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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화재 또는 감전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제
품은 비나 수분이 닿는 장소에 놓지 마십
시오.
본 제품은 책장이나 붙박이장 등의 좁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품의 환기구를
신문이나 테이블 클로스 또는 커튼 등으로
막지 마십시오. 또 본 제품 위에 촛불 등을 올
려 놓지 마십시오.
화재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제품 위
에 물이 들어있는 꽃병 등을 올려놓지 마십
시오.
본 제품의 전원으로 사용하는 배터리의 처분
에 대해서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있
습니다. 현지 당국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주의

• 캐비닛 안에는 불가시 레이저 광선이 있습
니다.

• 광선을 들여다 보거나 광학 기기를 직시하
지 마십시오.

CE 표시 유효성은 주로 EEA 제국(유럽 경
제 지역)에 있는 법적으로 강제된 나라에서
만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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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3plus 및 ATRAC3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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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CD Walkman을 즐겨 주십시오!
D-NE9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CD Walkman은 “ATRAC CD”를 즐기실
수 있으므로 “ATRAC CD Walkman”이라 합니다.

오리지널 ATRAC CD를 제작하자!
자신만의 ATRAC CD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순서 1, 2, 3을 조작하면 됩니다.

순서 1

순서 2

설치

굽기

부속된 “SonicStage Simple
Burner” 소프트웨어를 설치합
니다.

디스크 이미지를 만들고 PC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CD-R/RW에 굽습니다.
오디오 CD

MP3 파일
또는

,
오디오 데이터는 SonicStage Simple Burner
에 의하여 ATRAC3plus/ATRAC3 형식으로
변환됩니다.

SonicStage Simple Burner의 사용 방법
부속된 책자 “SonicStage Simple Burne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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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CD란 무엇일까요?

* 1장 CD(앨범)의 합계재생시간이 약 60분으로 가정하고 ATRAC3plus 형식 48kbps로 700 MB CD-R/RW
에 녹음한 경우입니다.

순서 3
듣기
자신만의 ATRAC CD를 ATRAC CD
Walkman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ATRAC CD

,
CD Walkman으로 오디오 CD도 즐기
실 수 있습니다.

ATRAC3plus/ATRAC3 형식이란 무엇일
까요?
본 사용설명서 6-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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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CD Walkman을 즐겨 주십시오!

ATRAC CD란 ATRAC3plus/ATRAC3 형식으로 압축한 오디오 데이터를 저장한 CD-R/RW
입니다. 약 30장의 오디오 CD를 CD-R/RW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 파일을 ATRAC3plus/
ATRAC3 변환한 MP3 파일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본 CD 플레이어에서 재생할 수 있는 음악 소스
본 CD 플레이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음악 소스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 CD
• ATRAC3plus/ATRAC3 형식 파일
• MP3 파일

대응 디스크 형식
ISO 9660 Level 1/2, Joliet 확장 형식, 형식 디스크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TRAC3plus 및 ATRAC3
“ATRAC3plus”란 “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3plus”의 약어로 ATRAC3
형식으로 개발된 오디오 압축기술입니다. ATRAC3plus 형식에서는 음악 콘텐츠를 원래 사이
즈의 약 1/20로 압축하고 고음질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비트 전송율에는 64kbps 및
48kbps가 있습니다.
“ATRAC3”은 “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3”의 약어이며 고음질 및 고 압축
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오디오 압축기술입니다. ATRAC3 형식에서는 음악 콘텐츠를 원래
사이즈의 약 1/10로 압축하고 미디어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트 전송율에는 132kbps,
105kbps, 66kbps가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최대 그룹수 및 파일수
• 최대 그룹수: 255
• 최대 파일수: 999
자세한 것은 부속된 책자 “SonicStage Simple Burner”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미디어에 파일을 저장할 때의 주의
파일은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ATRAC3plus/ATRAC3 파일이 포함된 디스크에 필요 없
는 그룹을 저장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MP3 파일
MP3은 MPEG-1 Audio Layer3의 약어로 ISO(국제표준화기구) 작업 그룹의 하나인
Motion Picture Experts Group이 채택한 오디오 파일 압축규격으로 오디오 파일을 표준
콤팩트 디스크 데이터 사이즈의 1/10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MP3 부호화 알고리즘은 공개되
어 있으므로 무료로 입수 가능한 프리웨어를 포함한 각종 엔코더/디코더가 이 규격에 대응합니
다. 이와 같은 MP3 규격은 컴퓨터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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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디스크 형식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디렉토리 레벨: 8
• 파일명/폴더명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A-Z, a-z, 0-9, _(하선)

사용 가능한 그룹수 및 파일수
• 최대 그룹수: 100
• 최대 파일수: 400

압축 및 쓰기 소프트웨어의 설정
• 본 CD 플레이어는 다음과 같은 규격의 MP3 파일에 대응합니다: 비트 전송율: 16-320kbps
및 샘플링 주파수: 32/44.1/48kHz. 가변 비트 전송율(VBR)에도 대응합니다.
MP3 파일의 소스를 압축하려면 압축 소프트웨어의 전송 비트율은 “44.1kHz”, “128kbps”,
“일정 비트율”로 설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최대 용량까지 저장하려면 “halting of writing”를 설정하여 주십시오.
• 아무 것도 저장하지 않은 미디어에 최대 용량까지 한 번에 저장하려면 “Disc at Once”로 설
정하여 주십시오.
미디어에 파일을 저장할 때의 주의
• 파일은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MP3 파일이 포함된 디스크에 필요 없는 폴더를 저장하거
나 하지 마십시오.
• 디스크를 넣으면 CD 플레이어는 그 디스크의 폴더 및 파일 정보를 모두 읽습니다. 디스크상
의 폴더 수가 많으면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 또는 다음 파일의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 시간이 걸
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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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CD Walkman을 즐겨 주십시오!

