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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랙 디지털 미디어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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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제품 기능] 

 

메모리카드 지원 시큐어디지털카드(SD/SDHC),멀티미디어카드(MMC), USB 메모리 

파일 포맷 지원 

AVI/MPG/MPEG/Xvid/Divx/VOB/DAT/MP4/TS/M2TS/MKV/H.264/RM/RMVB/SWF 
PCM/DTS/AC3/MP3/FLAC/WMA/APE/AAC/FLAC audio decode. 
Photo format: JPEG, BMP, PNG, GIF, TIFF  
Music Format: MP3 and WMA       
Video Format: MPEG1, MPEG2,MPEG4,Divx,Xvid, H.264, RM, RMVB, Flash Format 
files (.dat.avi.vob.mpg.mpeg.mp4.mov.mkv.ts.rm.rmvb.swf) 

텍스트 포맷: txt 

자막파일:smi 

동영상 파일중 음성 코덱이 ATSC/A-52 Dolby AC3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음성이 지원되지 않습

니다. Microsoft PCM 이나 MPEG1 or 2 Audio Layer3(MP3)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성이 지원

됩니다. 

해상도 
MPEG1/2/4,H.264decode,up to 1080P(1920*1080-Full HD) 
RM/RMVB decode,RM/RMVB up to 720P(1280*720) 
HD Photo up to 6000*6000 

LED 표시등 전원 /on/off 시 

리모트 콘트롤러 지원 Yes

지원언어 영어 및 한국어 

자동재생 지원 Photo 또는 Movie/슬라이드 쇼 자동 재생지원 

백그라운드 뮤직 Photo 슬라이드쇼와 함께 백그라운드 뮤직 지원 

작동 온도 Operation temperature: -5℃-40℃ 

 

사용 전 아래의 주의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 및 사용시 주의 사항]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시기 전에 설명서를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리모콘의 ZOOM버튼을 눌러 영상의 해상도 방식

이 바뀌는 경우 화면이 잘 안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다시 천천히 리모콘의 ZOOM버튼을 눌러 주시면 누를 때마

다 영상의 디스플레이 해상도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1. 직사 광선이 들거나 전열기구와 같은 열이 발생되는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LCD 표면에 손상이나 검은 반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장소에 설치하시고 좁은 장소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3. 제품에서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전원 코드를 빼시고 구입 회사에 문의 하십시오. 

        4. 제품 청소 시 물을 뿌리거나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닦지 마시고 부드러운 천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5. 모니터 통풍구로 이물질이나 금속성 물체를 넣거나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6. 전원 플러그 연결 시 흔들리지 않게 연결 하시고 젖은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메모리카드 사용시 주의 사항] 
시중에 유통되는 메모리카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용 하시기 전에 제품에 지원되는 메모리 카드인지 확인 후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메모리 카드의 종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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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는 앞/뒤 방향이 있어서 슬롯에 올바른 방향으로 꼽으셔야 합니다.  무리하게 반대로 꼽으면 카드 슬롯

이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의 사용] 

테이블 스탠드를 제외한 다른 스탠드는 옵션 선택 사항입니다 

메모리는 제품 본체의 뒷면의 하단에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메모리 보호 커버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나사를 풀

은 후 메모리 카드를 장착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전원을 전원 단자에 연결하신 후 전원 스위치를 ON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치 하기] 

1. 제공되는 파워 아답터를 제품의 LCD하단에 있는 전원 컨넥터 단자에 연결합니다. 제품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

에 메모리 카드를 카드 슬롯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원을 연결한 후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메인 메뉴가 화면에 재생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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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리모콘의 파워(Power)버튼은 메인 전원 스위치가 아니고 LCD의 스크린을 대기전원 상태로 만

드는 것으로 완전히 본체의 전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본체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끄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리모컨 사용 법] 

리모콘은 같은 모델의 제품이 근처에 있는 경우 다른 제품의 리모콘 수신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제품에서 50Cm이내

에서 작동합니다. 리모콘 수신 센서는 제품의 뒷면 메모리카드 슬롯 옆이나 전면에서 봐서 우측 아래에 있습니다. 

리모콘의 작동이 원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모콘 수신 센서의 위치에 가깝게 해서 작동 하시기 바랍니다. 

  

[POWER:전원스위치]: 본체의 셋탑 전원을 키거나 끌 수 있습니다. 

[OSD]:파일정보를 표시합니다. 

[EXIT]:현재 진행하고 있는 메뉴의 이전메뉴로 이동합니다. 계속 누르면 메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REPEAT]: 반복 설정을 변경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All/ Dir/ File/ Off로 변경됩니다. 

[▶/II] : 비디오나 MP3또는 포토 재생 시 일시 정지나 재생할 때 사용합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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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

다 진행 시킵니다. 동영상 재생 시는 버튼을 누를 때마다 x2, x4, x8, x16배속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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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E]: 소리를 일시적으로 묵음 상태로 만듭니다. 

