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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포토랙 디지털 미디어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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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스펙] 

제품 프레임 ABS 플라스택 재질  

LCD 
7형(17Cm) 정품 TFT -LCD, 액티브 디스플레이 사이즈: 대각선 154.08mm 

(154(가로) x 86.58(세로)mm) 

제품 사이즈 201(가로)x 140 (세로)x 29(두께)mm  

해상도 800x480 해상도 

밝기 300cd max. 

입력전압 AC110~220V (50Hz--60Hz)/ DC 5V, 1.5A~2A 

동작온도 0~50도 

플래쉬 메모리카드 지원 SD(SDHC)/MMC/MS, USB 메모리카드 

내장 메모리 없음 

그래픽 파일 지원  JPEG /BMP/GIF/PNG/TIFF  

그래픽 재생 모드 
오토 슬라이드 쇼, 화면 확대 및 축소, 배경 음악 재생, 파일정보 표시, 재생 간격 

설정(3/5/10 초 설정), 화면회전기능,자동 화면 조정기능, 재생/정지/중지 기능 

동영상 파일 지원 AVI(Open DivX(DivX4)/XviD), MPEG, MPG - 640x480,720x480 사이즈 영상 지원 

동영상 재생 모드 

-재생 방식은 아래와 같은 모드를 지원합니다. 

Full screen / Auto scale  

- 반복 재생은 아래와 같은 모드를 지원합니다. 

Normal / Random / Repeat one / Repeat Folder / Repeat all / P>M>V / P>V 

오디오 파일지원 MP3 파일 및 WMA,AAC,OGG 

오디오 재생 모드 재생/정지/중지 기능, 볼륨조절, 묵음기능, 반복 재생 기능, 파일정보 표시 기능 

기타 기능 

자동 재생기능(리모콘 없이 전원을 키면 영상을 자동으로 재생하는 기능, 

사진/비디오/음악중 선택 가능)  

자동 타이머 기능(시간을 설정하여 본체를 자동으로 On/Off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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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람기능 : 시간을 설정해서 알람하는 기능 

칼렌더기능: 화면에 칼렌더 및 시계 표시 기능 

파일 삭제 및 USB 메모리로 SD 메모리로 복사 기능 

언어 지원 영어/한국어/일어 

소비전력 9.6W 

비디오 입력/출력 오디오(헤드폰) 출력 단자 지원 

스피커 스테레오 내장 스피커 지원 1500mW x2 

콘트롤 리모트 콘트롤러 사용  

제품 구성품 본체 x1 개, 리모콘 x1 개, 전원아답터 x1 개, 사용자 설명서 (온라인 다운로드) 

[제품 설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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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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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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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에 장착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POWER:전원스위치]: 본체의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SETUP]: 셋업 설정으로 바로 갑니다. 

[MENU]: 메인 메뉴를 보여 줍니다. 

[PHOTO]: 사진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MUSIC]: 음악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VIDEO]: 동영상 파일 재생으로 바로 갑니다. 

[BACK/ 뒤로 가기 화살표 버튼]: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뉴의 이전

메뉴로 이동하거나 파일 목록을 보여 줍니다. 

[FUNCTION] : 기능키로 사용시 FUNC 아이콘이 설정 창에 있으

면 본 버튼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 / ▼ / ▲] 방향키의 방향 선택 버튼 입니다. 또는 사진

이나 동영상을 다음 파일로 넘기거나 뒤로 넘깁니다. 

[VOL- /VOL+] : 사운드의 소리를 키우거나 줄입니다. 

[ENTER]: 방향키의 재생 버튼으로 각 모드의 재생으로 들어 갑니

다. 

[ ▶▶, ◀◀ ] 동영상 또는 MP3파일 재생 시 앞으로 또는 뒤로 

한번 누를 때마다 진행 시킵니다. 동영상 재생 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빠른 배속으로 진행합니다.  

[확대/축소 돋보기 버튼]: 사진을 재생하면서 사진을 확대하거나 

축소 해서 보여 줍니다. 사진 확대 시 최대 x64배 까지 확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ROTATE] 사진을 회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식 버튼을 누를 때다 시계방향으로 90도 180도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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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60도 순으로 돌아 갑니다.  