주의점
• 파일에 이름을 만들 때에는 파일명에 반드시 파일 확장자 “mp3”를 붙여 주십시오.
• MP3 파일 이외의 파일에 확장자 “mp3”를 붙여 놓으면 플레이어는 그 파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
다.
• 파일명은 ID3 태그*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ID3 태그란 MP3 파일에 일정 정보(트랙명, 앨범명, 음악가명 등)를 추가할 때의 형식을 말합니다.

ATRAC3plus/ATRAC3과 MP3의 차이
그룹 및 폴더
ATRAC3plus/ATRAC3 형식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파일” 및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파일”은 오디오 CD의 “트랙”에 해당됩니다. “그룹”은 파일의 집합으로 “앨범”에 해당됩니다.
“그룹”에는 디렉토리형 구조가 없습니다(기존의 그룹 안에 새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본
CD 플레이어에서는 MP3 파일 폴더가 “그룹”으로 인식되므로 ATRAC3plus/ATRAC3 형
식과 MP3 형식으로 저장한 CD-R/RW를 같은 조작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트랙명 등 표시하기
ATRAC3plus/ATRAC3 파일 또는 MP3 파일이 있는 CD를 본 CD 플레이어에서 재생하면
트랙명, 음악가명, 앨범명이 표시됩니다. 본 CD 플레이어는 ID3 태그 형식* 버전 1.1/2.2/2.3
에 대응합니다.
주의점
• 본 CD 플레이어는 CD-R/RW 등 저장 미디어에 음악 콘텐츠를 녹음할 수는 없습니다.
• ATRAC3plus/ATRAC3 형식으로 저장한 CD-R/RW를 컴퓨터에서 재생할 수 없습니다.
• 재생 가능 여부는 디스크의 품질 및 기록 장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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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컨트롤 스위치류의 위치
자세한 것은 괄호 안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처음에

CD 플레이어(앞면)
1 조그 레버(u(재생/일시정지)•
./>(AMS/검색))
(13, 14, 20-22페이지)

2 x(정지)/CHARGE 버튼•
CHARGE 램프
(14, 25, 26, 28, 29페이지)

3 VOL(음량) +*/- 버튼
(14페이지)
4 i(헤드폰) 잭
(13페이지)
5 OPEN 스위치
(13페이지)
* 버튼에 돌출 부분이 있습니다.

CD 플레이어(안쪽)
6 AVLS 스위치
(25페이지)
7 G-PROTECTION 스위치
(23페이지)
8 배터리실
(28, 2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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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스위치류의 위치

CD 플레이어(뒷면)
9 EXT BATT(외부 배터리)/
DC IN 4.5 V(외부전원입력) 잭
(13, 28, 30페이지)
q; LINE OUT(OPTICAL) 잭
(27페이지)
qa

+/- 버튼
(14, 22페이지)

qs HOLD 스위치
(25페이지)

리모컨
qd x(정지) 버튼(14, 26페이지)

qg 표시창
(15, 18, 21-25페이지)
qh

qf VOL(음량) +/- 컨트롤
(14페이지)
qk 그립(11페이지)

+/- 버튼
(14, 22페이지)

qj 조그 레버(u(재생/일시정지)•
ENT(입력)•./>(AMS/
검색))(14, 18, 20-22페이지)

ql HOLD 스위치
(25페이지)

wa SOUND 버튼
(24페이지)

w; DISPLAY 버튼
(15, 23, 24페이지)

ws P MODE/
(재생 모드/반복) 버튼
(18-22, 26페이지)

주의점

반드시 부속된 리모컨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본 CD 플레이어를 다른 CD 플레이어에 부속된 리모컨으로 조작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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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의 클립을 사용하려면
리모컨에서 클립을 빼서 클립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빼려면

처음에

방향을 반대로 장착하려면

,

리모컨 코드를 클립에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휴대용 파우치를 사용하기
부속된 휴대용 파우치에 플레이어와 배터리 케이스를 함께 넣고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케이스의 소정의 장소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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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확인하기
AC 전원 어댑터(1)

리모컨(1)

휴대용 파우치(1)
충전식 배터리(2)

외장 배터리 케이스(1)
휴대용 배터리 케이스(1)

헤드폰/이어폰(1)

AC 플러그 어댑터(1)*
CD-ROM(SonicStage Simple Burner)
(1)
SonicStage Simple Burner 사용자 가이
드(1)
* JEB 모델에만 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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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또는 ATRAC3plus/ATRAC3/
MP3 파일 재생하기
전원으로 충전식 배터리나 건전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CD 플레이어를 접속합니다.

EXT BATT/DC IN 4.5 V로

AC 콘센트로

1 AC 전원 어댑터를 접속합니다.
2 헤드폰/이어폰을 접속합니다.
AC 전원
어댑터

AC 플러그 어댑터가 부속된 모델인 경우

오디오 CD 또는 ATRAC3plus/ATRAC3/MP3 파일 재생하기

AC 전원 어댑터가 AC 콘센트와 일치하지 않
을 때에는 AC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하여 주
십시오.

리모컨이 부속된 모델의 경우
• 헤드폰/이어폰의 플러그를 리모컨에 접속
합니다.
• 헤드폰/이어폰은 리모컨에 단단히 접속하
여 주십시오. 단단히 접속하지 않으면 재생
중에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그 레버
i(헤드폰)로

2.

CD를 넣습니다.
1 OPEN을 밀어서 CD 플레이어의
커버를 엽니다.

OPEN 스위치

2 CD를 트레이에 올려 놓습니다.

라벨 면을 위로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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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를 재생합니다.
조그 레버

VOL + / –

조그 레버

VOL + / –
1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1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2 VOL + 또는 -를 눌러서 음량을
조절합니다.

2 VOL +/-을 돌려서 음량을 조절합
니다.

목적

조작

재생(정지한 위치부터)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정지한 위치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첫번째 곡부터)

CD 플레이어의 정지 중에 첫번째 곡의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누르고 있습니다.

