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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MAN�은 Sony Corporation의 등록 상표로서 헤드폰 스테

레오 제품을 대표합니다. 은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제품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습기가 차
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화재가 날 수 있으므로 신문, 헝겊, 커
튼 등으로 기기의 환풍구를 막지 마십
시오. 또한 기기 위에 촛불을 두지 마
십시오.

꽃병과 같이 액체가 들어 있는 물체를 
기기 위에 올리지 마십시오. 화재가 발
생하거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본 제품에 전원을 공
급하는 배터리의 폐기를 규제하고 있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관할 기관으로 문
의하십시오.

주의 � 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이저 
광선이 나옵니다.

레이저 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이 기기는 가정용으로 전자파 적헙등
록을 한 기기로서 주거지역에서는 물
론 모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CE 마크 표시는 유럽 경제 지역(EEA)
에 속한 국가들을 포함하여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국가에만 허가됩니다.

� SonicStage, OpenMG 및 OpenMG 
로고, MagicGate, Memory Stick, 
MagicGate Memory Stick 로고, 
Memory Stick 및 Memory Stick 
로고, Net MD 및 Net MD 로고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Microsoft, Windows, Windows 

NT 및 Windows Media는 미국 또
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
입니다.
� IBM 및 PC/AT는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 Macintosh는 미국 또는 기타 국가에

서 Apple Computer의 상표입니다.
� MMX 및 Pentium은 Intel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
입니다.
� 다른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
니다.
� 본 설명서에서 � 및 � 마크는 생략

합니다.

본 기는 책장이나 조립형 캐비넷과 
같은 밀폐된 장소에 놓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판매 업체는 직접
적, 우발적, 결과적 손상이나 제품 
결함 또는 제품 사용으로 인해 발생
하는 손실이나 비용에 대하여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경고



사용 주의 사항

제공된 소프트웨어

�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소프트
웨어 또는 함께 제공된 설명서의 일
부 혹은 전체를 복제하는 것은 저작
권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 SONY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레코더

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나 
이윤의 손실, 제 3자에 의해 제기된 
요구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조 공정의 결함으로 인해 소프트

웨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SONY
가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SONY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레코더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

어는 지정된 기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소프

트웨어의 사양이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트웨

어로 본 레코더를 작동하여 발생한 
문제는 보증에서 제외됩니다. 

Program � 2001, 2002 Sony 
Corporation

Documentation � 2002 Sony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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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본 설명서에서는 레코더 작동 및 제공된 SonicStage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기본적
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작동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레코더 사용시

레코더 작동(11 ~ 93 페이지)

본 설명서의 11 ~ 93 페이지에는 Net MD를 일반 MiniDisc 
Walkman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 및 설명 (80 페이지)

본 항목에는 레코더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결된 Net MD(레코더) 사용시

소프트웨어 작동(94 ~ 127 페이지)

본 설명서의 94 ~ 127 페이지에는 SonicStage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기본적인 사
용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정보(112 페이지)

본 항목에는 SonicStage 소프트웨어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에 대한 해결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FAQ와 답변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SonicStage 1.5 버전 도움말

컴퓨터 화면 상에서 볼 수 있는 온라인 도움말입니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도움말 창을 표시하려면 110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작동�에 대한 참고사항

�소프트웨어 작동 영역에 수록된 그림은 실제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는 사용자가 Windows 기본 작동법을 잘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나 운영 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항목에는 일반 Net MD 제품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혹은 그림)
중 일부는 사용자의 Net MD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지한 Net MD 제품에 
대해서는 제공된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3-250-372-11(1)

Portable 
MiniDisc Recorder

Operating Instructions

Recorder Op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oftware Oper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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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공 부속품 확인

광 케이블(1)
CD-ROM(SonicStage 1.5 버전) (1)�
벨트 클립 달린 휴대용 케이스(미국 모델 제외) (1)
녹음용 MD(미국 및 캐나다 모델만 해당)(1)

∗ 오디오 CD 플레이어에서 CD-ROM을 재생하지 마십시오.

AC 전원 어댑터(1) USB 받침대(1) 리모콘이 있는 헤드폰/
이어폰(1)

건전지 케이스(1)전용 USB 케이블(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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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장치 설명

MD 레코더

A 5개의 조절키

B충전 램프

C디스플레이 창

DOPEN 스위치

EGROUP 버튼

F조그 다이얼(MENU/ENTER)

GzREC (녹음) 스위치

HT MARK 버튼

IEND SEARCH 버튼

JX 버튼

Kx 버튼

L핸드 스트랩 홀
취향에 맞는 줄을 이 핸드 스트랩 
홀에 끼워 사용하십시오.

M LINE IN (OPT) 잭

NMIC (PLUG IN POWER) 잭
MIC (PLUG IN POWER) 잭 옆
에 촉각 도트가 있습니다.

Oi (헤드폰/이어폰)/LINE OUT 잭

PUSB 받침대 연결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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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기능

N1) 를 누름

1)N 및 VOL + 버튼에 촉각 도트가 있
습니다.

재생

.쪽으로 누름 되감기

> 쪽으로 누름 빨리 감기

VOL+, - 쪽으로 
누름

볼륨

돌려서 선택 누르면 실행



Q 건전지 케이스를 연결하는 단자

R HOLD 스위치
스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 레
코더의 버튼이 잠깁니다. 레코더를 
가지고 이동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
면 레코더의 버튼이 우연히 눌러져 
작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SBUILT-IN BATTERY 스위치
레코더를 처음으로 사용할 때 스위치
를 ON으로 민 다음 계속해서 ON으
로 두고 사용하십시오(출하시 설정
은 OFF).

레코더 디스플레이 창

A 문자 정보 표시
디스크 이름, 트랙 이름, 날짜, 오
류 메시지, 트랙 번호 등이 표시됩
니다.

B SYNC(동시 녹음) 표시

C REC 표시
녹음하는 동안 불이 켜집니다. 불
이 깜박이면 레코더가 녹음 대기 
모드에 있는 것입니다.

D 멜로디 타이머 표시

E 디스크 표시
녹음 및 재생할 때 회전하는 디스
크를 보여줍니다.

F 북마크 표시
북마크된 트랙을 재생할 때 불이 
켜집니다.

G 볼륨 표시계

H그룹 표시

I재생 모드 표시
MD 재생 모드(혼합 재생, 프로그램 
재생, 반복 재생 등)가 표시됩니다.

J배터리 상태 표시
대략적인 잔여 배터리 충전량을 보
여줍니다. 충전지가 약하면 전원 
부족을 알리고 상태 표시기가 깜박
입니다. 레코더는 건전지 케이스에 
건전지가 들어 있어도 먼저 내장형 
충전지의 전원을 사용합니다. 이 
내장형 충전지가 다 소모되었을 때 
레코더는 자동으로 건전지로 전환
하여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
코더가 건전지의 전원을 이용할 때 
배터리 상태 표시 주위가 느리게 
깜박입니다.

K LP2, LP4, MONO (모노)표시

1 3 42 5 6

qa9 q;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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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콘이 있는 헤드폰/이어폰

A볼륨 조절기(VOL+, -)
조절기를 돌려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Bx(정지) 버튼

C조그 레버(NX/ENT, ., >)

NX/ENT(누름): 재생, 일시 정
지, 입력

.(이 방향으로 밈): REW
>(이 방향으로 밈): FF

D디스플레이 창

E (그룹) +, -

F클립

GHOLD 스위치
스위치를 화살표 방향으로 밀면(노
란색 표시가 나타남) 리모콘의 버
튼이 잠깁니다. 레코더를 가지고 이
동할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레코더
의 버튼이 우연히 눌러져 작동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HDISPLAY 버튼

I P MODE/  버튼

J SOUND 버튼

F

G

H

I

J

B

C

D

E

A



리모콘 디스플레이 창

A 디스크 표시

B 트랙 번호 표시

C 문자 정보 표시

D 재생 모드 표시

E SOUND 표시

F배터리 레벨 표시

G그룹 표시

H북마크 표시

I멜로디 타이머 표시

1

2

리모콘의 클립 사용
클립을 분리한 후에는 분리했던 방향과 반대로 다시 끼울 수 있습니다.

클립 제거 반대 방향으로 클립 끼우기

F G HI

BA C D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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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본 레코더에는 충전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레코더를 처음 사
용할 때 먼저 레코더 후면의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아래와 같이 ON 위치로 미십시오. 이후부터는 스위치를 계속 
ON 위치에 놓아 두십시오.

1 충전지 충전
1 AC 전원 어댑터를 USB 받침대와 벽

면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2 USB 받침대에 레코더를 부착하십

시오.
USB 받침대 위에서 레코더를 눌러 
넣으십시오.

AC 전원 
어댑터

DC IN 6V에 
연결

벽면 콘센
트에 연결

USB 받침대



3 충전 램프가 켜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남은 충전 시간이 디스플레이에 표
시됩니다. 레코더를 USB 받침대에 
부착한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충전 
램프가 꺼집니다. 이 때 배터리의 충
전량은 약 80%가 됩니다. 3시간 후
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됩니다.