[묵음/스피커에 X자 버튼] 음성을 일시적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묵음으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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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메뉴 화면 보기] 

자동실행 메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전원을 키시면 메인 화면에 좌측과 같은 메인 메뉴를 보

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설정 시 한글로 보입니다. 또는 리모콘의 MENU버튼을 눌러도 나타납니다. 리

모콘의 방향키로 이동해서 선택된 메뉴를 리모콘의 Enter메뉴로 누르면 메뉴를 선택해서 실행 하실 수 

있습니다.   

본체에 USB메모리와 메모리카드가 동시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USB메모리를 인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사진(Picture) 보기] 

메인 메뉴에서 Photo(사진)을 선택합니다. 작은 화면으로 저장된 사진을 보여 줍니다. 방향키로 선택 후 

Enter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진을 슬라이드 쇼로 재생합니다. 재생 중 FUNCTION키를 누르면 기능

Image Play Mode(이미지 재생모드) 메뉴가 화면 왼쪽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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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play mode(싱글 재생 모드): 선택 한 사진 한 장만 재생합니다. 방향버튼으로 다음 장이나 이전 

장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Slide show mode(슬라이드쇼 모드) : 사진을 슬라이드 쇼 모드로 재생 합니다. 

Multi image mode(멀티이미지 모드): 한 화면에 사진을 여러 개 띄우면서 자동으로 슬라이드 모드로 보

여 줍니다. 

Calendar with slide(달력과 슬라이드): 왼쪽에 칼랜더를 화면에 띄우면서 오른쪽에 사진을 슬라이드 모

드로 재생 합니다. 

Calendar with single(달력 과 싱글): 왼쪽에 칼랜더를 화면에 띄우면서 오른쪽에 사진을 Single 모드로 

재생 합니다. 

Calendar with clock(달력 과 시계): 왼쪽에 칼랜더를 화면에 띄우면서 오른쪽에 시계를 보여줍니다. 

Puzzle(퍼즐): 사진을 퍼즐로 만들고 퍼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Enter 을 누르고 방향키로 이동한 다

음 다시 Enter 을 누르면 퍼들 조각이 움직입니다.  

Round thumb (라운드 썸): 한 화면에 사진을 동시에 4개 보여 주면서 각 사진이 순차적으로 회전하듯

이 재생 됩니다. (R8K18S에는 없습니다.) 

Free thumb (프리 썸):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사진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재생됩니다. . (R8K18S에는 없

습니다.) 

Multi round thumb(멀티 라운드 썸) : 한 화면에 4개의 사진이 랜덤 하게 재생 됩니다. 

Film thumb (필름 썸) : 상단에 사진이 슬라이드 모드로 재생되면서 하단에는 필름이 돌아가 듯이 순차

적으로 사진을 왼쪽으로 한장 씩 보내면서 재생 됩니다. . (R8K18S에는 없습니다.) 

Photo info on/off(사진 정보 설정 해제) : 사진의 제목과 해상도 크기 정보를 하단에 보여 주면서 슬라

이드 모드로 사진을 재생 합니다. 

Conceal (취소): 설정을 취소합니다. 

리모콘의 방향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회전 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확대하

거나 축소 할 수 있습니다. 화면 확대 시 방향버튼으로 화면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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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기] 

메모리 카드에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리모컨으로 MOVIE(영화) 메뉴를 선택합니다. 동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일시 정지를 원하시면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다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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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파일을 재생합니다. [▶] 다음 파일을 재생합니다.  

- 동영상 파일 재생: 동영상 재생은 소프트웨어로 파일 변환 없이 AVI(Open DivX(DivX4)/XviD), MPEG, 

MPG 등을 지원합니다. 일부 영상이나 소리가 재생이 원할 하지 않을 경우는 Codec(코덱) 문제이니 파

일 변환 소프트웨어를 이용 변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변환 시 해상도를 720x480에 맞추면 와이드 화면으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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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은 AVI파일 보다는 MPG(코덱MPEG/2)파일이 해상도가 좋습니다. AVI파일은 DivX보다 Xvid코덱이 

화질이 좋습니다.  