일시정지/일시정지 후 재생을 다시 시작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정지

x(CD 플레이어는 x/CHARGE)를 누릅니다.*2

재생 중인 곡의 첫부분검출(AMS*1)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한 번 가볍게 누릅니다.*2

앞 곡의 첫부분검출(AMS)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반복해서 가볍게 누릅니
다.*2, *3

다음 곡의 첫부분검출(AMS)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한 번 가볍게 누릅니다.*2, *3

다음 몇 곡의 첫부분검출(AMS)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반복해서 가볍게 누릅니
다.*2, *3

고속되감기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가볍게 누르고 있습니다.*2

고속감기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가볍게 누르고 있습니다.*2

다음 그룹으로 점프*4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이전 그룹으로 점프*4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1 Automatic Music Sensor(자동 뮤직 센서)
*2 이 조작은 재생 중이나 정지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곡을 재생한 후에는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서 첫번째 곡의 첫부분검출을 할 수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첫번째 곡일 때에는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서 마지막 곡
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ATRAC CD 또는 MP3 CD를 재생 중인 경우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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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를 꺼내기
트레이 중심에 있는 돌출 부분을 누르면서
CD를 꺼냅니다.

CD-R/RW에 대하여

* CD-DA는 Compact Disc Digital Audio의 약어입니다. 그것은 오디오 CD용 녹음 규격입니다.

저작권 보호 테크놀로지로 인코딩된 뮤직 디스크
본 기기에서는 컴팩트 디스크(CD)의 표준에 준하는 디스크만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
어, 저작권 보호 테크놀로지로 인코딩된 다양한 뮤직 디스크들이 몇 몇 음반 제작사들에 의하여
시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CD의 표준에 준하지 않는 디스크도 있으며, 본 기기에서는
이러한 디스크를 재생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컨 표시창에 대하여
CD 플레이어가 재생 중에는 표시창에 다음과 같은 표시가 나타납니다.
DISPLAY를 사용해서 남은 시간, 트랙명 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23페이지와 24페이지
참조).
오디오 CD 재생 중에

트랙 번호

재생 시간

CD 텍스트 정보가 포함된 오디오 CD 재생 중에

트랙 번호

트랙명/재생 시간

파일 번호

파일명/재생 시간

ATRAC3plus/ATRAC3/MP3 파일 재생 중에

주의점
• 본 CD 플레이어에서는 A-Z, a-z, 0-9, _의 각 문자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재생하기 전에 CD 플레이어는 CD에 수록된 모든 파일 및 그룹 정보를 읽습니다. “READING”이
나타납니다. CD 내용에 따라서는 읽기가 끝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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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또는 ATRAC3plus/ATRAC3/MP3 파일 재생하기

본 CD 플레이어는 CD-DA* 형식으로 기록된 CD-R/RW를 재생할 수 있지만 재생 가능 여부
는 디스크의 품질이나 기록 장치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ATRAC3plus/ATRAC3 그룹과 파일 예

그룹
ATRAC3plus/ATRAC3 파일

1

1
2
3

2

4
5

3

6
7
8
9

4

q;
qa
qs

파일 모드(통상 재생)
1, 2, 3...qa, qs에서 모든 ATRAC3plus/ATRAC3 파일을 재생합니다.
그룹 모드(P MODE/ 를 사용해서 “ ”를 선택한 경우(18페이지 참조))
선택한 그룹에 있는 모든 ATRAC3plus/ATRAC3 파일을 재생합니다.

주의점
• 최대 그룹수: 255
최대 파일수: 999
• ATRAC CD에 대해서는 “그룹”은 “앨범”에 또 “파일”은 “트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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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구조와 재생 순서 예(MP3 CD)
그룹 및 파일의 재생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CD-R
CD-RW

그룹
MP3 파일

1

1
2
3

4
5
6
5

7
8
9

6
2

q;

3

파일 모드(통상 재생)
1, 2, 3...9, 0부터 모든 MP3 파일을 재생합니다.
그룹 모드(P MODE/ 를 사용해서 “ ”를 선택한 경우(18페이지 참조))
선택한 그룹에 있는 모든 MP3 파일을 재생합니다.
(예: 그룹 3을 선택하면 CD 플레이어는 파일 4를 재생합니다. 그룹 4를 선택하면
CD 플레이어는 파일 5와 6을 재생합니다.)

주의점
• MP3 파일이 포함되지 않은 그룹은 스킵됩니다.
• 최대 그룹수: 100
최대 파일수: 400
• 최대 디렉토리 레벨: 8
• MP3 CD에 대해서는 “그룹”은 “앨범”에 또 “파일”은 “트랙”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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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 또는 ATRAC3plus/ATRAC3/MP3 파일 재생하기

4

재생 옵션
P MODE/
다.

(재생 모드/반복) 버튼과 조그 레버를 사용해서 각종 재생 방법을 즐길 수 있습니

표시창
재생 모드

P MODE/

버튼

재생 중에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재생
모드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CD 텍스트 정보, ATRAC3plus/
ATRAC3/MP3 파일 정보, 재생 시간 등을
표시합니다.

재생 중에 “ ”가 나타날 때까지 버튼
을 누르고 있으면 P MODE/ 를 사용
해서 선택한 재생 모드로 곡을 반복 재
생할 수 있습니다.
t 표시 없음
(통상 재생)

*1 ATRAC CD/MP3 CD 전용
*2 트랙/ 파일에 북마크가 추가된 경
우 전용
*3 MP3 CD 전용
*4 MP3 CD 형식으로 저장된 재생 목
록(m3u) 전용
*5 프로그램한 트랙을 재생하는 경우
전용

조그 레버
• 누른다.
곡에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PGM 재생할 곡을 선택해서 입
력할 수도 있습니다.
• > 또는 . 방향으로 가볍게 누른
다.
PGM 재생 모드의 곡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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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1

(선택한 그룹의 모든 파일을
재생)

r
“1”
(1곡 재생)

r
“SHUF”
(곡을 랜덤순으로 재생)

“

r
SHUF”*1

(선택한 그룹에 있는 모든 파일을
랜덤 순서대로 재생)

r
“ ”*2
(북마크가 있는 곡 재생하기)

“

r
”*3

(선택한 재생 목록*4을 재생)

r
“PGM”*5
(곡을 원하는 순서대로 재생)

트랙을 랜덤 순서대로 재생하기(셔플 재생)
재생 중에 “SHUF”이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셔플 모드에서 CD 플레이어는 CD에 있는 모든 파일을 랜덤 순서대로 재생합니다.

