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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랙 디지털 미디어프레임  

DF7Antic8 한글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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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품은 수출전용으로 만든 제품입니다. 본 한글 매뉴얼은 한글 사용자 분들을 위한 자료입니다.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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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스펙]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을 제품의 뒷면 왼쪽 하단에 있는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제품의 전

원을 연결하기 전에 가급적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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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에 장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POWER:전원스위치]: 본체의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MENU/OSD]:메뉴를 보여 줍니다. 

[BACK]: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뉴의 이전메뉴로 이동합니다.  

 [▶/II] : 비디오나 MP3또는 포토 재생 시 일시 정지나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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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VOL- /VOL+] : 사운드의 소리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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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영상또는 MP3파일 재생 시 앞으로 또는 뒤로 한번 누를 때마다 진행 시킵니다. 동영

상 재생 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빠른 배속으로 진행합니다.  

 [▶▶I, I◀◀] 동영상이나 MP3 재생시 앞으로 또는 뒤로 탐색 할 때 사용합니다. 

[PHOTO]: 사진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MUSIC]: 음악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VIDEO]: 동영상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CALENDAR]: 칼렌더 기능으로 바로 갑니다. 

[카메라+음표마크]: 사진을 재생하면서 백그라운드로 음악파일을 재생합니다. 

[SD/USB] 메모리카드나 USB메모리를 전환 할 때 사용합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배터리 교체하기] 

플라스틱 시트가 있으면 빼서 사용하세요, 배터리 의 극을 맞추어 사용 하세요, 배터리는 CR2025를 사

용 바랍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빼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사진 보기] 

메인 메뉴에서 Photo을 선택합니다. 메모리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보여 줍니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Enter를 누르면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정지하려면 [▶/II]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 

방향 버튼을 누르면 작은 화면으로 12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을 다음 장 또는 뒷장으로 넘기기 

정지되어 있는 화면 상태에서 ▶ / ◀ 버튼을 누르면 현재 

사진의 앞 또는 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재생하면서 배경음악으로 MP3 재생 해 보기 

리모콘으로 [카메라+음표]을 선택합니다. 파일 리스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합니다. 

배경음악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카드에 MP3파일 이 있어야 합니다.  

-슬라이드 쇼 기능 사용하기 



PHOTOREK 

Page 4/6 DF7시리즈 디지털전자액자 한글 매뉴얼 버전 1.0 / ReXCOS Korea  All rights reserved                

옆의 사진과 같이 슬라이드 쇼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리스트 화면을 보여 줍니다. 파일리스트사의 사진파일을 

선택합니다. 다음에 음악파일 리스트 화면에서 음악파일을 

선택합니다. OSD버튼을 누르면 콘트롤 바메뉴가 나타납니다. 

재생 및 정지/회전등의 기능을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OSD버튼으로 콘트롤러 바 사용하기 

 

  화면에 나타나는 콘트롤러바 메뉴에서 재생/정지/반복 재

생/회전/화면크게보기등을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MP3오디오 파일 재생하기] 

메모리 카드에 MP3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MUSIC메뉴를 선택합니다. “MUSIC LIBRARY” 창

이 나타납니다. 한글은 아직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한글 파

일명을 가진 파일은 LCD 화면에 ?로 보여 집니다. 방향키

를 이용하여 곡을 선택합니다. [ENTER] 버튼을 누르면 재생

됩니다.  

- 재생 속도 조절 하기: MP3파일 재생 중 [◀◀]또는 [▶

▶]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또는 뒤로 재생 하실 수 있습니

다. 

- 다음 곡 또는 이전 곡 선택하기: 리모컨의 [I◀◀]를 누르

면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I]]버튼을 누르면 다음곡

를 선택합니다. 

. 

- 음악 볼륨 조절 하기: 재생 중 리모컨의 [VOL-]또는 

[VOL+]을 누릅니다.  

 

 [동영상 보기] 

기본적으로 작동법은 사진보기와 같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리모컨으로 Video 메뉴를 

선택합니다. 동영상 파일 리스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영상을 선택합니다.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

니다. 

일시 정지를 원하시면 다시 한번  [▶/II]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재생됩니다. 

리모컨의 각 버튼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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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 빨리 재생합니다. [▶▶] 앞으로 빨리 재생합니다. 한번 더 누를 때마다 x2,x4,x8,x16배속

으로 빨라 집니다. 

  [I◀◀]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I]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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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부 영상이나 소리가 재생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는 Codec 문제이니 파일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PHOTOREK 

Page 5/6 DF7시리즈 디지털전자액자 한글 매뉴얼 버전 1.0 / ReXCOS Korea  All rights reserved                

www.rexcos.com의 다운로드 메뉴로 가시면 바닥이라는 프리웨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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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받기 위해 www.rexcos.co.kr에 가서 다운로드 메뉴로 갑니다. 소프트웨어메

뉴를 클릭해 AVI변환 소프트웨어 바닥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사법은 해당 웹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아래는 프로그램 설치 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초기 화면입니다. 동영상은 AVI파일 보다는 

MPG(코덱MPEG1/2)파일이 해상도가 좋습니다. AVI파일은 DivX보다 Xvid코덱이 화질이 좋습니다.  

 

  [Clock/Date 메뉴 사용 하기] 

메인 메뉴에서 Clock/Date 메뉴를 선택합니다.  

Left/Right버튼: 달력의 달을 변경합니다. 

Up버튼: 시간과 날짜를 설정합니다. 

Back버튼: 이전으로 이동합니다. 

 

 

 

 

[SETUP 메뉴 사용하기] 

셋업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메인 메뉴에서 Setup을 선택합니

다. 방향전환은 [▶ / ◀ / ▼ / ▲] 방향키 버튼을 이용하시

고 선택은 ENTER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Photo/Effect] 

*화면 전환 효과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Random을 선택

하시면 각 화면 전환 효과를 무작위로 선택해 재생 합니다. 

Fade는 화면이 점점 밝아지면서 전환 됩니다. Off메뉴는 전

환 효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Photo/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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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의 전환 시 전화 시간을 설정 가능합니다. 10초부터 1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Video] 

*Video/Brightness :LCD화면의 밝기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Video/Contrast : LCD화면의 농도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Video/Hue : LCD화면의 색조를 조정합니다. *Video/Saturation : LCD화면의 채도를 조정합니다 

*Video/Sharpness : LCD화면의 거칠기를 조정합니다  

[Clock] 

*Clock/Date: 시스템의 날짜을 설정합니다. 

*Clock/Alarm: 시스템의 알람을 설정합니다. *Clock/Time: 시스템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Clock/Power on: 시스템의 켜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Clock/Power off: 시스템의 꺼지는 시간을 설

정합니다. 

[System] 

*System/TV System: 주파수 주사방식으로 NTSC나 PAL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NTSC을 사용

합니다. 

*System/OSD Language 

본체의 메뉴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지원합니다. 

*System/Video: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System/Default: 초기 설정모드로 되돌립니다. 

*System/S/W Version: 소프트웨어 버전을 보여 줍니다.. 

 

파일변환 소프웨어는 www.rexcos.co.kr 에서 다운로드/소프트웨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토랙 미디어 플레이어  모델: DF7 An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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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날짜 2008년12월0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