 

[MUSIC 듣기] 

메모리 카드에 음악 파일이 저장되어 있으면 리모컨으로 MUSIC(음악)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 목록창

이 뜨면서 MUSIC 파일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FUNCTION(기능)키를 누르면 방향키의 기능이 바뀝니다. 방향키로 목록을 이동할 수 있으며 EQ의 변경

이나 반복등의 기능을 바꿀 수 있습니다. 

Enter버튼 : 재생을 일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재생 됩니다. 

[◀◀] 뒤로 빨리 재생합니다. [▶▶] 앞으로 빨리 재생합니다.  

[Calendar 메뉴 사용 하기] 

메인 메뉴에서 Calendar메뉴를 선택합니다. 좌/우 버튼으로 년을 조정합니다. 상/하 방향버튼으로 달을 

조정합니다.  

[SETUP 메뉴 사용하기] 

셋업 메뉴로 들어가기 위해 메인 메뉴에서 Setup(설정)을 선택합니다. 또는 리모콘의 SETUP버튼을 누

릅니다. 방향전환은 [▶ / ◀ / ▼ / ▲] 방향키 버튼을 이용하시고 선택은 ENTER버튼을 누르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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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etting(일반) 

General setting(일반)>Language(언어) : 언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영어( English)나 한국어(Korea) 

을 선택합니다. 

General setting(일반)>Power on(전원 킴) : 본체의 전원단자를 연결 했을 시 자동으로 재생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Home(홈) 으로 설정 했을 시 전원을 키면 메인 메뉴 화면 창이 보여 집니다. Picture(사진)

로 선택하면 사진이 자동 재생되며  Video(비디오) 로 설정하면 동영상이 자동 재생 됩니다.  

General setting(일반)> Button sound(버튼 소리) : 리모콘의 버튼을 누를 때 나는 소리를 변경합니다. 

Off(해제) 선택 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General setting(일반)> Movie(영화) >Display mode(디스플레이 모드):  Full screen(전체 화면) : 동영상 

재생 시 전체화면으로 재생합니다. Auto scale(자동 스케일) : 자동으로 가로 세로의 비율을 조절 해 재

생합니다. 

General setting(일반)> Movie(영화) >Repeat mode : 동영상 재생 시 반복을 설정합니다. 

    Normal : 순차적으로 재생합니다    Random : 무작위 순으로 재생합니다.  

    Repeat one : 한 개의 파일을 반복합니다.  Repeat folder : 폴더안의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Repeat all : 모든 파일을 반복 재생합니다. 

    P->M->V : 사진, 뮤직, 비디오 파일 순으로 재생합니다. (R18K18S에는 없습니다.) 

    P->V : 사진, 비디오 파일 순으로 재생합니다. (R18K18S에는 없습니다.) 

General setting(일반)> Version(버전) : 펌웨어 버전을 보여줍니다. 

 

 

LCD/TV Setting(LCD/TV설정)>Display(디스플레이)>LCD setting(LCD설정) : LCD화면의 밝기나 채도등을 

조정합니다. 

    Brightness(밝기): 화면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Contrast(명암비): 화면의 명도를 조정합니다. 

    Color(색상) : 화면의 색상을 조절합니다.        

    Backlight(백라이트) : LCD패널의 내부에 있는 LED라이트 등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본체의 주위가 

            밝아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백라이트의 밝기를 올려서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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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show configure(이미지쇼 설정)>Image(이미지)>General(일반) : 이미지 재생 시 일반적인 사항을 

설정합니다. 

Slide Duration(슬라이드 지속시간) : 슬라이드 재생 시 사진이 넘어가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3초/5초/10

초 중 한가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BG Music(배경음악) : 사진 재생 시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음악을 재생하면서 사진을 재생합니다. 이 경

우 음악 파일이 메모리 카드에 저장 되어 있어야 합니다. 

Display Mode(디스플레이 모드) :  

Fit Screen(스크린에 맞춤) : 이미지를 오리지널 그대로 보여 줍니다. 

Fit image(이미지에 맞춤) : 이미지를 스크린 화면에 전체 화면으로 꽉 차게 보여 줍니다. 4:3비율의 사

진인 경우에는 중앙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상하좌우로 늘려 화면에 꽉 차게 보여 줍니다. 