선택한 그룹의 모든 파일을 랜덤 순서대로 재생하기(그룹 셔플 재생)
(ATRAC CD/MP3 CD 전용)
재생 중에 “
SHUF”이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CD 플레이어는 선택한 그룹에 있는 모든 파일을 랜덤 순서대로 재생합니다.

재생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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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를 추가해서 원하는 트랙 재생하기(북마크 트랙 재생)
오디오 CD를 재생하고 있을 때
각 CD 에 대하여 99트랙까지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최대 10장 CD).
ATRAC CD를 재생하고 있을 때
각 CD 에 대하여 999트랙까지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최대 5장 CD).
MP3 CD를 재생하고 있을 때
각 CD 에 대하여 400트랙까지 북마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최대 10장 CD).

북마크를 추가하려면

1
2

북마크를 추가하고 싶은 트랙의 재생 중에 표시창에서 “ (북마크)”가 점멸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누르고 있습니다.
북마크가 정상으로 추가되면 “ ” 점멸이 느려집니다.
순서 1을 반복해서 원하는 트랙에 북마크를 추가합니다.

북마크가 있는 트랙을 들으려면

1
2

“ ”가 점멸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표시창에서 “ ”가 점등되고 북마크가 있는 트랙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북마크를 소거하려면
북마크한 트랙의 재생 중에 표시창에서 “
북마크된 트랙을 확인하려면
북마크된 트랙의 재생 중에는 표시창에서 “

”가 지워질 때까지 조그 레버를 누르고 있습니다.

”가 계속 점멸됩니다.

주의점
• 북마크된 트랙의 재생 중에 트랙은 북마크를 추가한 순서대로가 아닌 트랙 번호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 11번째 CD(ATRAC CD를 재생하고 있을 때에는 6번째 CD)의 트랙에 북마크를 추가하려고 하면 맨처음
재생한 CD의 북마크는 소거됩니다.
• 모든 전원을 끄면 메모리에 기억시킨 모든 북마크가 소거됩니다.
• “Lobatt”가 나타난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고 충전식 배터리로 CD 플레이어를 계속 재생하면 메모
리에 기억시킨 모든 북마크가 소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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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재생 목록 재생하기(m3u 재생 목록 재생)(MP3 CD 전용)
원하는 m3u 재생 목록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m3u 재생 목록”이란 MP3 파일의 재생 순서가 부호화된 파일입니다. 재생 목록 기능을 사용하려면 m3u
형식에 대응하는 부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CD-R/RW에 MP3 파일을 저장하여 주십시오.

1

재생 중에 “

”가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재생 목록

조그 레버를 . 또는 >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서 원하는 재생 목록을 선택합니다.

3

조그 레버를 누릅니다.

재생 옵션

2

주의점
본 CD 플레이에서는 화면에 나타난 처음 2개 재생목록에 대해서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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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원하는 순서대로 재생하기(PGM 재생)
CD 플레이어에서 최대 64곡까지 원하는 순서대로 재생하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1

정지 중에 DISPLAY를 누릅니다. 표시가 나타나 있는 동안 “PGM”이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오디오 CD

2

ATRAC CD/MP3 CD

조그 레버를 > 또는 . 방향으로 가볍게 눌러서 곡을 선택합니다.
ATRAC CD/MP3 CD를 재생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오디오 CD

재생 순서

3

ATRAC CD/MP3 CD

곡 번호

재생 순서

파일명

선택한 트랙을 입력하려면 재생 순서가 하나 증가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누르고 있습니다.
오디오 CD

4
5

+ 또는 -를 사용해서 그룹을 선택할 수도

ATRAC CD/MP3 CD

순서 2와 3를 반복 조작하여 원하는 순서대로 곡을 선택합니다.
조그 레버를 눌러서 PGM 재생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하려면
프로그램 중에:
순서 5를 조작하기 전에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정지 중에:
DISPLAY를 누릅니다. 표시가 나타나 있는 동안 “PGM”이 점멸할 때까지 P MODE/
반복해서 누른 후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조그 레버를 누를 때마다 곡 번호가 나타납니다.

를

주의점
• 순서 3에서 64번째 트랙의 입력을 마치면 처음에 선택한 트랙(오디오 CD)/첫번째 파일명(ATRAC CD/
MP3 CD)이 표시창에 나타납니다.
• 64를 초과하는 곡을 선택하면 맨처음에 선택한 곡은 소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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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G-PROTECTION 기능
G-PROTECTION 기능은 조깅 중에 음이
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된 기능입니다.
CD 플레이어의 G-PROTECTION 스위치
를 “2”로 설정하면 G-PROTECTION 기
능은 “1” 보다 강해집니다.
CD 플레이어를 휴대 중에 G-PROTECTION
기능을 사용해서 고품질 CD 사운드를 즐기
기 위해서는 G-PROTECTION 스위치를
“1”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심한 운동 중에는
“2”로 설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주의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음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 CD 플레이어가 예상보다 강하고 계속적인 충
격을 받은 경우
– 더럽거나 손상된 CD를 재생한 경우
– 품질이 낮은 CD-R/RW를 사용한 경우 또는
녹음장치나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이 있는 경우

