카드을 꼽으면 해당되는 카드의 아이콘이 활성

화 됩니다.  

옆의 그림과 같이 Photo, Music, Combo, Movie, 

E-book, Edit, Settings, Calendar  의 총 8개의 

메뉴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원하시는 메뉴를 선

택하세요 

사진 재생을 원하시면 리모컨의 방향키를 이용

해서 Photo을 선택 후 Enter을 누르시면 됩니다. 

 

MUSIC 메뉴를 선택하시면 MP3 플레이어 화면

으로 넘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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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를 선택하시면 사진 재생과 동시에 

MP3파일을 재생해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OVIE를 선택하시면 동영상이나 영화등을 재

생하실 수 있습니다. 

E-book을 선택하시면 영어로 써있는 텍스트

(***.txt) 파일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Edit는 향 후 지원 예정입니다. 

Settings메뉴는 본체의 사용환경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Calendar는 달력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

다. 

 

[ 파일 삭제 및 복사하기 ] 

 

먼저 메인 화면에서 “EDIT” 메뉴를 선택합니다. 복사하려는 파일을 리모콘의 방향키를 이용해 선택한후 

방향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파일은 노란색 발자국 마크가 찍힙니다. 다시 

리모컨의 왼쪽버튼을 누릅니다. 파일을 복사하려는 디렉토리를 찾아갑니다.리모콘의 OSD버튼을 누릅니

다. 위의 그림같이 3가지의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두번째 복사 아이콘을 선택하면 카피가 진행됩니다. 

복사가 완료되면 Enter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삭제는 파일을 발자국 마크로 선택한 후 바로 OSD버튼

을 누른 후 3번째 삭제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 됩니다.    

 

[ PHOTO- Thumb Nail (작은 화면)보기 ] 

리모컨으로 메인 메뉴에서 

PHOTO을 선택 후 카드선택화면

에서 해당 카드를 선택하면 카드

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리스트를 

옆의 그림과 같이 얻을 수 있습

니다. 그림과 같이 저장되어 있

는 사진파일을 작은 그림화면으

로 보여 줍니다. 여기에서 선택

하여 원하는 사진 하나를 재생 

하실 수 있으며 슬라이드 쇼로 

저장되어 있는 전체 사진을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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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진 한 장만을 보시려면 리모컨의 PLAY/PAUSE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리모컨의 방향키 위 UP/아래 DOWN 버튼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Enter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됩니다. 

한글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파일은 정상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파일 재생 중 리모컨의 ENTER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화면상에 콘트롤 바가 나타납니다.  

차례대로 재생 및 정지 버튼 화면

돌리기 버튼, 화면확대 및 축소, 

이전파일 및 다음파일 재생 , 파

일 정보 보기 버튼, 작은화면으로 

전체 파일 보기 버튼 이 있습니다. 

차례대로 리모콘의 방향버튼을 이

용해서 메뉴를 선택해서 사용 하

실 수 있습니다. 

 

 

 

 [ MOVIE- 동영상 보기 ] 

본 제품은 최신 콘트롤러를 사용함으로써 전자액자의 핵심기능인 사진 및 동영상 재생기능에 초점을 맞

춘 제품으로 헐 씬 뛰어난  화질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진 재생과 마찬가지로 메인화면

에서 MOVIE을 선택 후 옆의 그림

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 파일을 선택하시면 재

생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 시 리모컨의 ENTER

버튼을 한번 누르면 옆 하단의 그

림처럼 콘트롤 바 가 나타납니다. 

 

일시정지버튼, 나가기버튼, 이전파일재생, 다음

파일 재생버튼, 파일정보보기 버튼, 화면확대

버튼이 있습니다.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이용해 각 메뉴를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설정은 콘트롤바에서 

맨 오른쪽의 No subtitles 메뉴로 이동 해 리

모콘의 오른쪽 방향키를 눌러 Standard로 바

꿉니다. 리모콘의 Enter 버튼을 누르면 

Repeat one, Dir repeat로 차례로 변경됩니다. 

Repeat one은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Dir 

repeat은 파일 전체를 반복 재생합니다. 

