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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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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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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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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제품의 셋업 모드로 들어갑니다. (리모콘의 SETUP버튼을 누릅니다) PREFERENCE메뉴에서 AUTOPLAY MOVIE

에서 설정이 On으로 되어 있으면 메모리카드에 사진파일만 들어 있는 경우 사진파일이 재생이 안됩니다. 이 

경우는 설정을 Off로 바꾸어 주세요.  On으로 설정 하시면 동영상 파일이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제품의 명칭]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파워 아답터를 제품의 오른쪽에 있는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연결

하기 전에 반드시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품의 위쪽의 주 전원 스위치 파워를 On으로 켭니다. 

3. 메모리 카드가 카드 슬롯에 꼽혀 있지 않으면 LCD모니터에 “No Media Detected” 라는 문구가 상단

에 나타납니다. 문구가 나타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약 10초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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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에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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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 장착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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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카드를 장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모리스틱은 절대 반대 

방향으로 무리하게 카드슬롯에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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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향으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방향으로 장착은 안됩니다. 무리하게 장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드 파손 및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SD/MMC/CFC는 제품 뒤에서 봐서 카드 앞

면이 앞으로 보이게 장착합니다. 

MS는 제품 뒤에서 봐서 카드 앞면이 앞으로 보이게 

장착합니다. 

 

메모리 카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잘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리모콘은 제품에 부착되어 있는 IR센서를 인식해서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본체의 정면에서 우측 중앙에 

IR센서가 위치하고 있으니 리모콘을 센서 위치에서 작동하기 바랍니다.  

[POWER]: 전자 액자의 전원을 끄거나 켭니다 

[TV Mode] 본체의 AV OUT단자와 TV나 모니터의 비디오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 한 후 TV MODE버튼을 

누르면 본체의 사진이나 영상화면을 TV나 모니터의 AV화면으로 보내 실 수 있습니다. 

[AV] 카메라나 외부기기의 영상신호를 본체에 보내 본체에서 영상신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을 

정확히 연결 후 AV버튼을 누르세요 

[MUTE] 음성을 일시적으로 묵음상태로 만듭니다. 

[MUSIC]: MP3파일 재생 모드인 음악 모드로 들어갑니다. 

[PHOTO]: 그래픽 파일을 볼 수 있는 사진 모드로 들어 갑니다. 

[MOVIE]: 동영상 파일을 볼 수 있는 영화 모드로 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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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정장된 파일 보기 모드인 파일 브라우저 모드로 들어 갑니다. [DISPLAY]MP3모드일 때만 사용

합니다.  [ROTATE] 사진을 볼 때 영상을 회전시킵니다. 0도/90도/180/270도로 회전합니다. 

[SLIDESHOW] MP3파일을 재생하면서 사진을 재생합니다. 

[SLIDE INTERVAL] 사진 재생시간의 간격을 1초부터 10초까지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ENTER]: 방향키의 재생 버튼으로 각 모드의 재생으로 들어 갑니다. 

[▶ / ◀ / ▼ / ▲]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SETUP]: 전자액자의 환경설정을 변경하는 셋업 모드로 들어 갑니다. 

[CARD SELECTION] 사용 하지 않는 버튼입니다. 

[AUDIO] 음성 신호를 Mono right, Mono left, Stereo로 순차적으로 바

꿀 수 있습니다. 

[PAUSE] 재생을 일시 정지합니다.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재생합니다. 

[STOP] 현재의 재생을 정지합니다. 

[REPEAT] 현재의 재생을 반복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CARD SELECTION] 메모리카드 슬롯에 카드가 꼽혀있고 USB HOST

단자에 USB메모리카드가 꼽혀있을 시 CARD SELECTION버튼을 누르

면 각 카드로 전환됩니다. 파일의 내용을 보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

컨의 FILE버튼을 누르세요 

[그래픽 사진 보기-한 장씩 보기] 

메모리 카드를 슬롯에 장착하면 SETUP MENU의 PREFERENCE의 AUTOPLAY MOVIE설정이 ON으로 되

어 있지 않는 한 한장의 사진이 LCD화면에 순차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른 재생모드에 있다면 리모컨의 “PHOTO”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사진 재생모드로 바로 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음 장 또는 뒷장으로 넘기기 

정지되어 있는 화면 상태에서 ▶ / ◀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진의 앞 또는 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

다.  