CD의 남은 시간과 남은 곡 수를
확인하기(오디오 CD)
DISPLAY를 누를 때마다 화면 표시는 다음
과 같이 변경됩니다.
CD 텍스트 정보를 포함하는 오디오 CD의
경우는 괄호 안의 정보도 나타납니다.

t 곡 번호와 경과재생시간
(재생 중인 곡명)

r

재생 중인 곡의 곡 번호와 남은 시간
(재생 중인 곡명/음악가명)

r

남은 곡 수*와 CD의 남은 시간*
(앨범명/음악가명)

* 한 곡 재생이나 셔플 재생, 북마크된 곡 재생 중에
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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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AC CD, MP3 CD에 관한
정보 확인하기
DISPLAY를 사용해서 ATRAC CD/MP3
CD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ID3 태그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ISPLAY를 누를 때마다 화면 표시는 다음
과 같이 변경됩니다:
t 파일 번호, 파일명, 재생 경과 시간

저음을 강조하기(SOUND)
저음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SOUND를 눌러서 “SOUND 1” 또는
“SOUND 2”를 선택합니다.
표시 없음
(통상 재생)

“SOUND 1”

r

파일 번호, 음악가명/CODEC 정보*, 재
생 중인 파일의 남은 시간

“SOUND 2”

r

그룹명
*가변 비트 전송율과 샘플링 주파수

주의점
• 그룹에 그룹명이 없을 때에는 표시창에 “ROOT”
가 나타납니다.
• 파일에 ID3 태그 정보가 없을 때에는 표시창에
“- - - -”가 나타납니다.

선택한 사운드 모드가 표시된다.

“SOUND 2”는 “SOUND 1”보다 저음을 강
조합니다.

주의점
SOUND 기능을 사용해서 음이 삐뚤어질 때에는
음량을 줄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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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을 보호하기(AVLS)

컨트롤 스위치류를 잠그기(HOLD)

AVLS(Automatic Volume Limiter
System, 자동 음량 제한 시스템) 기능은 최
대 음량을 제한하여 청력을 보호할 수 있습
니다.

CD 플레이어의 컨트롤 스위치류를 잠가놓
고 실수로 조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
다.
HOLD를 화살표 방향으로 밉니다.

AVLS(본체 덮개 밑)를 “LIMIT”로 설정합
니다.

음량을 일정 레벨 이상으로 높이면
표시된다.

AVLS 기능을 해제하려면
AVLS를 “NORM”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

HOLD 기능이 작동하고 있을 때 아
무 버튼이나 누르면 CHARGE 램프
가 점멸한다.

HOLD 기능은 CD 플레이어와 리모컨 양쪽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HOLD
가 해제되어 있을 때에는 리모컨으로 CD 플
레이어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HOLD 기능이 작동 중이라도 리모컨의 표시창에
“HOLD”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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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

컨트롤 스위치류의 잠금을 해제하려면
HOLD를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십
시오.

조작시의 비프음을 끄기

LCD 백라이트를 끄기

CD 플레이어를 조작하면 헤드폰/이어폰에
서 들리는 비프음을 꺼 놓을 수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나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동
안 LCD 백라이트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약
5초간 점등됩니다. 단 백라이트를 끄면 배터
리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CD 플레이어의 전원(AC 전원 어댑터,
충전식 배터리 또는 건전지)을 뺍니다.

2

x(CD 플레이어에서는 x/CHARGE)를
누르면서 전원을 입력합니다.

비프음을 작동시키려면
전원 공급을 중단시킨 다음 x 또는
x/CHARGE를 누르지 말고 전원을 넣어 주
십시오.

1

CD 플레이어에서 충전식 배터리나 건전
지를 꺼냅니다.

2

P MODE/
니다.

를 누르면서 배터리를 넣습

LCD 백라이트를 켜려면
배터리를 일단 꺼냈다가 P MODE/
르지 말고 배터리를 다시 넣습니다.

를누

LCD 백라이트에 대하여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LCD 백라이트
는 항상 점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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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D 플레이어를 접속하기

스테레오 시스템을 접속하기
스테레오 시스템에서 CD를 듣거나 카세트
테이프 또는 미니디스크에 CD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접속할 기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스테레오를 접속하기 전에 각 기기의 스위치
를 꺼 주십시오.

주의점
• CD를 재생하기 전에 접속한 스피커가 손상되지
않도록 접속한 기기의 음량을 줄여 주십시오.
• 녹음할 때에는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여 주십
시오. 전원으로 충전식 배터리 또는 건전지를 사
용하면 녹음 중에 배터리가 완전히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 소리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접속한 기기는 적절한
음량으로 조절하여 주십시오.
• 본 CD 플레이어는 한 번만 디지털 복사할 수 있
는 Serial Copy Management System을 채
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한 장치를 사용해서
ATRAC CD/MP3 CD를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날로그 연결 코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접속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 CD 플레이어 또는 리모컨의 VOL +/-를
사용해서 i 단자에서 출력되는 음량을 조
절할 수는 없습니다.
• 소리가 삐뚤어질 때에는 기기를 i 잭에 접
속하여 주십시오.

LINE OUT
(OPTICAL)
으로

광 디지털 접속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CD를 미니디스크, DAT 등에 녹음하려면
녹음 조작을 시작하기 전에 CD 플레이어를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주십시오.
접속 코드
왼쪽(흰색)
오른쪽(적색)

미니디스크
레코더, DAT
데크 등

스테레오 시스템,
카세트 레코더,
라디오 카세트 레
코더 등

접속 코드 또는 광 디지털 접속 코드를 사용
할 때의 G-PROTECTION과 SOUND 기
능에 대하여
• 고품질의 CD 사운드를 녹음하려면
G-PROTECTION 스위치를 “1”로 설정
하여 주십시오.
• SOUND 기능은 i 잭에서 출력되는 사운
드에 대해서만 작동되고 LINE OUT
(OPTICAL) 잭에서 출력되는 사운드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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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플레이어를 접속하기