지원하는 파일 포맷은 AVI (DivX/Xvid), MPEG/MPG이고 동영상 파일은 파일 변환 없이 직접 재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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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만 해당 코덱이 달라 직접 재생이 안되는 파일은 변환작업이 필요합니다. 파일 변환은 본사 웹사

이트 www.rexcos.co.kr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파일을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

니다. 

 

[ MP3- 오디오 파일 재생 하기 ] 

사진 및 동영상 재생과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에서 

MUSIC을 선택하시면 MP3파일을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재생 중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상에 콘트

롤 바가 나타납니다.   

차례대로 각 버튼의 기능은 일시정지, 나가기, 이전파일 

재생, 뒤로 빨리 가기, 앞으로 빨리 가기, 다음파일 재생, 

파일정보보기, ID3태그정보 보기, 반복설정(Standard, 

Repeat, Directory repeat) 버튼이 있습니다. 리모컨의 방향버튼을 이용 메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E-book- 사용 하기 ] 

사진이나 동영상, MP3파일 재생하기와 마찬가지로 메

인 메뉴에서 E-BOOK을 선택합니다. 메모리카드에 텍

스트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본체는 아직 한글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문으로 

쓰여진 텍스트 파일만 읽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은 ***.txt처럼 파일 확장자가 txt파일로 되어 있습니

다. 

 

 

[ 칼랜더- 사용 하기 ] 

 

칼렌더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메인화면에서 CALENDER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셋업 메뉴에서 리모컨을 방향키를 이용

해서 시간 및 날짜를 맞춰서 사용하세요 

[ SETUP- 환경 설정하기 ] 

[SETUP]: 리모콘의 SETUP버튼을 누르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환경설정 모드로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방향키의 위▲/아래▼ 버튼을 이용해서 메뉴을 위/아래로 이

동합니다. 

ENTER버튼을 눌러 선택한 메뉴의 하위 메뉴로 들어가거나 

메뉴선택을 확정합니다. 

메뉴의 EXIT 을 ENTER 버튼으로 선택하면 메뉴 설정에서 

빠져나옵니다.  

- 사용언어 설정하기 

맨 상단의 Language set을 선택합니다. 사용 언어를 영어

(English)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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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 Set 설정하기 

slide show mode: 슬라이드쇼로 사진파일을 재생 시 화면의 넘어가는 속도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Fast(빠르게)/Middle(보통)/Slow(느리게) 3가지 중 하나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Picture Play Mode : 화면의 전환 시 화면 전환 효과를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총 15개의 화면전화 모드가 있습니다. 

이중 Random을 선택하시면 무작위 순서로 여러가지 화면 

모드로 화면 전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Clock  Set 설정하기 

시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Alarm  Set 설정하기 

본체의 알람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방향 버튼의 UP/DOWN버튼을 이용해 시간을 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 Start Up  Set 설정하기 

본체의 전원을 킨 후 재생 방법을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설정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Mode Select : 각 메뉴를 선택 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

니다. 

Calendar : 전원을 킨 후 칼렌더 화면이 나타납니다. 

Picture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사진 이미지 파일이 재생됩니다. 

Music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MP3파일을 재생합니다. 

Movie :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Playlist : 전원을 키면 사용하는 메모리카드의 파일 리스트 화

면이 나타납니다.  

-  Video  Set 설정하기 

화면의 밝기, 명암 ,채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하여 이동한 후 방향 버튼의 UP/DOWN버튼을 이용해 시

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Default  Set 설정하기 

초기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 Version  정보 보기 

본체의 버전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매뉴얼은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www.rexcos.com Q&A 질

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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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8 시리즈 10.4인치 디지털전자액자 

모델명 :DF10-화이트캣D 

고객A/S: Rexcos Inc.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번지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604호 

      고객센터 전화 031-239-3713   팩스 031-239-3718 웹사이트: www.rexcos.com 

All rights reserved Rexcos inc. 

본 매뉴얼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저작권은 Rexcos inc.에 있습니다.  

최종수정날짜 2008년 10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