4 RELEASE를 눌러 USB 받침대에서 
레코더를 분리하십시오. 

z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Charging�, �-- min� t �Charging�, �65 min� (65분 후 충전 완료) t �Charging�, 
�64 min� t ...t 디스플레이 없음
�충전 중에도 레코더나 리모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는 남은 충전 시간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AC 플러그 어댑터가 제공된 기종

AC 전원 어댑터가 벽면 콘센트와 맞지 않으면 AC 플러그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충전 램프
충전이 시작되
면 �Charging

과 �-- min 이 
나타납니다.

RELEASE

1

2

43

알카라인 건전지 사용

건전지 케이스를 레코더에 연결하십시오. 건전지의 음극을 먼저 끼우십시오.

LR6(AA 크기) 알카라인 건전지를 넣으십시오.

레코더 후면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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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및 조절 장치 잠금 해제
1 리모콘이 있는 헤드폰/이어폰을 

i/LINE OUT에 연결하십시오.

2 레코더나 리모콘에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HOLD를 밀어 화살표 
조절 장치의 잠금을 해제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서 레코더에 
전원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건전지 케이스를 레코더에 연결하고 AC 전
원 어댑터를 배터리 케이스의 DC IN 6V 
잭에 연결하십시오.

참고

�배터리는 0°C ~ +40°C의 온도에서 충전
하십시오. 충전 시간은 주위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장형 충전지가 모두 소모된 경우는 레코
더를 USB 받침대에 부착하고 난 후 1분 
가량 소요된 후에 충전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1분이 지나고도 충전이 시
작되지 않는 경우는 USB 받침대에서 레
코더를 분리했다가 다시 부착하십시오. 

배터리 수명

자세한 내용은 �배터리 수명��(74 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녹음시
(단위 시간: 시간)

HOLD단단히 연결

i/LINE OUT에 연결

단단히 연결

배터리 SP 
스테
레오

LP2 
스테
레오

LP4 
스테
레오

내장형 충전지 8.5 11 14

LR6 (SG) 
Sony 알카라
인 건전지

7.5 10 11.5

내장형 충전지 
+ LR6 (SG)

15 20 26.5



재생시

배터리 SP 
스테
레오

LP2 
스테
레오

LP4 
스테
레오

내장형 충전
지

17 20 24

LR6 (SG) 
Sony 알카라
인 건전지

27 32 36

내장형 충전
지 + LR6 
(SG)

42 52 58
�




��
간단한 MD 녹음!
본 항목에서는 CD 플레이어, 디지털 TV 또는 기타 디지털 장치
에 연결된 광 케이블을 사용하여 디지털 녹음을 하는 기본 절차
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드시 광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녹음할 
때에는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녹음 
조작 방법은 �다양한 녹음 방법��(26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1 MD 넣기
1 OPEN을 밀어 덮개를 여십시오. 2 라벨이 앞쪽을 향하도록 MD를 넣고 

뚜껑을 눌러 닫으십시오.

녹음 방지 탭
이 닫혀 있어
야 합니다.



2 연결하기(케이블을 해당 잭에 올바르게 삽입하십
시오).

3 MD 녹음하기
1 녹음할 음원을 선택하고 일시 정지

하십시오.

2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zREC를 

눌러 미십시오.
�REC�와 REC LED가 켜지고 녹음
이 시작됩니다.

3 녹음하려는 음원을 재생시키십시오.
해당 음원과 같은 지점에 트랙 마크
가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녹음을 정지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참고

이미 녹음되어 있는 디스크에 다시 녹음을 하면 디스크의 내용이 모두 지워집니다. 기존에 
녹음된 내용에 이어 녹음을 시작하려면 3단계, �MD 녹음하기��(21 페이지)를 수행하기 전
에 �기존 내용을 지우지 않고 녹음��(61 페이지)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광 케이블�

LINE IN (OPT)에 연결

광 플러그 광 미니 
플러그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DVD 비디오 
플레이어 등

휴대용 
CD 플레
이어 등

벽면 콘
센트에 

연결

AC 전원 
어댑터

DC IN 6V에 
연결

디지털(광) 출력 잭에 연결

∗ �별매 부속품��(78 페이
지)을 참조하십시오.

zREC

5개의 조절
키(N, ., 
>)

END 

SEARCH

조그 다이얼

x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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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레코더가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3, 18 페이지).
�MD가 녹음 방지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20, 77 페이지).
�사전에 마스터 처리된 MD에는 녹음할 수 
없습니다.

녹음 상태를 확인하려면

녹음 상태에 따라 REC LED 표시등이 
켜지거나 깜박입니다.

동작 누름

현재 내용의 끝에 이어 
녹음1)

1)�REC-Posi��가 �From End�로 설정된 경우에는 END SEARCH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녹
음은 항상 이전에 녹음된 내용에 이어 녹음됩니다(61 페이지).

END SEARCH를 누른 다음 zREC를 눌러 미십시오.1)

기존에 녹음한 부분 중 
원하는 지점에서부터 다
시 녹음1)

N를 누르거나, 5개의 조절키를 . 또는 > 쪽으
로 눌러 녹음 시작 지점을 찾은 후 x를 눌러 정지하십
시오. zREC를 눌러 미십시오.

일시 정지 X2) 를 누르십시오.
녹음을 재개하려면 X를 다시 누르십시오.

2)일시 정지되어 있을 때 X를 다시 눌러 녹음을 재개하면 이 지점에 트랙 마크가 추가되므로 
해당 트랙의 나머지 내용은 새 트랙으로 처리됩니다.

MD 꺼내기 x를 눌러 덮개를 여십시오. 3)(디스플레이에서 �TOC 
Edit� 표시등이 깜박이고 있으면 덮개가 열리지 않습
니다.)

3)�REC-Posi��가 �From Here��로 설정된 상태에서 덮개를 열면 다음 녹음시 디스크의 첫 번
째 트랙에서 녹음이 시작됩니다. 디스플레이에서 녹음 시작 지점을 확인하십시오.

녹음 상태 REC LED

녹음 중 켜짐
마이크로 녹음할 
경우 음원의 볼
륨에 따라서 표
시등이 깜박임

녹음 대기 깜박임

녹음 가능 시간이 
3분 미만인 경우

느리게 깜박임

트랙 마크가 추가
된 경우1)

1)트랙 마크가 수동으로 추가된 경우 또는 
자동 시간 스탬프에 의해 자동으로 추가된 
경우 제외(31 페이지).

일시적으로 꺼짐

체크 아웃 빠르게 깜박임



참고

�녹음 데이터(트랙 시작 지점과 끝 지점 등)
를 녹음하는 중에는 �TOC Edit� 표시등
이 깜박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이 표시등
이 깜박이고 있을 때는 레코더를 움직이거
나 전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녹음이나 편집 동작 중 또는 디스플레이에 
�TOC Edit�가 표시되었을 때 (배터리 제
거 또는 배터리 소모, AC 전원 어댑터 분리 
등으로)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전원을 재공
급하기 전까지 덮개를 열 수 없습니다.
�휴대용 CD 플레이어로 녹음할 때의 주의 
사항:
�일부 휴대용 CD 플레이어는 AC 전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출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용 CD 
플레이어에 AC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
여 전원으로 AC 전원을 사용하십시오.

�일부 휴대용 CD 플레이어에서 ESP∗ 또
는 G-PROTECTION 등의 끊김 방지
(anti-skip) 기능을 사용할 경우 광 출
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는 끊김 방지(anti-skip) 기능을 해제
하십시오.

∗ 전자 충격 방지 기능(Electronic 
Shock Protection)

z
�녹음 볼륨은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녹음 
볼륨을 수동으로 조절하려면 �수동으로 
녹음 볼륨 조절��(32 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녹음 중 사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
모콘이 있는 헤드폰/이어폰을 i/LINE 
OUT에 연결한 다음 리모콘의 조절기를 
돌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레코더
에서는 조절키를 VOL + 또는 - 방향으
로 누름). 이 방법은 녹음 볼륨과는 관계
가 없습니다.
��



��
간단한 MD 재생!

1 MD 넣기
1 OPEN을 눌러 덮개를 여십시오. 2 라벨이 앞쪽을 향하도록 MD를 넣고 

뚜껑을 눌러 닫으십시오.

2 MD 재생하기
1 레코더에서 N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 조그 레버(NX)를 누르
십시오.
작동시 헤드폰/이어폰에서 짧은 신
호음이 들립니다. 

2 레코더에서 5개의 조절키를 VOL + 

또는 - 방향으로 눌러 볼륨을 조절
하십시오.
리모콘에서 볼륨 조절기를 VOL + 

또는 - 방향으로 돌리십시오.
볼륨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재생을 정지하려면 x을 누르십시오.

작동시 헤드폰/이어폰에서 긴 신호음이 들
립니다. 레코더를 정지하면 배터리 사용시 
약 10초 후 또는 AC 전원 어댑터 사용시 3
분 후에 레코더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재생을 다시 시작하면 정지한 위치부터 재
생됩니다.
디스크의 첫번째 트랙에서 시작하려면 레
코더에서 N 또는 리모콘에서 조그 레버
(NX)를 2초이상 누르십시오. 

