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기

1

Memory Card Recorder

빠른 사용 설명서

배터리 두 개를 삽입합니다.

메모리 카드 레코더 사용하기

4

전원 끄기
또는
버튼을 눌러 "예"를 선택한 후
튼을 눌러 시계 설정을 설정합니다.

버

시계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배터리실 커버를 밀어서 들어올립니다.
 LR03 (AAA 사이즈) 알카라인 전지를 양극과 음극을 올바르게
맞춰 넣은 후 커버를 닫습니다.

제공된 SD 메모리 카드를 삽입합니다.

1

이 단원에서는 시험 녹음 파일을 즉시 재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녹음 파일은 몇 초 내에 다음 파일을 녹음할 경우 지워지지 않습니다.

녹음을 시작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켜져 있고 메모리 카드 레코더가 녹음 모드로 들어갑니다.

HOLD·POWER 스위치를 "POWER" 방향으로 밀어 "전원을 끕니다." 애니
메이션이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고정합니다.
수 초 이내에 메모리 카드 레코더 전원이 꺼집니다.

5

및
또는
을 설정합니다.

경과된 녹음 시간

버튼을 눌러 연, 월, 일, 시, 분

분을 설정하면 "설정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남은 녹음 시간

녹음을 중지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창에 "기다려 주십시오"가 표시된 후 녹음이 중지됩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의 커버를 엽니다.
 메모리 카드를 고정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슬롯에 단단히 넣습
니다.
 메모리 카드 슬롯의 커버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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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레코더에는 내장 메모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녹음 전에 메모리
카드를 넣으십시오.

Sony 메모리 카드 레코더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팸플릿은 메모리 카드 레코더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설명한 빠른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Sony 메모리 카드 레코더를 즐겁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속된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

HOLD·POWER 스위치를 "POWER" 방향으
로 밀어 그 자리에 고정하여 메모리 카드 레코
더를 켭니다.

 힌트
메모리 카드 레코더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을 꺼 놓으시길 권장합니
다.
메모리 카드 레코더가 정지 모드에 있고 메모리 카드를 약 30분 동안 아무 조작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이 작동합니다.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에 대하여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
메모리 카드 레코더
의 상태

 힌트
시계를 잘못 설정할 경우 MENU 버튼을 눌러서 이전 창으로 돌아갈 수 있습
니다.

3

녹음된 파일의 번호(같은 날에 녹음된 파
일들의 순서대로 표시)/똑같은 날짜에 녹
음된 파일의 총수가 나타납니다.

재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은 메모리 카드 레코더가 메모리 카드에 액세스하
고 있을 때 주황색으로 깜박입니다.
메모리 카드 액세스 표시등이 깜박이고 있을 때 SD 메모리 카드와 배터리를
탈거하지 말거나 AC 어댑터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조작음을 끔으로 설정하려면

시험 녹음이 재생을 시작합니다.

제품 내용물 확인하기
 메모리 카드 레코더(1)

 SD 메모리 카드(2GB) (1)

 AC 어댑터 (1)

 휴대용 파우치(1)

 LR03(AAA 사이즈) 알카라인 전

 사용설명서

 핸드 스트랩 (1)

 빠른 사용 설명서(1)

지(2)

스트랩은 메모리 카드 레코더의
스트랩 구멍을 통해서 부착되어
있습니다.

녹음 시작 날짜

(SD 메모리 카드에 저장)

부속된 SD 메모리 카드를 포맷하면 해당 카드에 저장된 사용설명서도 소거
됩니다. 사용설명서를 다시 구하려면 Sony 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sony-asia.com/support

 힌트
HOLD·POWER 스위치는 놓으면 가운데 위치로 자동으로 되돌아갑니다.

4

경과 재생 시간

재생을 중지하려면
시험 녹음이 중지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MENU 버튼을 눌러서 메뉴 모드로 들어갑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서 "신호음"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서 "끔"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된 파일 검색하기

1
2
3

SEARCH 버튼을 누릅니다.
날짜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검색된 파일 재생하기

검색한 파일 소거하기

1

1

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선택된 파일이 재생을 시작합니다.

ERASE 버튼을 누릅니다.
"삭제할까요?" 메시지가 표시되고 지정한 파일이 확인을 위해 재생됩
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먼저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이 기기는 가정용(B급) 전자파적합 기기로서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책장이나 붙박이장 등 좁은 장소에 AC 어댑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AC 어댑터에 물기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
록 주의하고 물병 등 액체가 들어있는 물건을 AC 어댑터 위에 올려놓지 마
십시오.

녹음 날짜 상자

또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파일을 녹음
한 날짜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릅니다.

메모리 카드 레코더에 부속된 SD 메모리 카드의 용량(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용량)
2 GB (약. 1.80 GB = 1,932,734,976 바이트)
메모리 용량의 일부는 관리 영역으로 사용됩니다.

2
3

VOL +/– 를 눌러 볼륨을 조정합니다.

2

재생을 중지하려면

3

버튼을 누릅니다.

선택한 파일의 재생이 중지됩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서 "예"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릅니다.
표시창에 "삭제 중..." 애니메이션이 나타나고 선택한 파일이 소거됩니
다.

 힌트
파일을 삭제하면 남은 파일이 앞으로 이동되므로 파일과 파일 사이에는 공백이 남
지 않습니다.

AC 어댑터를 주전원에서 차단할 때는 AC 어댑터의 메인 플러그를 사용하므
로 메인 플러그는 가까이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콘센트에서 빼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