Fit Width : 이미지의 좌/우를 기준으로 화면에 꽉 차게 보여 줍니다. 

Fit Height: 이미지의 위/아래를 기준으로 화면에 꽉 차게 보여 줍니다. 

Slide Order(슬라이드 순서) : 이미지를 슬라이드 모드로 재생 시 순서를 정합니다. 

Normal (일반): 정상적인 파일 순서로 재생합니다. 

Random (랜덤): 무작위 순서로 이미지를 재생합니다. 

Image show configure(이미지쇼 설정)>Image(이미지)>slide effect(슬라이드 효과): 슬라이드 재생 시 

이미지의 전환 효과를 선택합니다. 

Off(해제)선택시 전환 효과가 없으며 Random(랜덤)선택시는 슬라이드 효과를 무작위로 줄 수 있으며 

아래의 각 효과 선택 시 각각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Image show configure(이미지쇼 설정)>Image(이미지)>Explore(익스플로어): 

4x4 frame(프레임) :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목록 창으로 볼 시 4행x4열로 봅니다. 

5x5 frame(프레임) : 화면을 작은 화면으로 목록 창으로 볼 시 5행x5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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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related setting(시간 관련 설정): 현재 시간을 설정하고 자동 전원On/Off를 설정합니다. 

Time related setting(시간 관련 설정)>Time(시간) > Date&Time (날짜&시간) : 현재 시간을 설정합니다. 

좌/우 방향키로 이동하고 상/하키로 년이나 달/일을 변경합니다. 변경 후 Enter키를 눌러서 확정 합니다. 

Time mode(시간모드)의 12hours(12 시간제)는 하루를 12시간 기준으로 AM/PM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24hours(24시간제)는 하루를 24시간으로 설정 하는 것입니다. 

Time related setting(시간관련설정)>Time(시간)>Auto power(자동 전원): 시간을 설정해 자동으로 본체의 

전원을 키고 끌 수 있습니다. 

Repeat(반복) : 자동으로 On/Off설정 반복을 선택 합니다.  

Disable(불가능) : 반복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One day(하루) : 반복 설정을 하루로 설정합니다. 

Every day(매일) :반복 설정을 매일로 해서 매일매일 자동으로 전원을 키고 끕니다. 

Weekday (주중): 반복 설정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합니다. 

Weekend (주말): 반복 설정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합니다. 

        Power on time(전원 켜지는 시간) : 본체의 전원을 킬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 후 Enter을 누릅니다. 

Power off time(전원 꺼지는 시간) : 본체의 전원을 끌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 후 Enter을 누

릅니다. 

Time related setting(시간관련설정)>Time(시간)>Alarm(알람)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람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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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ice Operation(장치작동)>Device(장치)>File(파일) : 파일을 복사하거나 이동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

다. 

File Selection(피일 선택) : 파일을 선택합니다. 목록 창에서 FUNC버튼으로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setup(설정)버튼을 눌러 계속 진행합니다. 

Copy mode(복사모드) : Optimized(최적화 됨) – 파일이 너무 큰 경우 적당히 사이즈를 줄입니다.  

       Original(원본) – 파일의 크기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Operation(동작) :  Copy(복사) – 복사를 실행합니다.  Move(이동) – 파일을 이동합니다.  Delete(삭제)- 

파일을 삭제합니다.  

Device(장치) :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Device Operation(장치 작동)>Device(장치)>Format(포맷) :메모리 카드를 포맷 할 수 있습니다. 

Device Operation(장치 작동)>Device(장치)>Firmware(펌웨어) : 펌웨어 업그레이드 사용합니다. 

Device Operation(장치 작동)>Device(장치)>Reset(리셋) : 본체의 설정을 초기화 합니다. 

 

[USB메모리로 SD메모리 카드나 메모리로 파일 복사 및 삭제 방법]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SD메모리 카드나 내장메모리로 파일을 이동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우선 SD메모리카드나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 후 USB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과 SD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USB메모리의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설명 하겠습니다. 

◆ 내장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제품에 내장메모리가 있고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포맷>포맷/포맷>설

정/메모리로 이동 후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Confirm to Format the Device? 라는 창에서 

OK을 선택 후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르세요. 동작완료 창이 나오면 완료 된 것입니다. 