볼륨 조절기

(VOL+, -)

x

조그 
다이얼

5개의 조절키
(N, ., >, 

VOL+, -)
x

X

조그 레버(NX,
., >)



재생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확인 사항

레코더가 잠겨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13, 18 페이지).

참고

다음의 경우 재생 사운드가 고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에 강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먼지가 묻었거나 흠집이 있는 MiniDisc를 
재생하는 경우.

동작 레코더 조작 방법 리모콘 조작 방법

일시 정지 X를 누르십시오. 재생을 재
개하려면 X를 다시 누르십
시오.

NX를 누르십시오.
재생을 재개하려면 NX를 
다시 누르십시오.

트랙을 직접 선택하
여 트랙 번호 또는 이
름 보기

조그 다이얼을 돌려 누르십
시오.

�

현재 트랙의 시작 부
분 찾기

5개의 조절키를 . 방향
으로 누르십시오. 트랙의 시
작 부분을 찾을 때까지 5개
의 조절키를 . 방향으로 
반복하여 누르십시오.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미십시오. 트랙의 시작 부분
을 찾을 때까지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반복하여 미
십시오.

다음 트랙의 시작 부
분 찾기

5개의 조절키를 > 방향
으로 누르십시오.

조그 레버를 > 방향으로 
미십시오.

재생 중에 앞으로 또
는 뒤로 이동

5개의 조절키를 . 또는 
> 방향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십시오.

조그 레버를 . 또는 > 
방향으로 계속 밀고 있으십
시오.

경과된 시간으로 트
랙에서 특정 위치 찾
기(시간 검색)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5개
의 조절키를 . 또는 > 
방향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
십시오.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레버를 . 또는 > 방향
으로 계속 밀고 있으십시오.

트랙 번호로 특정 트
랙 찾기(색인 검색)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5개의 조절키를 . 또는 
> 방향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십시오.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레버를 . 또는 > 
방향으로 계속 밀고 있으십
시오.

매 10번째 트랙의 시
작 부분으로 이동(그
룹 설정이 없는 디스
크를 재생하는 경우
에만 해당)1)

�  + 또는 	�버튼을 누르십
시오.

MD 꺼내기 x를 눌러 덮개를 여십시오.2) x를 눌러 덮개를 여십시오.

1)자세한 내용은 �그룹 기능 사용��(4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덮개를 연 후에는 재생 시작 지점이 첫 번째 트랙의 시작 부분으로 바뀝니다(디스크 정보가 

개인 디스크 메모리에 저장된 경우 제외).
��



��
다양한 녹음 방법

다양한 정보 확인

녹음 중 또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 남
은 시간, 트랙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
습니다. 그룹 관련 항목은 그룹이 설정
된 트랙을 재생한 뒤 멈추었을 때만 나
타납니다.

MD 레코더에서

1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DISPLAY�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정보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
을 입력하십시오.

레코더의 디스플레이 창

조그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디스
플레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LapTime t RecRemain t GP 
Remain t AllRemain t Title 
t Sound t Batt Stat t Clock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선택된 정
보가 A, B 및 C에 나타납니다.

참고

그룹 설정, 레코더 작동 상태, 디스크 설정
에 따라서 일부 표시 항목을 선택할 수 없
거나 표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DISPLAY

조그 다이얼

B
C

A

A
(선택한 
항목)

B C

� 
(LapTime)

트랙 번호 경과 시간

RecRemain 트랙 번호 남은 녹음 
시간

GP 
Remain

그룹에서 
현재 트랙 
이후의 트
랙 수

그룹의 
현재 위치
에서 남은 
시간

AllRemain 현재 트랙 
이후의 트
랙 수

현재 위치
에서 남은 
시간

트랙 이름 디스크 
이름

그룹 이름

사운드 
모드 이름

선택된 사
운드 모드
의 표시

�

� Batt Stat 현재 전원
(내장형 
충전지: 
BLT-IN
건전지: 
ADD-ON
AC 전원 콘
센트: AC)

Clock 현재 날짜 현재 시간



리모콘에서

1 DISPLAY를 누르십시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디스플레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리모콘의 디스플레이 창

디스플레이 표시:�D�E

참고

그룹 설정, 레코더 작동 상태, 디스크 설정
에 따라서 일부 표시 항목을 선택할 수 없
거나 표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z
재생 중 재생 위치나 트랙 이름을 확인하려
면 �다양한 정보 확인��(33 페이지)을 참조
하십시오.

음원과 함께 동시 녹음 시작/
정지(동시-녹음)

동시 녹음 중에는 음원과 함께 녹음을 
시작하고 정지합니다. 이 경우 레코더
나 음원을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CD 플레이어와 같은 디지털 장치에서 
손쉽게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 
녹음은 광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만 가능합니다.

1 케이블을 MD 레코더에 연결하십
시오.

음원 장치에 적합한 광 케이블(별
매)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별매 부속품��(7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REC SET�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SYNC REC�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SYNC ON�이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6 zREC를 눌러 미십시오.

레코더 디스플레이의 �REC� 및 
REC LED에 불이 켜지고 레코더
가 녹음 대기 상태로 됩니다.

D E

트랙 번호 경과 시간

트랙 번호 트랙 이름

그룹의 
트랙 수

그룹 이름

디스크의 
트랙 수

디스크 이름

트랙 번호 디스크 이름

트랙 번호 선택된 사운드 모드
의 표시

트랙 번호 현재 전원
(내장형 충전지: 
BLT-IN
건전지: ADD-ON
AC 전원 콘센트: 
AC)

� 현재 시간

D E

조그 다이얼

zREC

계속
��



�	
7 녹음하려는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재생한 사운드를 수신하면 레코더
에 녹음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녹음을 정지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z
동시 녹음 중 약 3초간 플레이어에서 전송
되는 사운드가 없으면 레코더는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재생 장치에서 다
시 사운드가 전송되면 레코더는 동시 녹음
을 재개합니다. 레코더가 5초 이상 대기 모
드 상태에 있으면 녹음이 자동으로 정지됩
니다.

참고

�동시 녹음 중에는 수동으로 일시 정지 기
능을 켜거나 중지할 수 없습니다.
�녹음 중에는 �SYNC REC� 설정을 변경하
지 마십시오. 제대로 녹음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음원에서 녹음할 사운드가 없어도 동시 녹
음 중에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잡음으로 인
해 녹음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D나 MD 이외의 음원으로 동시 녹음을 
할 때 약 2초간 공백 기간이 지속되면 공
백 기간이 끝나는 지점에 새로운 트랙이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장시간 녹음(MDLP)

원하는 녹음 시간에 맞춰 녹음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스테레오 녹음은 일반(스테레오) 녹
음 시간의 2배(LP2) 또는 4배(LP4)
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모노 녹음은 
일반 녹음 시간의 2배까지 녹음할 수 
있습니다.
MDLP에서 녹음된 MD는 MDLP 재생 
모드의 MD 플레이어 또는 레코더에서
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REC SET�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REC MOD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조그 다이얼을 돌려 녹음 모드를 
선택한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녹음 모드1) 레코더의 
디스플레
이 창

녹음 시간3)

SP스테
레오

SP 약 80분

LP2스테
레오

LP2 약 160분

LP4스테
레오

LP4 약 320분

조그 다이얼

zREC



5 zREC를 눌러 미십시오.

6 녹음하려는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녹음을 정지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다음에 녹음을 할 때 레코더에는 이전
에 설정한 녹음 모드가 유지됩니다.

z
LP2 스테레오 또는 LP4 스테레오 모드를 
지원하는 오디오 구성 요소에는  또
는  로고 마크가 표시됩니다.

참고

�장시간 녹음을 할 경우에는 AC 전원 어댑
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LP4 모드로 녹음을 하면 음원에 따라 순
간적으로 잡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녹음 시간을 일반 녹음의 4배까지 가
능하게 하는 특수 디지털 오디오 압축 기
술 때문입니다. 잡음이 들리는 경우는 일
반 스테레오 모드나 LP2 모드로 녹음을 하
는 것이 음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TV 또는 라디오 녹음(아날로
그 녹음)

본 항목에서는 카세트 플레이어, 라디
오, TV와 같은 아날로그 장치로 녹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케이블을 MD 레코더에 연결하십
시오.

음원 장치에 적합한 연결 코드(별
매)를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
은 �별매 부속품��(7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2 zREC를 눌러 밀어 녹음을 시작
하십시오.

3 녹음하려는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모노2) MONO 약 160분

1)음질을 높이려면 일반(스테레오) 모드
나 LP2 스테레오 모드로 녹음하십시오.

2)스테레오 음원을 모노 방식으로 녹음하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혼합
됩니다.

3)80분 녹음용 MD 사용시.

녹음 모드1) 레코더의 
디스플레
이 창

녹음 시간3)

TV, 카세트 
레코더 등

R (적색)L  

(흰색)

라인 케이블 
RK-G129, 
RK-G136 등

LINE IN 

(OPT)에 
연결

LINE OUT 잭 등에 연결

zREC
�




��
마이크로 녹음

1 스테레오 마이크를 MIC (PLUG 
IN POWER) 잭에 연결하십시오.

레코더가 마이크 입력 모드로 자
동 변경됩니다.

2 zREC를 눌러 밀어 녹음을 시작
하십시오.