광 디지털
접속 코드

B 전원을 접속하기
다음과 같은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AC 전원 어댑터(“오디오 CD 또는
ATRAC3plus/ATRAC3/MP3 파일 재
생하기” 참조)
• 충전식 배터리
• LR6(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외부 배
터리 케이스)
충전식 배터리의 지속 시간과 충전 시간은
“주요 제원”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3

AC 전원 어댑터를 CD 플레이어의 EXT
BATT/DC IN 4.5 V 잭과 AC 콘센트에
접속하고 x/CHARGE를 눌러서 충전을
시작합니다.
AC 전원 어댑터가 AC 콘센트와 일치하
지 않을 때에는 AC 플러그 어댑터를 사
용하여 주십시오.
x/CHARGE
버튼•CHARGE
램프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기
처음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기 전에 충전하
여 주십시오.
CD 플레이어에는 다음과 같은 충전식 배터
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H-10WM(부속품)
• NH-14WM(별매품)

1

CD 플레이어 내부의 배터리실의 커버를
엽니다.

EXT BATT/
DC IN 4.5 V로

AC 전원 어댑터

AC 콘센트로

2

충전식 배터리 2개를 배터리실 안쪽의
그림 3에 맞추어 넣고 닫히는 소리가 날
때까지 커버를 닫습니다.

# 쪽부터 넣어 주십시오
(양쪽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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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점
• 충전 중에는 CD 플레이어와 충전식 배터리가 따
뜻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장이 아닙니
다.
• 충전 중에 조그 레버를 누르면 충전이 정지되고
CD 재생이 시작됩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꺼내려면
#를 눌러서 배터리를 꺼냅니다.

충전식 배터리에 관한 주의
배터리가 새 것이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
던 경우에는 완전히 충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HARGE 램프가
꺼질 때까지 충전한 후 배터리가 완전히 방
전할 때까지(표시창에 “Lobatt”가 나타남)
CD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순서를 몇 번 반복하여 주십시오.

충전식 배터리의 충전 시기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가 점멸하면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십
시오.

t

t

t

t

충전식 배터리를 휴대할 때의 주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속된 배터리 휴대
용 케이스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충전식 배
터리에 금속이 닿으면 단락에 의하여 발열이
나 발화될 염려가 있습니다.

t

Lobatt*
* 비프음이 납니다.

당초의 배터리 용량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
해서는 배터리를 완전히 사용했을 때에만 충
전하십시오.
주의점
표시 부분은 배터리의 대략의 잔량을 나타
냅니다. 1개 부분만 점등되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
시 배터리 잔량이 4분의 1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
닙니다.
표시 부분이 증감하
• 사용 조건에 따라서는
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원을 접속하기

충전식 배터리의 교환 시기
배터리의 수명이 약 반정도로 줄어들면 배터
리를 새 충전식 배터리로 교환하여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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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를 사용하기
반드시 부속된 외부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하
십시오.
본 CD 플레이어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건
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LR6(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

1

그림과 같이 PUSH 아래 선에 맞추어
PUSH를 누르면서 배터리 케이스를 잡
아당깁니다.

3

외부 배터리 케이스를 CD 플레이어에
접속합니다.

EXT BATT/
DC IN 4.5 V로

v쪽을 누른다

선을 맞
추어 주
십시오

건전지의 교환 시기
배터리의 잔량을 표시창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
”가 점멸하면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십
시오.

2

3를 배터리 케이스의 그림에 맞추어
LR6(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를 넣
습니다. 배터리 케이스를 넣고 LOCK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서 케이스를 잠급
니다.

t

t

t

t

t

Lobatt*
* 비프음이 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양쪽 모두 새 배터리로 교
환하여 주십시오.
CD 플레이어와 외장 배터리 케이스에 들어
있는 배터리는 동시에 방전됩니다.
주의점
• 외부 배터리 케이스를 접속했을 때에는 반드시 AC
전원 어댑터를 빼 주십시오.
• 충전식 배터리와 건전지를 동시에 사용할 때에 사
용시간을 늘이기 위해서는 만충전한 충전식 배터
리와 새 건전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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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 관한 주의
CD 플레이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는 모든 전원을 꺼 주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에 대하여
• 반드시 부속된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
여 주십시오. CD 플레이어에 부속되지 않
았을 때에는 AC-E45HG AC 전원 어댑
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밖의 AC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의 원인
이 됩니다.
플러그의 극성

• 젖은 손으로 AC 전원 어댑터를 만지지 마
십시오.
• AC 전원 어댑터는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
의 AC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AC 콘센
트에서 즉시 빼 주십시오.

충전식 배터리와 건전지에 대하여

전원을 접속하기

• 건전지에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불 속에 던지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동전 등의 금속과 함께 휴대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에 금속이
접촉되면 발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충전식 배터리와 건전지를 혼용하지 마십
시오.
• 사용하던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 종류가 다른 배터리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꺼
내 주십시오.
• 배터리의 누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배터리
실를 깨끗히 닦아 낸 다음 새 배터리를 넣
어 주십시오. 몸에 액체가 묻었을 때에는
물로 깨끗이 닦아 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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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추가 정보
헤드폰/이어폰에 대하여

사용상의 주의
안전성에 대하여
• CD 플레이어 내부에 물건이나 액체를 엎
질렀을 때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플러그를
뺀 다음 기술자의 검검을 받아 주십시오.
• DC IN 4.5 V(외부전원입력) 잭에 이물을
넣지 마십시오.