- 슬라이드 쇼의 재생간격 설정하기 

사진 재생 중 SLIDE INTERVAL버튼을 누릅니다. 누르실 때마다 화면상단에 1초부터 10초까지 설정 시

간이 나타납니다. 기타 리모컨의 각 버튼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ROTATE]: 사진이 각도를 한번 누를 때 마다 90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줍니다. 

[SLIDESHOW]: 슬라이드 쇼 모드로 전환 합니다. 

[I◀◀]/[ ▶▶I]: 사진을 이전 장 또는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ZOOM] 사진을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ON/OFF로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ON으로 설정하신 후 [◀◀]/[ ▶▶]을 누르실 때마다 축소 혹은 확대 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보기]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리모컨의 [MOVIE]버튼을 누릅니다. LCD화면에 저장되

어 있는 파일이 재생되어 보여 집니다. 

일시 정지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PAUSE버튼을 누릅니다.  

리모컨의 각 버튼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VOL-] 소리의 크기를 줄입니다. [VOL+] 소리의 크기를 키웁니다 

[MUTE] 소리를 묵음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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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재생을 중지한 후 MEDIA LIBRARY화면으로 들어 갑니다. ENTER을 누르시면 다시 재생합니

다. 

  [◀◀]/[ ▶▶] [REW]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뒤로 빨리 재생합니다. [FF] 앞으로 빨리 재생합니다. 

  [I◀◀]/[ ▶▶I]: [PREV]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NEXT]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DISPLAY] 재생 시간을 또는 남아 있는 시간을 보여 줍니다. 

 

- 동영상 파일 재생: 동영상 재생은 소프트웨어로 파일 변환 없이 AVI, MPEG, MPG, MP4 등을 지

원합니다. 일부 영상이나 소리가 재생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는 Codec 문제이니 파일 변환 소프트

웨어를 이용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바닥이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해당 웹사이

트를 이용 바랍니다.  

파일 변환 시 해상도를 640x480에 맞추면 화면에 꽉 찬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동영상 

파일도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VI(OPEN DivX(DivX4))또는 Xvid로 변환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바닥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용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아래는 프로그램 설치 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초기 화면입니다.  

 

[MP3오디오 파일 재생하기] 

메모리 카드에 MP3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리모컨의 [MUSIC]버튼을 누릅니다. “MEDIA 

LIBRARY” 창이 나타납니다. 한글은 아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파일명을 가진 파일은 LCD 화면

에 ?로 보여 집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곡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재생됩니다. PAUSE버튼을 누르면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DISPLAY]버튼을 

누르면 재생시간이나 남아있는 시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반복 설정 하기: MP3파일 재생 중 리모컨의 [REPEAT]버튼을 누릅니다. 한번씩 누를 때마다 

SINGLE/FOLDER/REP-ONE/FOLDER REPEAT로 바뀝니다. 

- 재생 속도 조절 하기: MP3파일 재생 중 [◀◀]/[ ▶▶] [REW]또는 [FF]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또

는 뒤로 재생 속도를 x2, x4, x6, x8 배로 빠르게 또는 느리게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곡 또는 이전 곡 선택하기: 리모컨의 [I◀◀]/[ ▶▶I] [PREV] 또는 [NEXT]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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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묵음으로 하기: 음악 재생 중 [MUTE]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중 일시적으로 묵음 상태가 됩니

다. 다시 한번 누르면 묵음이 해제됩니다. 

- 음악 볼륨 조절 하기: 재생 중 리모컨의 [VOL-]또는 [VOL+]을 누릅니다.  

- 음악 재생 중지 하기: 리모컨의 [STOP]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재생 하려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SETUP 메뉴 사용하기] 

셋업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리모컨의 [SETUP]을 누릅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SET UP MENU-MAIN 

PAGE로 들어 갑니다.  

 

 

 

 

 

 

 

 

 

 

 

 

 

 

 

 

 

 

 

 

 

 

 

 

 

 

 

 

 

 

 

 

 

* SPEAKER SETUP을 누르시면 DOWNMIX메뉴에서 LT/RT, 또

는 STEREO,OFF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MAIN PAGE을 눌러 나갑니다. 