◆ SD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 

우선 리모컨의 SETUP버튼을 눌러 장치/파일>파일선택/파일선택>설정/파일선택 에서 Enter버튼을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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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리모컨의 FUNCTION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파일일 여러 개인 경우에도 리

모컨의 이동버튼으로 이동하면서 전부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파일을 선택 후 리모컨의 SETUP버튼을 눌러 이전의 SETUP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장치/파일>파일선택/동작>설정/삭제로 이동 후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누릅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조 바랍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선택된 파일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라는 화면 창이 뜨면 OK 에서 ENTER버튼을 누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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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의 그림과 같은 화면

에서 리모컨의 ENTER

버튼을 누르면 작업이 

완료됩니다. 

 

◆ USB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SD메모리/ 내장메모리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 

USB메모리에 파일을 저장 한 후 본체의 USB메모리 슬롯에 꼽습니다. 리모컨의 SETUP버튼을 누릅니다. 

장치/파일>파일선택/파일선택>설정/파일선택 에서 Enter버튼을 누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

지로 우선 USB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FUNCTION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상단 왼쪽에 USB라는 표시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리모콘의 SETUP버튼을 눌러 설정화면으로 이동합

니다. 

 

장치/파일>동작/복사모드>설정/최적화됨이 나 원본선택으로 이동 후 ENTER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최

적화됨을 선택 시 파일이 필요 없이 큰 경우 파일을 적당한 크기로 줄입니다. 원본을 선택 시 원래의 

파일 크기대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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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파일>동작/동작>설정/복사 로 이동 후 ENTER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설정 메뉴에 복사 및 이동과 삭제 라는 하위메뉴가 있습니다. 복사메뉴는 USB메모리의 파일을 삭제하

지 않고 파일을 SD메모리로/내장메모리 복사하는 반면에 이동 메뉴는 USB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 

후 파일을 SD메모리 카드/내장메모리로 이동합니다. 삭제메뉴는 USB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는 명

령어 입니다. 

  

SD메모리카드로 파일을 복사 하려면 리모컨을 이용해서 장치/파일>장치/장치>설정 / SD/MMC/MS 로 

이동 후 ENTER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USB메모리에 있는 파일이 복사가 됩니다. 제품에 내장 플래쉬

메모리로 복사 하려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선택합니다. 메모리를 선택하시면 아래의 그림처럼 폴더 선택

이라는 창이 나타납니다. Root / PHOTO/MUSIC/VIDEO 에서 해당되는 폴더를 선택 후 리모컨의 Enter 

버튼을 누릅니다. 

  

동작을 시작하겠습니까?라는 창이 나타나면 OK를 선택하십시오. 아래와 같이 복사 중이라는 창이 나타

납니다. 

  

만약 위의 창에서 동작완료라는 다음 창으로 진행되지 않고 5분이상 멈춰있는 경우에는 복사가 실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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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입니다. 내장 메모리를 포맷을 다시 한 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동작완료 창이 나타나면 작업이 완료된 것입니다. 

 

SD/MMC/MS로 복사하는 경우에는 위의 화면에서 리모컨의 ENTER버튼을 눌러 작업을 완료 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USB메모리나 SD나 MMC/MS카드에 펌웨어 파일(_2010.BTF _2010.FIR)을 저장합니다. 

Device Operation에서 Firmware로 이동 후 Update Type에서 All을 선택합니다. From device에서 펌웨

어 파일(_2010.BTF _2010.FIR) 이 USB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USB을 선택하고 SD나 

MMC/MS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SD/MMC/MS을 선택합니다. 

 

Confirm to start the operation ?이 나타나면 Yes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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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mware-current / Total File:1/1 창이 나타나면서 펌웨어가 진행됩니다. 완료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절때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도중 전원이 꺼질 경우 제품을 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Schedule:100%가 되면 업그레이드 완료 가 된 겁니다. 전원을 끄고 메모리카드를 

제거 후 전원을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 화면은 일어로 선택됩니다. 언어에서 한국어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언어 선택 시 메뉴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다시 키시기 바랍니다.  

 

 

 

 

포토랙 미디어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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