마이크 감도를 선택하려면

1 레코더가 녹음 중이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REC SET�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MIC SENS�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SENS HIGH� 또
는 �SENS LOW�가 나타날 때까
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
하십시오.

SENS HIGH: 조용한 사운드를 녹
음하거나 일반 음량의 사운드를 
녹음하는 경우.
SENS LOW: 높은 음량의 사운드
를 녹음하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녹음하는 경우.

z
플러그인 파워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전원
이 레코더에서 공급되므로 마이크의 스위
치가 꺼져 있어도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참고

�레코더는 광 입력, 마이크 입력, 아날로그 
입력의 순서에 따라 입력 방식을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광 케이블이 LINE IN 
(OPT) 잭에 연결되어 있으면 마이크로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마이크에 레코더 자체의 작동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마이크를 
레코더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사용하십
시오. 커넥터가 짧은 마이크를 사용하면 
레코더의 작동음이 녹음될 수도 있다는 것
을 주의하십시오.
�모노 마이크를 사용하면 왼쪽 채널의 사운
드만 녹음됩니다.

MIC (PLUG IN POWER)에 
연결

스테레오 

마이크�

zREC

조그 다이얼

∗ �별매 부속품��(78 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녹음 중에 트랙 마크 추가

녹음 중에 트랙 마크(트랙 번호)를 추
가하여 트랙을 여러 개로 분할할 수 있
습니다.

수동으로 트랙 마크 추가

1 녹음 중에 T MARK(리모콘에서 
P MODE/ )를 누르십시오.

자동으로 트랙 마크 추가(자동 
시간 스탬프)

이 기능은 아날로그 입력 커넥터나 마
이크로 녹음을 할 때 지정된 간격으로 
트랙 마크를 자동으로 추가하는데 사
용합니다. 이 기능은 강의나 회의 등을 
장시간 녹음할 때 편리합니다.

1 레코더가 녹음 중이거나 녹음을 
일시 정지한 상태에서 조그 다이
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REC SET�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TIME MARK�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린 다음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서 �OFF�가 깜박입
니다.

4 디스플레이에 �ON�이 나타날 때
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시간 간격이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린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조그 다이얼을 1바퀴 돌릴 때마다 
시간 설정(Time:)이 1분씩 바뀝
니다(1분~99분).

자동 시간 스탬프를 취소하려면

4단계에서 �OFF�를 선택하거나 녹음
을 정지하십시오.

자동 시간 스탬프로 녹음 중 트랙 마크 
추가

경과한 녹음 시간이 자동 시간 스탬프의 
시간 간격을 초과한 경우:

레코더는 시간 간격을 설정한 지점에 
트랙 마크를 추가하고 또한, 설정한 시
간 간격을 초과한 지점마다 트랙 마크
를 추가합니다.

예:�자동 시간 스탬프의 시간 간격이 5
분으로 설정되어 있고 녹음이 완료된 
시간이 8분인 경우, 녹음 시작 후 트랙 
마크가 8분 지점에 추가되고, 그 후부
터는 5분마다 추가됩니다.

자동 시간 스탬프의 시간 간격이 경과한 

녹음 시간을 초과한 경우:

레코더는 자동 시간 스탬프 시간 간격
을 경과하면 트랙 마크를 추가합니다.

예: 자동 시간 스탬프의 시간 간격은 5
분으로 설정되어 있고 녹음이 완료된 
시간이 3분인 경우, 녹음 시작 후 트랙 
마크가 5분 지점에 추가되고, 그 후부
터는 5분 마다 추가됩니다.

조그 다이얼

T MAR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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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시간 스탬프에 의해 추가된 트랙 마크
인 경우 레코더의 시간 디스플레이 앞에 
�T�가 표시되고 리모콘의 시간 디스플레이 
뒤에 �T�가 표시됩니다.

참고

�녹음 중에 T MARK 또는 X를 눌러 트랙 
마크를 추가하면 지정된 시간 간격이 경과
될 때마다 자동 시간 스탬프에 의해 트랙
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녹음을 정지하면 설정이 해제됩니다.

수동으로 녹음 볼륨 조절

녹음 중에 녹음 볼륨은 자동으로 조절
됩니다. 필요한 경우, 아날로그 및 디
지털 녹음 중에 녹음 볼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 X를 누른 상태에서 zREC를 눌러 
미십시오.

레코더가 녹음 대기 상태로 됩니다.

2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REC SET�가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RecVolume�이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ManualREC�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6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7 디스플레이의 볼륨 표시계를 보면
서 조그 다이얼을 돌려 녹음 볼륨
을 조절하십시오.

표시계를 아래의 디스플레이 창에
서 A와 B사이의 구간에 맞추십
시오. 표시계가 B의 맨 오른쪽 구
간에 있는 경우는 입력 레벨을 낮
추십시오.
각 볼륨 표시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L 채널 입력 레벨
아래 R 채널 입력 레벨

8 X을 한 번 더 눌러 녹음을 시작하
십시오.

외부에서 연결된 음원인 경우는 
음원을 재생하여 녹음할 내용의 
시작 부분에 맞춘 다음 녹음을 시
작하십시오. 

자동 볼륨 조절 모드로 전환하려면

5단계에서 �Auto REC�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은 따로 따로 조
절할 수 없습니다.
�녹음 중에 x을 누르면 다음 번 녹음을 시
작할 때 레코더가 자동 녹음 볼륨 조절 모
드로 전환됩니다.
�동시 녹음 중에 녹음 볼륨을 수동으로 조
절하려면 �SYNC REC�가 �SYNC OFF�
로 설정된 상태에서 본 항목 절차의 1 ~ 7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그런 다음 �SYNC 
REC�설정을 �SYNC ON�으로 변경한 다
음 녹음을 시작하십시오(27 페이지).

zREC X

조그 다이얼

A B



다양한 재생 방법

본 항목에서는 리모콘으로 레코더를 
작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세한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기능
별로 제시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
시오.

다양한 정보 확인

재생을 하면서 트랙 이름, 디스크 이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 관련 
항목은 그룹이 설정된 트랙을 재생한 
뒤 멈추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1 재생 중에 DISPLAY를 누르십시오.

DISPLAY를 누를 때마다 디스플
레이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리모콘의 디스플레이 창

디스플레이 표시: A/B

참고

그룹 설정, 레코더 작동 상태, 디스크 설정
에 따라서 일부 표시 항목을 선택할 수 없
거나 표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z
레코더가 녹음 중이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남은 시간이나 녹음 위치를 확인하려면 �다
양한 정보 확인��(26 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B

트랙 번호 경과 시간

트랙 번호 트랙 이름

그룹의 
트랙 수

그룹 이름

디스크의 트
랙 수

디스크 이름

트랙 번호 디스크 이름

트랙 번호 선택된 사운드 모드
의 표시

DISPLAY

A B

트랙 번호 현재 전원
(내장형 충전지: 
BLT-IN
건전지: ADD-ON
AC 전원 콘센트: AC)

� 녹음 시간

트랙 번호 현재 트랙의 SP/LP 
모드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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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모드 선택

P MODE/  버튼으로 여러 가지 재
생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P MODE/ 를 반복하여 누르십
시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재생 모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트랙 반복 재생(반복 재생)

일반 재생, 단일 트랙 재생, 혼합 재생, 
프로그램 재생 모드에 반복 기능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 선택한 재생 모드로 재생되고 있
을 때 P MODE/ 를 2초 이상 누
르십시오.

 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반복 재생을 취소하려면

P MODE/ 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z
반복 재생시 P MODE/  버튼을 눌러 반
복 재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표시 문자 
및 그림1)

재생 모드

(없음)
일반 재생

모든 트랙이 한 번만 
재생됩니다.

1 
(단일 트랙 
재생)

단일 트랙이 한 번만 
재생됩니다.

(북마크 
재생)

북마크되어 있는 트
랙이 트랙 번호 순서
로 재생됩니다.

SHUF 
(혼합 재생)

모든 트랙이 무작위 
순서로 재생됩니다.

PGM�

(프로그램 
재생)

지정한 순서대로 트
랙이 재생됩니다.

P MODE/

조그 레버(., >, ENT)

재생 모드 표시

1)그룹이 설정된 디스크를 재생하면 그룹 
재생 모드( )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룹 재생으로 트랙 재생��(49 페
이지)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트랙만 듣기(북마크 
재생)

디스크의 트랙에 북마크를 하여 북마크
한 트랙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
한 트랙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트랙에 북마크를 하려면

1 북마크할 트랙이 재생되는 중에 
조그 레버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첫 번째 북마크 재생 트랙이 설정
됩니다.

2 트랙을 추가로 북마크하려면 1단
계를 반복하십시오.

디스크 한 개에 북마크는 최대 20
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한 트랙을 재생하려면

1 재생 중 디스플레이에 
� TrPLAY?�가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복하여 누르십
시오.

2 조그 레버를 누르십시오.

가장 낮은 트랙 번호부터 북마크
된 트랙이 재생을 시작합니다.

북마크를 삭제하려면

북마크를 삭제할 트랙이 재생되는 중
에 조그 레버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참고

모든 북마크 설정은 레코더의 덮개를 열면 
삭제됩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하는 순서로 트랙 듣기(프로그
램 재생)

1 재생 중 디스플레이에 �PGM�이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반
복하여 누르십시오.