* VIDEO SETUP을 누릅니다. 

TV TYPE: NTSC로 고정입니다. 

RESOLUTION :SD PROGRESSIVE로 고정입니다. 

VIDEO OUTPUT : VGA모드로 고정입니다. 

MAIN PAGE을 눌러 이전 메인 메뉴로 나갑니다. 

[영상파일을 자동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AUTOPLAY MOVIE: 본체의 전원을 켰을 때 자동 재생 모드를 설정

합니다. 영상파일을 자동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에 ON으로 설정합

니다. 단 메모리카드에 사진파일만 들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이 재

생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OFF로 설정 하세요 

PIC MODE에서 VIDEO을 선택합니다. MAIN PAGE로 설정을 완료 

후 빠져 나옵니다. 

[사진파일을 자동 재생하고자 하는 경우] 

AUTOPLAY MOVIE에서 OFF로 설정합니다. 

PIC MODE을 FILM으로 설정합니다. 

MAIN PAGE로 설정을 완료 후 빠져 나옵니다. 

[참고]PREFERENCE설정은 재생 중에는 설정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리모컨의 STOP버튼을 눌러 재생을 

종류 후 SETUP버튼을 눌러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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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전자액자의 MENU버튼 사용하기] 

 

MUTE: 본체의 스피커의 음성을 차단합니다. 

AV: 외부 비디오 단자 연결 시 버튼을 눌러 사용 합니다. 

볼륨 ▼ / ▲: 내장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POWER: 전원 스위치로 메모리 카드를 장착하거나 제거 시 전원을 끌 때 사용 합니다. 

MENU: 전자액자의 LCD환경 설정을 합니다. MENU버튼을 누르신 후 볼륨버튼을 이용 조정합니다. 

    [PIC SETTING] 

 Brightness: LCD밝기를 조절합니다. 100으로 맞추시면 가장 밝은 상태가 됩니다. 

 Contrast: 채도를 조절합니다. 

    [IMAGE SETTING] 

           AUTO CONFIG : 자동으로 화면을 알맞은 상태로 조정합니다. 

 FOCUS: 공장에서 조정한 값으로 이미 설정됩니다.  

 CLOCK: 화면의 좌우 폭을 조절합니다. 

 H-Position: 화면을 좌우로 이동합니다. 

 V-Position: 화면을 상하로 이동합니다. 

    [COLOR SETTING] 

 NATIVE, C9300, C6500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USER – 사용자가 칼라의 색깔을 조절 가능합니다. RED/GREEN/BLUE 색깔의 농도를 조정 

가능합니다.          . 

              RED: 붉은색의 색깔 농도를 조절합니다.    

GREEN: 녹색의 색깔 농도를 조절합니다.    

BLUE: 파란색의 색깔 농도를 조절합니다. 

        ► EXIT OSD: 환경 설정을 종료하고 나갑니다.  

   [SYS SETTING] 

       조정 하실 필요 없습니다. 

   [RESET] 

       초기 설정 값으로 되 돌립니다. 

[A/V OUT버튼을 이용해서 TV에 연결하기] 

별도로 제공되는 AV케이블 본체의 하단에 있는 A/V OUT포트에 연결하고 TV의 비디오 포트에 색깔을 

맞추어 연결합니다. 리모콘의 TV MODE버튼을 누릅니다. 본체의 화면을 TV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OSD LANG: 시스템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ENGLISH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TRANSITION : 사진재생시 재생화면 효과을 선택합니다. RANDOM을 선택하시면 무작위로 효과를 임

의로 선택해 보여 줍니다. 

*DEFAULTS: 공장 출하시 초기값으로 설정을 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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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외부기기의 영상을 본체로 보실려면 케이블을 AV IN단자에 연결합니다 리모컨의 AV버튼을 누릅

니다.  

 

본 매뉴얼은 제품의 업그레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파일 변환은 본사 웹사이트 www.rexcos.co.kr의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파

일을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DF 시리즈 12인치 디지털미디어프레임 

모델: DF12-November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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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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