CD 플레이어에 대하여
• CD 플레이어의 렌즈가 더러워지지 않도
록 만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렌즈
에 흠집이 생겨서 CD 플레이어는 정상으
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 CD 플레이어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
지 마십시오. CD 플레이어나 CD가 손상
될 염려가 있습니다.
• CD 플레이어는 열원의 근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 수분
비 진동이 있거나 경사진 장소, 창문을 꼭
닫은 자동차 안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 CD 플레이어가 원인으로 라디오 또는 텔
레비전의 수신장애가 발생했을 때에는 CD
플레이어를 끄거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에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 본 CD 플레이어는 색다른 모양(하트, 사
각형, 별 등) 디스크는 재생할 수 없습니
다. 그렇지 않으면 CD 플레이어가 손상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 디스크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CD의 취급에 대하여
• CD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
장자리를 잡아 주십시오. 표면을 만지지 마
십시오.
• CD에 종이나 테이프를 붙이지 마십시오.

잘못된 취급

• CD는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배기구의
근처 등 고온이 되는 장소에 놓지 마십시
오. CD는 염천하에 주차시킨 자동차 안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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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헤드폰/이어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위법이 됩니
다. 또 보행 중이라도 특히 횡단보도에서 헤
드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특히 주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청력 저하를 방지하기
헤드폰/이어폰을 높은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
십시오. 전문가는 장시간 계속해서 높은 음
량으로 듣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
다. 귀울림이 있을 때에는 음량을 낮추거나
사용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주위의 분들께 배려를
적절한 음량으로 즐겨 주십시오. 주위의 소
리가 들릴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분들께 폐를
끼치지 않게 됩니다.

손질법
본체의 클리닝하려면
물이나 묽은 중성세제로 살짝 적신 부드러운
헝겊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알코올, 벤젠, 시
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장일까? 하고 생각되면
다음 사항을 체크한 후에도 문제가 계속되면 가까운 Sony 판매점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증상

원인과 대책

VOL+/-를 + 방향으로 반복
해서 돌려도(CD 플레이어의
VOL+ 방향으로 반복해서 가
볍게 눌러도) 음량이 높아지
지 않는다.

c AVLS 스위치를 “NORM”으로 설정하여 주십시오.(25페이지)
c 헤드폰/이어폰이 LINE OUT(OPTICAL) 잭에 연결되어 있습
니다. 그것을 i(헤드폰) 잭에 연결하여 주십시오.(13페이지)

음량을 조절할 수 없다.

c 헤드폰/이어폰이 LINE OUT(OPTICAL) 잭에 접속되어 있습
니다. 이것을 i(헤드폰) 잭에 접속하여 주십시오.(13페이지)

소리가 출력되지 않거나 잡음
이 생긴다.

c 헤드폰/이어폰 플러그를 단단히 접속하여 주십시오.(13페이지)
c 플러그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헤드폰/이어폰 플러그는 마른 부드
러운 헝겊으로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일부 파일을 재생할 수 없다.

c 본 CD 플레이어에 대응하지 않는 형식으로 저장된 파일을 재생하
려고 했습니다.(6페이지)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면
재생 시간이 매우 짧다.

c 망간 전지가 아닌 알카라인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
십시오.(30페이지)
c 배터리를 새 LR6(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
오.(30페이지)

충전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사
용하면 재생 시간이 매우 짧
다.

c 충전식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을 몇 차례 반복하여 주십시오.(28,
29페이지)

표시창에 “Lobatt”가 표시
된다. CD가 재생되지 않는
다.

c 충전식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어 있습니다. 충전식 배터리를 충
전하여 주십시오.(28페이지)
c 배터리를 새 LR6(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로 교환하여 주십시
오.(30페이지)

표시창에 “HI dc In”이 표시
된다.

c 부속용 또는 권장용 보다 정격치가 높은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부속된 AC 전원 어댑터 또는 “옵션 액세서
리”에서 권장하는 자동차 배터리 코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36,
37페이지)

추가 정보
(다음 페이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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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일까? 하고 생각되면
증상

원인과 대책

CD 플레이어에 CD를 넣었
는데도 CD가 재생되지 않거
나, 표시창에 “No disc”가
표시된다.

c 버튼이 잠겨 있습니다. HOLD 스위치를 밀어서 원래 위치로 되돌
려 주십시오.(25페이지)
c CD가 더러워져 있거나 흠이 나 있습니다.(32페이지)
c CD는 라벨 면을 위로 해서 넣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c 결로 현상이 생겼습니다.
CD 플레이어를 몇 시간 방치하여 수분을 증발시켜 주십시오.
c 배터리실의 커버를 꼭 닫아 주십시오.(28페이지)
c 배터리는 바른 방향으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28, 30페이지)
c AC 전원 어댑터는 AC 콘센트에 단단히 접속하여 주십시오.
(13페이지)
c AC 전원 어댑터를 연결한 후 1초 이상 후에 조그 레버를 눌렀습
니다.
c CD-R/RW에 아무것도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c CD-R/RW나 녹음장치, 응용 프로그램의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
다.
c 같은 CD-R/RW에 여러 형식의 파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7페
이지)

버튼을 누르면 CD 플레이어
의 CHARGE 램프가 점멸하
고 CD가 재생되지 않는다.

c 버튼이 잠겨 있습니다. HOLD 스위치를 밀어서 원래 위치로 되돌
려 주십시오.(25페이지)

CD 플레이어의 VOL +/-로
음량을 조절할 수 없다.

c CD 플레이어가 오디오 기기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음량은 접속
한 기기의 음량 조절 스위치로 조절하여 주십시오.(27페이지)

광 디지털 접속으로 녹음 중
에 곡 번호가 바르게 복사되
지 않는다.

c 미니디스크 레코더, DAT 레코더 등에서 곡 번호를 다시 한번 복
사하여 주십시오.(27페이지)
c 녹음 기기에 부속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27페이지)

충전식 배터리에 충전할 수 없
다.

c CD가 재생되고 있습니다. 재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c 외부 배터리 케이스가 CD 플레이어에 접속되어 있습니다. 케이
스를 뺀 후에 다시 한 번 충전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정지한 위치부터 재생이 시작
된다.(리쥼 기능)

c 리쥼 기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곡부터 재생을 시작하려
면 정지 중에 첫번째 트랙의 재생이 시작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누르고 있거나 CD 플레이어의 커버를 열어 주십시오. 또는 모든
전원을 껐다가 배터리를 다시 넣거나 AC 전원 어댑터를 다시 한
번 접속하여 주십시오.(13, 28, 30페이지)

CD에서 바삭바삭거리는 잡
음이 들린다.

c 배터리실의 커버를 단단히 닫아 주십시오.(28페이지)

연결한 스테레오 시스템을 사
용하면 소리가 왜곡되거나 노
이즈가 생긴다.

c CD 플레이어와 연결한 기기에서 음량을 조절하여 주십시오.(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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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원인과 대책

ATRAC CD 또는 MP3 CD
의 재생 중에 CD가 회전되
지 않는데 사운드는 정상으로
들린다.

c CD 플레이어는 재생 중에 ATRAC CD 또는 MP3 CD의 회전이
정지되고 소비 전력이 억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고장이 아닙니다.