2 조그 레버를 돌려 트랙을 선택한 
다음 조그 레버를 눌러 해당 트랙
을 입력하십시오.

3 트랙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려면 2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최대 20개의 트랙을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4 트랙을 프로그래밍한 후 조그 레
버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프로그램이 저장되고 첫 번째 트
랙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z
프로그램 재생 설정은 재생이 끝나거나 멈
춘 후에도 보존됩니다.

참고

모든 프로그램 설정은 레코더의 덮개를 열
면 삭제됩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느리게 깜박임
트랙 번호 프로그램되어 있는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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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 조정(Virtual-
Surround���6-Band 
Equalizer)

가상 사운드로 여러 가지 음향 효과를 
경험할 수 있고 기호에 따라 사운드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V-SUR (Virtual-Surround VPT 
Acoustic Engine)
4 종류의 가상 서라운드 효과를 제공
합니다.
6-BAND EQUALIZER
6가지 다양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음향 효과를 위한 가상 
사운드 조정(Virtual-Surround)

1 재생 중에 SOUND를 반복하여 눌
러 �V-SUR�을 선택하십시오.

2 SOUND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3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돌려 서라
운드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조그 레버를 돌릴 때마다 A와 B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4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한 서라운
드 모드를 입력하십시오.

음질 선택(6-Band Equalizer)

1 재생 중에 SOUND를 반복하여 눌
러 �SOUND�를 선택하십시오.

2 SOUND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3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돌려 사운
드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조그 레버를 돌릴 때마다 A와 B
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4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한 사운드 
모드를 입력하십시오.

사운드 모드를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설정을 취소하려면

B에서 표시가 사라질 때까지 SOUND를 
반복해서 누르십시오.A B

STUDIO V-SUR S

조그 레버
(., >, ENT)

SOUND

볼륨 조절기

BA

LIVE V-SUR L

CLUB V-SUR C

ARENA V-SUR A

A B

HEAVY SOUND H

POPS SOUND P

JAZZ SOUND J

UNIQUE SOUND U

CUSTOM1 SOUND 1

CUSTOM2 SOUND 2

A B



사운드를 변경하고 저장하려면

사운드 설정을 변경하여 변경된 결과
를 �CUSTOM1�과 �CUSTOM2�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음질 선택(6-Band Equalizer)��(36 
페이지)의 1 ~ 3 단계를 수행한 다음 
�CUSTOM1� 또는 �CUSTOM1�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돌리십시오.

� 조그 레버를 누르십시오.
�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돌려 주파수를 선

택하십시오.

� 볼륨 조절기를 돌려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 3단계와 4단계를 반복하여 각 주파수에 
대한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
시오.

변경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재생 속도 변경(디지털 피치 
조절)

속도 조절 기능은 어학 학습 및 기타 
목적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재생 피치는 변경하지 않고 
재생 속도만 변경합니다.
재생 속도 변경 범위는 정상 속도의 
+100%에서부터 	50%까지 13 단계
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 재생 중에 DISPLAY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USEFUL�이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DPC�가 나타날 때
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레코더가 속도 설정 모드로 변경
됩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속도
를 선택하십시오.

4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려 원하
는 재생 속도를 선택한 다음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
십시오. 

디스플레이에 �DPC�가 나타납니다.

주파수(100 Hz)
왼쪽에서부터 100 Hz, 250�Hz, 630 Hz, 

1.6�kHz, 4 kHz, 10 kHz입니다.

볼륨(+10 dB)
다음 7가지 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dB, –6 dB, –3 dB, 0 dB,  +3 dB, 
+6 dB, +10 dB

DISPLAY

조그 레버
(., >, ENT)
��



�	
변경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z
재생 속도는 레코더의 덮개를 열면 일반 속
도(0%)로 되돌아 갑니다.

참고

디지털 피치 조절 기능을 사용할 경우 
재생시 잡음이 들리거나 소리가 울릴 수 
있습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6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알람 설정(멜로디 타이머)  

알람은 기차 승차 시간과 같은 중요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알람 
타이머는 1분에서 99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람은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에도 작동합니다.

1 DISPLAY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USEFUL�이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

3 디스플레이에 �M-TIMER�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하
여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

4 디스플레이에 �ON�이 나타날 때
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

,가 나타납니다.

5 조그 레버를 반복하여 돌려 알람 
사운드를 선택한 다음 조그 레버
를  누르십시오.

사운드는 3 가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표시

알람 사운드

TIMER 1 멜로디 1

TIMER 2 멜로디 2

TIMER 3 멜로디 3

DISPLAY

조그 레버

(., >, ENT)



6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돌려 경과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조그 레버를 돌릴 때마다 경과 시
간 설정(TIME :)이 1분에서 99
분 범위 내에서 1분 단위로 변경됩
니다.

7 조그 레버를 눌러 설정을 입력하
십시오.

레코더가 정지 상태일 때는 알람
이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디스
플레이에 표시됩니다.

변경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알람이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
하려면

재생을 멈추십시오. 잠시 후에 디스플
레이에 남은 시간이 나타납니다. 재생 
중 또는 일시 정지 중에 남은 시간을 
확인하려면 1 ~ 6단계를 다시 수행하
십시오. 

알람 설정을 취소하려면

4단계에서 �OFF�를 선택하십시오.

알람을 멈추려면

아무 버튼을 누르십시오.

z
� 4단계까지만 절차를 수행할 경우는 자동
으로 이전의 알람 설정이 이용됩니다.
�알람은 1분간 울린 다음 자동으로 멈추고 
알람 설정이 해제됩니다. 레코더가 정지 
모드에 있을 때 알람이 울리면 알람이 멈
춘 후 10초 후에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
다. 레코더가 재생 중일 때 알람이 멈춘 경
우는 레코더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재생됩
니다.

참고

�녹음을 시작하면 모든 설정이 사라집니다.
�알람 타이머는 4단계에서 �ON�을 선택했
을 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고 레코더는 6
단계에서 경과 시간을 변경하는 순간부터 
다시 시간을 잽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은 7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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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스테레오 시스템에 연결
(LINE OUT)

재생 사운드를 연결된 구성 요소를 통
해 들을 수 있습니다. 라인 케이블을 
사용하여 레코더의 i/LINE OUT 잭
을 앰프나 녹음기의 LINE IN 잭에 연
결하십시오.

레코더의 i/LINE OUT 잭에 라인 케
이블을 연결할 경우 i/LINE OUT 잭
의 �AUDIO OUT� 매개 변수를 설정
하십시오.

1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USEFUL�이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AUDIO OUT�이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LINE OUT�이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
목을 입력하십시오.

참고

�  i/LINE OUT 잭의 �AUDIO OUT� 매
개 변수가 �LINE OUT�, VOL + 또는 	
로 설정된 경우는 Virtual Surround 또는 
6-Band Equalizer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리모콘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i/LINE 
OUT 잭의 �AUDIO OUT� 매개 변수를 
�LINE OUT�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헤드폰/이어폰을 레코더에 직접 연결할 
경우에는 4단계에서 i/LINE OUT 잭의 
�AUDIO OUT� 매개 변수를 
�HeadPhone�으로 설정하십시오.

LINE IN에 연결

2개의 포노 플러그

L 

(흰색)

스테레오 미니 플러그

R 
(적색)

라인 케이블

i/LINE OUT에 

그 다이얼

스테레오 등



녹음된 트랙 편집

본 항목에서는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레코더
에서의 조작 방법은 기능별로 제시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집하기 전

트랙 마크를 추가/ 삭제하거나 트랙과 
MD에 이름을 붙여 녹음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전에 마스터 처리된 MD는 편집할 수 없
습니다.
�편집하기 전에 MD의 녹음 방지 탭을 닫으
십시오.
�디스플레이에서 �TOC Edit�가 깜박이면 
레코더에 편집 결과가 녹음되고 있는 중입
니다. 이 때는
�레코더를 흔들거나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원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덮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녹음 내용 이름 지정(이름 
작성)

레코더의 문자판을 사용하여 트랙과 
디스크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그룹에 이름을 지정하려면 52 페이지를 참
조하십시오.

지원 문자

�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 0 ~9 숫자
� 
������������������������������������������

������������	�����������������(space)

이름당 최대 문자 수

트랙 이름, 그룹 이름, 디스크 이름: 약 
200자(모든 지원 문자 조합)

디스크당 입력 가능한 최대 문자 수

영숫자와 기호만 해당: 약 10자를 기
준으로 제목 120개 입력 가능(최대 
1700자)
디스크에 저장되는 제목 수는 트랙 이
름, 그룹 이름 및 디스크 이름에 대해 
입력한 문자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자판

레코더가 작동하는 동안 디스플레이
에 나타나는 문자판에서 문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문자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
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문자판의 일부분만 
볼 수 있으므로 조절 막대를 사용하여 
커서를 움직여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참고

디스크 이름 문자 사이에 �//� 기호(예: 
abc//def)를 입력하면  그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커서가 깜박입니다.