[ZOOM]: 재생되는 화면의 해상도를 변경합니다. 영상이 재생 중일 때는 동작하

지 않습니다. 재생을 중지 후 메인 메뉴화면에서 작동합니다. 제품 출하 시 최적

의 해상도로 셋팅되어 있으니 사용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잘 못눌러 영상이 나오

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천천히 화면이 잘 나올 때 까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배터리 교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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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는 CR2025를 사용 바랍니다. 리모트 콘트롤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빼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PHOTOREK MEDIA FRAME IN COMPLY WIHT HD6 

페이지-4  Rexcos Inc. all rights reserved, Korea user manual version 1.0 

[메인 메뉴 사용 해보기] 

본 제품은 설정에서 파일 자동재생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메인 전원을 

키면 아래와 같은 메인 메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제품의 전원을 키기 전에 메모리 카드 슬롯에 메모리카드를 장착해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리모콘의 화살표 오른쪽/왼쪽 방향버튼을 이용해서 각 메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Movie      Photo       Music       Text      Flash       File         Setting 

 방향 버튼(▶ / ◀ )으로 이동 후 리모콘의 Enter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메뉴가 실행됩니다. 예를 들면 Movie 메

뉴를 선택하시면 동영상 파일을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Photo버튼을 누르시면 사진파일을 재생 하실 수 있습니

다. 

File메뉴를 선택하시면 메모리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Setting 메뉴 사용 해보기] 

리모콘의 방향키를 이용해 메인 메뉴에서 Setting메뉴로 이동 후 Enter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콘의 SETUP버튼을 

누릅니다. SETUP버튼을 두번 누르면 메인메뉴로 이동합니다. 

메뉴선택 후 반드시 Enter버튼을 눌러 확정 하시기 바랍니

다.  

[Setting –Display-Display] 

해상도 설정을 변경합니다. 제품의 출하 시 최적의 해상도로 

설정되어 있으니 설정을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상도

는 NTSC / 480i / 480P / 576P / 720P / 1080i /1080P 순서

로 변경됩니다. 제품이 지원하지 않는 해상도에서는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리모콘의 ZOOM버튼을 

한번씩 누르면 해상도 차례로 변경됩니다. 화면이 나오는 곳

에서 멈춰 설정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Setting –Display-TVMode] 

화면의 비율을 선택합니다. 와이드 화면은 16:9를 선택하시

고 일반 화면은 4:3을 선택 바랍니다. 

[Setting –Language] 

사용 언어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어(Korean)을 선택합니다.  

[Setting –Photo setup] 

Setting –Photo setup-View : Thumbnail은 사진 파일을 작은 화면으로 미리 보여 줍니다 / List는 사진 파일을 리

스트 형태로 보여 줍니다. 

Setting –Photo setup-Sorting: By file name : 파일명 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파일명의 순서는 숫자/

알파벳순입니다. 한글명은 가나다순입니다. By file date :파일의 날짜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Setting –Photo setup-Directory: Enable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재생합니다. Disable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습

니다. 

Setting –Photo setup-Repeat: Repeat off:반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epeat all:모든 파일을 반복합니다. Repeat 

directory :디렉토리의 파일을 반복합니다.  

Setting –Photo setup-Cropping: Smart crop: 사진 재생 시 모든 파일을 꽉찬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tire photo설정에서는 세로사진은 좌/우에 여백이 많이 남게되고 꽉찬 화면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Smart 

crop에서는 세로사진을 사진의 중앙을 기점으로 확대해 화면이 스크린에 꽉차게 보여줍니다. Stretch Photo:사진

이 4:3비율의 사진인 경우 좌/우로 늘려 화면을 꽉차게 보여 줍니다. 

Setting–Photo setup-Slideshow duration: 사진과 사진을 넘기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최소 3s초에서 5s/10s/30s/60s/5m(분)까지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Setting–Photo setup-Transition effect: 슬라이드 재생 시 전환효과를 사용합니다. Off시 전환효과를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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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Setting –Movie setup] 

Setting –Movie setup-View : Thumbnail은 파일을 작은 화면으로 미리 보여 줍니다 / List는 파일을 리스트 형태

로 보여 줍니다. 

Setting –Movie setup-Sorting : By file name : 파일명 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파일명의 순서는 숫자

/알파벳순입니다. 한글명은 가나다순입니다. By file date :파일의 날짜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Setting –Movie setup-Directory: Enable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재생합니다. Disable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습

니다. 

Setting –Movie setup-Repeat: Repeat off:반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epeat all:모든 파일을 반복합니다. Repeat 

directory :디렉토리의 파일을 반복합니다. 

Setting –Movie setup-Subtitle: 자막 파일인 smi파일을 지원합니다. 동영상 파일인 AVI파일과 SMI 파일을 파일명

을 똑같이 해서 재생하면 화면 하단에 자막을 재생 할 수 있습니다.  

Setting –Movie setup-Resume Play:영상 재생도중 파워중단으로 꺼지는 경우 전원을 키면 중단된 영상 지점부터 

재생을 합니다.  

Setting –Movie setup-Digital audio output: 사용하지 않는 메뉴입니다. 