조그 레버를 누르거나 CD 플
레이어 덮개를 닫은 후 표시
창에 “NO FILE”이 나타난
다.

c CD에 ATRAC3plus/ATRAC3/MP3 파일이 없습니다.
c 데이터를 소거한 CD-R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 CD가 더러워져 있습니다.

CD 플레이어의 커버를 닫으
면 CD가 회전하기 시작한다.

c CD 플레이어가 CD 정보를 읽고 있습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리모컨을 사용하면 CD 플레
이어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
는다.

c CD 플레이어에 잘못해서 눌려진 버튼이 있습니다.

LCD 화면이 잘 보이지 않거
나 움직임이 느리다.

c CD 플레이어를 고온(40°C 이상) 또는 저온(0°C 이하)에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실온에서는 표시가 정상 동작 상태로 되돌아옵니
다.

표시창에서 “ ”가 빠르게 점
멸하고 트랙의 맨처음이나 트
랙의 특정 위치를 검색할 수
없다.

c CD 플레이어에서 북마크 트랙 재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표시창의
“ ”가 지워질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해서 눌러 주십시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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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원
방식
콤팩트 디스크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레이저 다이오드 특성
재질: GaAlAs
파장: λ = 780 nm
조사특성시간: 연속
레이저 출력: 44.6 µW 미만
(이 출력치는 애퍼처가 7 mm의 광학 픽업 블럭
대물 렌즈의 표면으로부터 200 mm의 거리에
서 측정한 값입니다.)

D-A 변환

배터리의 지속 시간*1(약 시간)
(CD 플레이어를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했
을 경우)
재생 시간은 CD 플레이어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
니다.

2개 NH-10WM을 사용했을 때
(약 5시간 충전*2)

G-PROTECTION
“1”
“2”
오디오 CD

25

23

ATRAC3plus 파일*3

40

40

MP3 파일*4

35

35

1 비트 수정 시간 축 컨트롤

주파수 응답특성
20-20 000 Hz +1
–2 dB(JEITA CP-307에서 측
정)

출력(4.5 V 입력 레벨시)
라인 출력(스테레오 미니 잭)
출력 레벨 47 kΩ에서 0.7 V rms
권장 부하 임피던스 10 kΩ 이상
헤드폰(스테레오 미니 잭)
16 Ω에서 약 5 mW + 약 5 mW
광 디지털 출럭(광 출력 커넥터)
출력 레벨 : -21 ~ -15 dBm
파장: 피크레벨에서 630 ~ 690 nm

외장 배터리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알카라인
전지 2개*5)

G-PROTECTION
“1”
“2”
오디오 CD

55

50

ATRAC3plus 파일*3

95

95

MP3 파일*4

85

85

NH-10WM과 외장 배터리 케이스(알카라인 전
지 2개*5)를 사용했을 때

G-PROTECTION
“1”
“2”

필요 전원
구입하신 모델의 지역코드는 패키지의 바코드
의 좌측 상단에 참조하여 주십시오.
• Sony NH-10WM 충전식 배터리 2개:
1.2 V DC × 2
• Sony NH-14WM 충전식 배터리 2개:
1.2 V DC × 2
• LR6(AA사이즈) 배터리 2개: 1.5 V DC × 2
• AC 전원 어댑터(DC IN 4.5 V 잭):
U, U2, CA, CA2, E92, MX2, TW2,
CA2/C 모델: 120 V, 60 Hz
CED, CED/4, CE7, CE7/C, EE, EE1, E,
E13, E13/2 모델: 220-230 V, 50/60 Hz
CEK 모델: 230 V, 50 Hz
AU2 모델: 240 V, 50 Hz
EU8, EU8/C, JE.W, E18, KR4, EE8 모델:
100-240 V, 50/60 Hz
HK4 모델: 230 V, 50 Hz
CNA 모델: 220 V, 50 Hz

36

오디오 CD

80

73

ATRAC3plus 파일*3

135

135

MP3 파일*4

120

120

*1 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규격의
측정치입니다.
*2 충전시간은 충전식 배터리의 사용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3 48 kbps 또는 64 kbps로 녹음
*4 128 kbps로 녹음
*5 Sony 알카라인 전지 LR6(SG) 사용시(일본 제
품)

동작온도
5°C-35°C

옵션 액세서리

최대외형치수(w/h/d)
(돌기부와 조절 스위치류는 제외)

AC 전원 어댑터

약 135.4 × 135.4 × 17.3 mm

중량(액세서리 제외)
약 195 g
미국 및 기타 국가의 특허는 Dolby Laboratories
의 소유입니다.
디자인 및 주요 제원은 예고없이 변경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AC-E45HG

액티브 스피커 시스템

SRS-Z1

자동차 배터리 코드

DCC-E345

카 커넥팅 팩이 부속된 자동차 배터리 코드
DCC-E34CP
카 커넥팅 팩

CPA-9C

이어폰

MDR-E848SP
MDR-EX71SL
MDR-Q55SL

일부 판매점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부속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실 나
라의 액세서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판매점
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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