문자 입력 영역

문자판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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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정

레코더가 정지, 녹음 또는 재생 중일 
때 트랙과 디스크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 
트랙의 이름을 지정할 경우는 트랙이 
현재 선택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Name�이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다음 항목이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문자 입력 영역에 커서가 깜박이
면 트랙, 그룹 또는 디스크 이름을 
입력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5 조절키를 VOL - 방향으로 누르
십시오.

커서가 문자 입력 영역에서 문자
판으로 이동됩니다.

6 조절키를 사용하여 문자를 선택하
고 N를 눌러 입력하십시오.

문자 입력 영역에 선택한 문자가 
표시되고 커서가 다음 입력 위치
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문자 입력시 사용하는 단
추 및 그 기능입니다.

트랙 이름을 지정하
는 경우

� : Name�

디스크 이름을 지정
하는 경우

� : Name�

5개의 조절키
(., >, N, 
VOL+, -)

X

조그 다이얼
END SEARCH

x

커서가 깜박입니다.

기능1) 작동

문자판에서 커
서 이동

조절키

조그 다이얼을 돌
리십시오(커서가 
위/아래로 이동).

문자 입력 영역
에서 문자 선택

조그 다이얼을 돌
리십시오.

문자 입력 N를 누르십시오.
조그 다이얼을 누
르십시오.

커서와 문자가 교체됩니다.

다음 입력 위치에서 커서가 
깜박입니다.

위
왼쪽

오른쪽
아래



7 6단계를 다시 수행한 다음 이름 
문자를 모두 입력하십시오.

8 조그 다이얼을 2초 이상 누르십
시오.

트랙 또는 디스크의 이름이 지정
됩니다.

참고

녹음 중에 트랙 또는 디스크 이름을 지정하
는 과정에서 녹음이 정지되거나 트랙에 이
름을 지정하는 도중에 녹음이 다음 트랙으
로 이동할 경우, 그 지점에서 입력한 문자
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름 변경

�녹음 내용 이름 지정(이름 작성)��
(41 페이지)의 절차에 따라 디스크나 
트랙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랙 이름 변경:
이름을 변경할 트랙의 재생을 시작하
여 레코더에서 재생되고 있을 때 트랙 
이름을 변경하거나, 레코더가 정지되
어 있고 이름을 변경할 트랙이 현재 선
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이름 변경: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거나, 녹음 또는 
재생 중일 때 디스크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 지정 작업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참고

�이 레코더는 일본어 �가타카나� 문자를 표
시할 수 있지만, 이름 작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레코더에서는 다른 장치에서 작성한 
200자 이상의 디스크 이름 또는 트랙 이
름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커서를 문자 입
력 영역에서 문
자판으로 이동

조절키를 VOL - 
방향으로 누르십
시오.

커서를 문자판
에서 문자 입력 
영역으로 이동

x를 누르십시오.

이름 입력 조그 다이얼 또는 
N 를 2초 이상 누
르십시오.

커서 앞에 공백 
삽입

END SEARCH와 
조절 키를 VOL + 
방향으로 동시에 
누르십시오.

문자 삭제 END SEARCH와 
조절 키를 VOL - 
방향으로 동시에 
누르십시오.

문자 입력 영역
에서 입력 위치
에 �:�, �	� 또는 
�/� 표시

X를 누르십시오.

대소문자 변경 X를 누르십시오.

이름 지정 작업 
취소

문자 입력 영역에서 
x를 누르십시오.

1)버튼의 기능 또는 조절은 커서가 문자 입
력 영역에 있을 때와 문자판에 있을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능1) 작동
��



��
녹음된 트랙 이동(이동 기능)

녹음된 트랙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참고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의 트랙을 이동하려
면 5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트랙 C(3번 트랙)를 세 번째 트랙에서 

두 번째 트랙으로 이동

1 이동할 트랙이 재생되는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선택한 트랙을 레코더가 반복 재
생합니다.

3 디스플레이에 �Mov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 : Mov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선택된 트랙 번호가 디스플레이의 
중앙에서 깜박입니다.
트랙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조절키를 > 방향으로 눌러 
트랙 이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도록 하십시오. 조절키를 . 방
향으로 눌러 트랙 번호 디스플레
이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서 대상 트랙 번호가 
깜박일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리십시오.

예를 들어 트랙 C를 트랙 �002�로 
이동하는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002�가 깜박일 때까지 조그 다이
얼을 돌리십시오.

6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트랙이 선택한 대상 트랙으로 이
동합니다.

이동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C DB

A B DC

이동 전

이동후

조그 다이얼

5개의 조절키

(.��>)



트랙 분할(분할 기능)

트랙 마크를 이용하여 트랙을 분할하
면 새로운 트랙 마크가 추가된 부분에 
새로운 트랙이 생성됩니다. 트랙을 실
제로 분할하기 전에 분할되는 지점을 
사용자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트랙 
번호는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컴퓨터에서 체크아웃된 트랙에는 트랙 마
크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트랙을 직접 분할

1 MD가 재생 중이거나 일시 정지 상
태일 때 마크를 표시하려는 지점
에서 레코더의 T MARK를 누르
십시오.

디스플레이에 �MARK ON�이 나
타나고 트랙 마크가 추가됩니다. 
트랙 번호는 1씩 증가합니다.

트랙 분할 이전에 분할 지점 
조정(분할 미리보기)

1 재생 중에 T MARK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T MARK가 입력되는 지점 이후
로 최대 4초까지 트랙이 반복 재생
됩니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분할 지점을 
조정하십시오.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분할 지점
이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합니다. 
분할 지점은 1단계에서 처음 T 
MARK가 입력된 지점에서 최대 8
초까지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조그 다이얼을 눌러 분할 지점을 
입력하십시오.

1 3 42

2 31 4 5

트랙 마크

트랙 번호 증가

T MARK

조그 다이얼

이 지점에서 T MARK를 누름

4초 분량의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1단계에서 
T MARK를 
누른 지점

이동된 지점에서 4초 분량의 트랙을 
반복 재생합니다.

분할 지점은 최대 8초

까지 앞으로 또는 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
녹음 중(동시 녹음 제외) 트랙 마크 
추가

트랙 마크를 추가하려는 지점에서 레
코더의 T MARK(리모콘의 P 
MODE/ )를 누르십시오.
자동 시간 스탬프를 사용하면 지정된 
간격으로 트랙 마크를 자동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디지털 녹음 제외) 
(31 페이지).

트랙 결합(결합 기능)

아날로그(라인) 입력으로 녹음할 때 
녹음 볼륨이 낮으면 불필요한 트랙 마
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트랙 마크를 삭제하면 트랙 마
크의 앞 뒤 트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트랙 번호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참고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에서는 트랙 
마크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의 그룹 또는 트랙을 
연결하려면 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서로 다른 녹음 모드로 녹음한 트랙은 결
합할 수 없습니다.

1 삭제할 트랙 마크가 있는 트랙이 
재생될 때 X를 눌러 일시 정지하
십시오.

2 조절키를 . 쪽으로 살짝 눌러 
트랙 마크를 찾으십시오.

예를 들어, 세 번째 트랙 마크를 삭
제하려면 세 번째 트랙의 시작 부
분을 찾으십시오. 디스플레이에 
�00:00�이 나타납니다.
디스플레이에 �MARK�가 2초간 
표시됩니다.

3 T MARK를 눌러 마크를 삭제하
십시오.

디스플레이에 �MARK OFF�가 나
타납니다. 트랙 마크가 삭제되고 
앞뒤 트랙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z
트랙 마크를 삭제하면 이 마크에 지정된 날
짜, 시간, 이름도 함께 삭제됩니다.

참고

서로 다른 그룹에 등록되어 있는 연속된 두 
트랙 사이에서 트랙 마크를 삭제하면 두 번
째 트랙이 첫 번째 트랙을 포함하고 있는 
그룹으로 다시 등록됩니다. 또한, 그룹에 등
록되어 있는 트랙을 그룹(두 개의 연속된 
트랙)이 그룹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트랙과 
결합하면 두 번째 트랙은 첫 번째 트랙과 
같은 등록 설정을 갖게 됩니다.

트랙 및 디스크 전체 내용 삭
제(삭제 기능)

불필요한 트랙이나 디스크에 들어 있
는 모든 트랙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디스크에 체크 아웃된 트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디스크 전체를 삭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로 트
랙을 체크 인하십시오.

1 3 42

1 32

트랙 마크 삭제

트랙 번호 감소

T MARK

5개의 조절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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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을 삭제할 경우는 54 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트랙 삭제

삭제된 녹음 내용은 다시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삭제하려는 트랙을 확인하십
시오.

1 삭제할 트랙이 재생되는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Eras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 : Eras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Erase OK?�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5 조그 다이얼을 눌러 트랙을 삭제
하십시오.

트랙이 삭제되고 다음 트랙이 재
생됩니다. 삭제된 트랙 이후의 모
든 트랙 번호가 자동으로 다시 지
정됩니다.

트랙의 일부를 삭제하려면

삭제할 부분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 
트랙 마크를 추가한 다음, 해당 부분을 
삭제하십시오(45 페이지).