[Setting –Music setup] 

Setting –Music setup-View: Thumbnail은 파일을 작은 화면으로 미리 보여 줍니다 / List는 파일을 리스트 형태로 

보여 줍니다. 

Setting –Music setup-Sorting: By file name : 파일명 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파일명의 순서는 숫자/

알파벳순입니다. 한글명은 가나다순입니다. By file date :파일의 날짜순으로 파일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Setting –Music setup-Directory: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만 재생합니다. Disable :디렉토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Setting –Music setup-Repeat: Repeat off:반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Repeat all:모든 파일을 반복합니다. Repeat 

directory :디렉토리의 파일을 반복합니다. 

Setting –Music setup-Lyrics: MP3파일과 lrc파일이 같이 있는 경우 lrc가사파일 정보를 화면에 보여 줍니다. 

 

[Setting –Text setup]  

텍스트 파일인 txt파일을 읽어 화면에 재생 가능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텍스트를 선택해 txt파일을 재생 할 수 있

습니다. 

[Setting –Default]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Setting –About] 

 펌웨어 버전을 알려 줍니다. 

[Setting –Upgrade]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사용합니다. USB메모리에 펌웨어 파일을 넣은 후 Install now을 선택하면 업그레이드 가 

진행 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후 사용한 메모리 카드를 제거합니다. 

[Setting –Start to] 

전원을 킨 후 자동으로 실행 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별도의 리모콘 조작없이 전원만 키면 자동으로 파일을 재생

하는 기능입니다. 

Movie: 자동으로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Photo : 자동으로 사진 파일을 재생합니다. 

Music : 자동으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Slideshow : 자동으로 사진 파일을 슬라이드로 재생하면서 음악을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재생합니다. 메모리카드

에 오디오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Home: 자동재생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원을 키면 화면에 메인 메뉴창이 뜹니다. 

 

 [ LCD 화면 조정 버튼 사용하기 1] 

메모리 카드 슬롯 옆에 있는 OSD 버튼 사용 방법입니다. 버튼은 케이스 안쪽에 있습니다. 송곳이나 기타 가느다

란 막대를 이용하여 버튼을 눌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MENU: OSD메뉴를 불러 내는 버튼 입니다. 

UP: 방향버튼으로 메뉴에서 위로 방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DOWN: 방향버튼으로 메뉴에서 아래로 방향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V+: 볼륨버튼으로 음향의 소리를 증가 시킵니다. 

V-: 볼륨버튼으로 음향의 소리를 감소 시킵니다. 

Select: 모드 변경버튼으로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 버튼입니다. DVI로 셋팅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PHOTOREK MEDIA FRAME IN COMPLY WIHT HD6 

페이지-6  Rexcos Inc. all rights reserved, Korea user manual version 1.0 

VGA모드로 변경되어 화면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더 눌러 DVI모드로 변경합니다. 

Power: LCD화면을 끄거나 킵니다. 메인 전원을 끄는 버튼은 아닙니다. 

 

간혹 본체의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MENU버튼을 눌러 화면조정 메뉴에서 “자동조절” 메뉴

를 선택해 화면을 자동으로 맞추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질조정메뉴: LCD의 밝기, 명암, 입력신호를 조절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조정메뉴: 자동조절, 수평위치,수직위치,위상,주파수를 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색온도: 9300K   붉은 기운이 도는 따뜻한 색감입니다. 

       7500K   표준적인 색감입니다. 

       6500K   푸른 기운이 도는 차가운 색감입니다. 

       색자동조절: 화면 색상값을 최적화합니다. 
[ LCD 화면 조정 버튼 사용하기 2] 

아래와 같은 OSD버튼이 제품 있는 제품을 조정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상에 화면 가장자리 글자가 잘려져 나올 때 

4:3비율의 LCD를 사용하고 640x480사이즈의 동영상을 재생 시 화면 부 가장자리의 글자가 잘려져 나오는 경우 

화면이 늘어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주파수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정 순서] 

 
LED POWER UP DOWN SELECT MENU AUTO

 
- 케이스의 뒷면이나 옆면에 위와 같은 OSD버튼을 찾습니다. 

- Menu(메뉴)버튼을 누릅니다. 

- SELECT(선택버튼)을 누릅니다. 

- DOWN(방향버튼 아래) 을 눌러 주파수 메뉴로 이동합니다. 

- SELECT(선택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 DOWN(방향버튼 아래)이나 UP(방향버튼 위)을 눌러 화면을 조정합니다.  

 

화면 수평/수직 맞추기 

       화면의 한쪽이 블랙공간으로 비워져 있을 때 화면을 중앙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세로보기 화면에서 화면의 오른쪽으로 화면을 이동 시 조정 법 

- Menu(메뉴)버튼을 누릅니다. 

- SELECT(선택버튼)을 누릅니다. 

- DOWN(방향버튼 아래) 을 눌러 “수직위치” 메뉴로 이동합니다. 

- UP(방향버튼 위)나 DOWN(방향버튼 아래)을 눌러 화면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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