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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본 사용 매뉴얼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글 사용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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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토랙  

DF3 -Judy 

디지털 미디어프레임  

한글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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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품의 메모리카드 슬롯에 메모리카드 삽입 시 카드 방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D/MMC메모리카드를 슬롯

에 넣을 시는 뒤에서 봐서 메모리카드의 앞면이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넣을 시 전자액자가 고장이 

나면서 화면에 “Not connected” 라는 화면이 뜨는 원인이 됩니다.  

 

[제품의 명칭] 

 

[제품 설치 하기] 

1. 메모리카드를 제품에 꼽기 전에 반드시 포맷을 하십시오. 포맷은 인도우 탐색기에서 메모리카드

를 인식한 드라이브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포맷이라는 명령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포맷을 안 하면 메모리카드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메모리카드는 포맷

을 한 후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전체 메모리 영역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와 

데이터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제공되는 파워 아답터를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또는 USB 전원 케이블을 PC나  

기타 USB허브 단자에 꼽습니다.  

3.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며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JPG사진파일을 읽어 재생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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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에 장착하거나 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켜있는 상태에서 메모리 카드 삽입 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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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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카드를 반대로 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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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손 될 수 있으며, 기기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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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MMC는 전자액자를 뒤에서 봐서 카드 뒷면이 보이게 장착합니다. 

 

참고적으로 각 카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PHOTO모드-사진 재생 하기 ] 

 

전원 버튼: 맨 왼쪽의 버튼은 전원 버튼으로 길게 2-3초 정도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다시 2-3초 정

도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Set 버튼: 슬라이드 쇼 재생 시 재생 간격을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씩 누를 때마다 5초부터 30

초 까지 설정이 가능 합니다. 

[ ◀  ▶ ] 방향버튼: 재생모들을 수동 모드로 설정 시 사진을 뒤로 넘기거나 앞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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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버튼 : 슬라이드 재생과 수동 재생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OFF로 설정하면 수동으로 설정되고 

화살표 방향 버튼을 이용 해 원하는 사진을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2MB이상의 파일 사이즈가 큰 사이즈도 자동으로 축소해 화면에 맞추어 자동 재생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파일 포맷의 성질에 따라 화질이 선명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진 파일의 사이즈 크기를 줄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파일 사이즈 크기는 

1024x768 입니다. 최소 사이즈 320x240사진을 이용 시는 화면 전환이 빨라 슬라이드 효과가 잘 나타

나지 않습니다.   

2) 사진 파일을 포토샵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파일 변경 시 포맷 속성을 Progressive로 저장하시면 

파일 재생이 안되고 본체에 ERR PIC이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때는 파일 속성을 Baseline(Standard)로 

다시 저장해 사용하시거나 윈도우에서 기존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Windows사진 및 팩스뷰어를 이

용해 사진을 불러들인 후 다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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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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