디스크 전체 삭제

MD의 모든 트랙과 데이터를 동시에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녹음 내용은 다시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디스크의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

1 삭제하려는 디스크를 재생하여 내
용을 확인하십시오.

2 x를 눌러 정지하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Eras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6 디스플레이에 � : Eras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AllErase?�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7 조그 다이얼을 눌러 디스크 전체
를 삭제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TOC Edit�가 나타
나고 모든 트랙이 삭제됩니다.
삭제가 완료되면 디스플레이에서 
�BLANKDISC�가 깜박이고 
�00:00�이 나타납니다.

삭제를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그 다이얼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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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기능 사용

그룹 기능이란?

그룹 기능은 여러 디스크를 그룹으로 
설정하여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룹 기능은 MDLP(LP2/LP4) 모드
로 여러 앨범 또는 CD 싱글이 녹음되
어 있는 MD를 재생할 때 편리합니다.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란?

그룹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코더
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
이 여러 트랙을 그룹으로 구분하여 디
스크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한 개에는 최고 99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디스크의 트랙, 그룹 및 디스크 이름이 입
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를 초과한 경우
에는 그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녹음

트랙을 새 그룹에 녹음

녹음을 할 때 현재 녹음되어 있는 트랙
의 끝 부분에 새 그룹을 추가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END 
SEARCH를 누르십시오.

2 GROUP을 누른 상태에서 zREC
를 눌러 미십시오.

3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디스크에 현재 녹음되어 있는 내
용에 이어 새 그룹이 추가됩니다.

녹음을 정지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x를 누르기 전까지 녹음된 내용이 새 
그룹으로 입력됩니다.

1 2 4 5 6 7 8 121314153

1 2 3 4 5 6 7 1 2 3 4 5 1 2 3

그룹 설정 전

디스크

그룹 등록 후

그룹 1 그룹 3그룹 2

트랙 1 ~ 5를 그룹1에 등록
트랙 8 ~ 12를 그룹 2에 등록
트랙 13 ~ 15를 그룹 3에 등록

트랙 6 ~ 7은 그룹에 등록하지 않음

그룹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은 

�Group - -의 일부로 처리됩니다.

디스크

m

END SEARCH

5개의 조절키
(., >)

GROUP
zREC



트랙을 기존 그룹에 녹음

트랙을 기존의 그룹에 추가할 수 있습
니다.

1 GROUP을 누르고 트랙을 추가할 
그룹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날 때까
지 조절키를 . 또는 > 방향
으로 누르십시오.

2 GROUP을 누른 상태에서 zREC
를 눌러 미십시오.

3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z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을 그룹에 추가하려면 
먼저 트랙 재생을 일시 정지하거나 멈춘 
다음 2단계부터 수행하십시오.
� GROUP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항상 새 
그룹을 만들도록 레코더를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자세한 내용은 61 페이지를 참조하
십시오.

그룹 기능을 사용하여 재생

그룹 설정된 디스크를 레코더에서 다
양하게 재생할 수 있습니다.
본 항목에서는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재생으로 트랙 재생

그룹 재생에서 모든 그룹은 그룹 1부
터 시작하여 그룹에 지정되지 않은 트
랙(�Group - -�)의 순서로 재생됩니
다. 트랙이 모두 재생되고 나면 재생을 
멈춥니다.

1 재생 중에 디스플레이에 � �가 
나타날 때까지 P MODE/ 를 누
르십시오.

그룹의 시작 부분으로 빨리 이동하려
면(그룹 건너뛰기)

� 재생 중에  + 또는 	를 누르십
시오.

 	 버튼을 누르면 현재 그룹의 첫 번
째 트랙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이전 그룹의 첫 번째 트랙으
로 바로 이동합니다.

+, –

P MODE/

조그 레버

(., >, ENT)
�




��
그룹 재생의 재생 모드 
선택(그룹 재생 모드)

그룹 재생 모드에서는 혼합 재생과 프
로그램 재생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P MODE/ 를 반복해서 누르십시오.

일반 재생에 이어 다음 재생 모드
가 표시됩니다.

선택한 그룹 재생 모드의 반복 
재생(그룹 반복 재생)

1 선택한 재생 모드로 재생되고 있
을 때 P MODE/ 를 2초 이상 누
르십시오.

각각의 그룹 재생 모드에서 재생
이 반복됩니다.

원하는 순서로 그룹 재생(그룹 
프로그램 재생)

그룹을 원하는 순서로 재생하려면 
�원하는 순서로 트랙 듣기(프로그램 
재생)��(35 페이지)의 절차를 수행하
십시오. 그룹은 최고 10개까지 프로그
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트랙
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디스플레
이 표시

재생 모드

(일반 그룹 
재생)

그룹 1의 첫 번째 트랙
부터 시작하여 그룹에 
들어 있는 모든 트랙이 
한 번만 재생됩니다.

, SHUF
그룹간 혼
합 재생)

현재 재생 중인 그룹에
서 시작하여 다른 그룹
까지 혼합 재생을 시작
합니다.

, PGM
(그룹 프로
그램)

그룹이 지정된 순서로 
재생됩니다.

디스플레이 
표시

재생 모드

 한 그룹의 트랙을 반
복 재생합니다.

 SHUF 한 그룹 트랙의 혼합 
재생을 반복합니다.

 PGM 그룹 프로그램을 반
복 재생합니다.



그룹 편집

본 항목에서는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
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세한 레코더
에서의 조작 방법은 기능별로 제시된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그룹으로 트랙이나 
그룹을 등록(그룹 설정)

이 기능은 기존의 트랙이나 그룹을 새 
그룹으로 등록하거나 현재 그룹에 등
록되어 있지 않은 트랙을 기존의 그룹
에 등록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한 개에는 최고 99개의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연속되지 않은 트랙은 등록할 수 없습
니다(예: 트랙 3과 트랙 7~8의 경우 
새 그룹에 등록할 수 없음).
트랙 번호는 그룹 내에서의 순서로 표
시되지 않고 디스크에서의 순서로 표
시됩니다.

참고

�디스크의 트랙, 그룹 및 디스크 이름이 입
력할 수 있는 최대 문자 수를 초과한 경우
에는 그룹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트랙 또는 그룹은 순서대로 등록해야 합니
다. 원하는 트랙 또는 그룹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는 등록하기 전에 순서대로 정렬
해야 합니다(�녹음된 트랙 이동(이동 기
능)�, 44 페이지).

1 레코더가 정지된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 : Set�이 나타
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
음 누르십시오.

첫 번째 트랙(�STR�)의 트랙 번
호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4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첫 번째 트
랙의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조그 다이얼
을 누르십시오.

새 그룹의 첫 번째 트랙이 선택됩
니다.

5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마지막 트랙
의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
이얼을 돌린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새 그룹의 마지막 트랙이 선택되
고 이 그룹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
습니다.

1 2 4 5 6 7 8 9 1011123

1 2 4 5 6 9 1011123 7 8

그룹 1 그룹 2

그룹 2그룹 1

트랙 1 ~ 3을 새 그룹에 등록
그룹 1과 그룹 2를 새 그룹으
로 등록

트랙 번호

디스크

디스크

조그 다이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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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녹
음된 그룹 이름 지정��(52 페이지) 
참조).

작업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참고

� 4단계에서 첫 번째 트랙은 기존 그룹의 첫 
번째 트랙이거나 그룹에 속하지 않는 트랙
이어야 합니다.
� 5단계에서 마지막 트랙을 선택할 때 4단
계에서 선택한 트랙 다음에 있는 트랙을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트랙은 기존 그룹의 
마지막 트랙이거나 그룹에 속하지 않는 트
랙이어야 합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설정 해제

1 해제하려는 그룹을 선택하고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그룹 재생으로 
트랙 재생��(49 페이지)참조).

2 x를 누르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 : Releas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린 다음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Release?�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6 조그 다이얼을 눌러 그룹을 해제
하십시오.

선택한 그룹의 그룹 설정이 해제
됩니다.

작업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녹음된 그룹 이름 지정

그룹에 속한 트랙을 재생하거나 녹음
할 때 그룹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
다. 또한,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거나 
그룹에서 트랙을 선택했을 때에도 그
룹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이름 지정��(42 페이지) 절차를 
수행하고 4단계에서 � : Name�
을 선택한 다음 5 ~ 8단계를 수행
하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그 다이얼

x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에서 
트랙 이동

그룹간에 트랙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룹에 속하지 않은 트랙을 기존 
그룹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1 이동할 트랙이 재생되는 상태에서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선택한 트랙을 레코더가 반복 재
생합니다.

3 디스플레이에 �Mov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 : Mov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트랙을 그룹 밖으로 이동하는 경
우는 이 단계를 생략하십시오.
트랙을 다른 그룹 안으로 이동하
는 경우는 디스플레이에 대상 그
룹이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
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그룹에 이름이 지정되어 있는 경
우 조절키를 > 방향으로 눌러 
그룹 이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도록 하십시오. 조절키를 . 방
향으로 눌러 그룹 번호 디스플레
이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6 디스플레이에 대상 트랙 번호(대
상 트랙이 다른 그룹에 속한 경우
는 이 그룹 내에서의 트랙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
린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선택된 트랙 번호가 디스플레이의 
중앙에 표시됩니다.
트랙의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조절키를 > 방향으로 눌러 
트랙 이름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
도록 하십시오. 조절키를 . 방
향으로 눌러 트랙 번호 디스플레
이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이동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4 1 2 33 1 2 435 62

1 4 1 2 33 2 545 12 3

그룹 1 그룹 2

그룹 2그룹 1

그룹 1의 2번 트랙을 그룹 
2의 3번 트랙으로 이동

그룹 3

그룹 3

디스크

디스크

5개의 조절키
(., >)

조그 다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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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에서 그룹 순서 
변경(그룹 이동)

1 순서를 변경할 그룹 내의 트랙을 
재생하는 중에 조그 다이얼을 누
르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Mov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 : Mov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현재 재생하는 트랙이 속해 있는 
그룹의 번호가 디스플레이의 중앙
에 표시됩니다. 그룹에 이름이 지
정되어 있는 경우 조절키를 > 
방향으로 눌러 그룹 이름이 디스
플레이에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조절키를 . 방향으로 눌러 그
룹 번호 디스플레이로 다시 돌아
가십시오.

5 조그 다이얼을 돌려 디스크에서 대
상 지점을 선택한 다음 조그 다이얼
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이동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삭제

선택한 그룹에서 트랙을 삭제할 수 있
습니다.
삭제된 녹음 내용은 다시 복구할 수 없
습니다. 삭제하기 전에 그룹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룹에 체크 아웃된 트랙이 들어 
있는 경우는 그룹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퓨터로 트랙을 체크 인하십
시오.

1 삭제하려는 그룹을 선택하고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그룹의 시작 부
분으로 빨리 이동하려면(그룹 건
너뛰기)��(49 페이지)참조).

2 x를 누르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조그 다이얼

5개의 조절키

(., >)

예: 디스크의 첫 번째 그룹(Group01)
을 두 번째 그룹(Group02)과 세 번째 
그룹(Group03)의 사이로 이동

조그 다이얼

 x



4 디스플레이에 �EDIT�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5 디스플레이에 �Erase�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6 디스플레이에 � : Erase�가 나
타날 때까지 조그 다이얼을 돌린 
다음 누르십시오.

디스플레이에 그룹 이름과 �GP 
Erase?�가 나타나고 
�PushENTER�가 깜박입니다. 

7 조그 다이얼을 눌러 그룹을 삭제
하십시오.

그룹이 삭제됩니다.

삭제를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은 6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기타 작동 방법

유용한 설정

본 레코더에는 녹음, 재생, 편집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의 메뉴가 다양하
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레코더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 항목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일부 항목은 레코더와 리모콘 모두로 설정할 수 있으며 일부 항목은 레코더나 리모
콘에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범주 기능 동작 조작 
위치

참조 
페이지

준비 시계 설정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합니다. 레코더 60 페이지

일반 작동 신호음 켜기/
끄기

신호음을 켜거나 끕니다. 레코더 60 페이지

리모콘 60 페이지

조그 다이얼 조그 다이얼을 돌리면 디스플
레이 상에서의 조작 방향이 
변경됩니다.

레코더 61 페이지

녹음 동시 녹음 디지털 녹음시 레코더 작동을 
간소화합니다.

레코더 27 페이지

장시간 녹음 녹음 모드(SP, LP2, LP4 또
는 모노)를 선택합니다.

레코더 28 페이지

마이크 감도 
선택 

마이크 감도를 음원에 맞게 
설정합니다.

레코더 30 페이지

트랙 마크 
추가(분할)

트랙 마크를 지정된 간격으로 
자동으로 추가합니다.

레코더 31 페이지

녹음 볼륨 
조절

수동으로 녹음 볼륨을 조절합
니다.

레코더 32 페이지

녹음 시작 
지점 선택

녹음시 기존 내용을 지우고 
녹음할 것인지 기존 내용에 
이어서 녹음할 것인지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 61 페이지

그룹 녹음 녹음을 할 때마다 새 그룹을 
만들도록 레코더를 설정합니
다.

레코더 61 페이지

재생 재생 모드 
선택

반복 재생, 프로그램 재생 등 
재생 모드를 선택합니다.

레코더 62 페이지

리모콘 34 페이지

음질 변경 서라운드 또는 이퀄라이저 모
드 설정을 필요에 따라 변경
합니다.

레코더 64 페이지

리모콘 36 페이지

재생 속도 
변경

사운드 피치는 변경하지 않고 
재생 속도만 변경합니다.

레코더 65 페이지



재생 연결된 구성 
요소를 통해 
재생 사운드 
듣기

음원이 외부에서 연결된 경우 
i/LINE OUT 잭에서 사운드
가 출력됩니다.

레코더 40 페이지

빠른 재생 
시작

레코더가 바로 재생을 시작하
거나 해당 트랙으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설정합니다.

레코더 65 페이지

리모콘 65 페이지

최대 볼륨 
제한

청각 보호를 위해 최대 볼륨
을 제한합니다.

레코더 66 페이지

리모콘 66 페이지

디스플레이 정보 확인 레코더 디스플레이 창에 다양
한 정보(예: 남은 시간)가 표
시됩니다.

레코더 26, 66 
페이지

리모콘 26, 33 
페이지

백라이트 상
태 선택

리모콘 디스플레이 창의 백라
이트 상태를 선택합니다.

리모콘 67 페이지

대비 조정 레코더 디스플레이 창의 대비
를 조정합니다.

레코더 67 페이지

편집 이름 지정(이
름 작성)

트랙, 그룹 또는 디스크의 이
름을 지정합니다.

레코더 41 페이지 
(트랙 및 
디스크)
52 페이지
(그룹) 

리모콘 42 페이지 
(트랙 및 
디스크)
68 페이지
(그룹) 

이동 트랙 또는 그룹의 순서를 변
경합니다.

레코더 44 페이지 
(트랙) 
53 페이지 
(그룹)

리모콘 68 페이지 

범주 기능 동작 조작 
위치

참조 
페이지
��



�	
편집 삭제 트랙, 그룹 또는 디스크 전체 
내용을 삭제합니다.

레코더 46 페이지 
(트랙 및 
디스크) 
54 페이지 
(그룹)

리모콘 69 페이지

그룹에 트랙 
등록

녹음한 트랙 또는 그룹을 새 
그룹에 등록합니다.

레코더 51 페이지

리모콘 69 페이지

그룹 해제 그룹 설정을 해제합니다. 레코더 52 페이지

리모콘 69 페이지

유용한 기능 멜로디 
타이머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 알
람이 울리도록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레코더 70 페이지

리모콘 38 페이지

개인 디스크 
메모리

레코더의 설정을 저장합니다. 레코더 70 페이지

리모콘 70 페이지

범주 기능 동작 조작 
위치

참조 
페이지



메뉴 항목 사용 방법

메뉴 항목을 설정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MD 레코더:

� 조그 다이얼을 눌러 메뉴에 들어가십시오.
� 조그 다이얼을 돌려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

시오.
�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설정이 
입력됩니다.

리모콘:

� DISPLAY를 2초 이상 눌러 메뉴에 들어가십
시오.

� 조그 레버를 돌려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
시오.

�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 2단계와 3단계를 반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조그 레버를 누르면 설정이 입력
됩니다.

이전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x를 누르십시오.

설정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취소하려면

x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조그 다이얼

돌려서 선택 누르면 입력

DISPLAY

조그 레버
�




��
녹음 시간 기록을 위한 
시간 설정

MD에 녹음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려
면 먼저 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시간
을 설정하면 녹음할 때 레코더가 시간 
스탬프를 기록합니다. 컴퓨터에서 체
크 아웃된 트랙에는 녹음 날짜가 기록
되지 않습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 메뉴
에서 �OPTION� - �CLOCK 
SET�를 선택하십시오.

연도 숫자가 깜박입니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현재 연도로 
맞춘 다음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월 숫자가 깜박입니다.

3 2단계를 반복하여 현재의 월/날짜/
시간/분을 입력하십시오.

조그 다이얼을 눌러 분을 입력하
면 시계가 작동됩니다. 

시간을 잘못 설정한 경우

조절키를 . 쪽으로 눌러 잘못 입력
된 항목으로 되돌아간 다음 올바른 값
을 입력하십시오. 조절키를 > 쪽으
로 누르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간을 표시하려면

� MD 레코더에서
레코더가 정지 또는 녹음 중일 때 메
뉴에서 �DISPLAY� - �Clock�을 선
택하십시오.

� 리모콘에서
레코더가 정지 또는 녹음 중일 때 
DISPLAY를 반복하여 누르십시오.

시간을 24시간제로 표시하려면

시간을 설정할 때 T MARK를 누르십
시오. T MARK를 한 번 더 누르면 12
시간제로 전환됩니다.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시간을 설정한 후 레코더에 내장형 충전지, 
알카라인 건전지 또는 AC 전원 어댑터 등
의 전원이 연결되어 있으면 시간이 정확하
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내장형 충전지가 다 
소모되거나 BUILT-IN BATTERY  스위
치가 OFF 로 설정된 경우, 시간 설정이 출
하시 설정으로 복원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경우는 시간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참고
�중요한 녹음인 경우 시간이 정확한지 확인
하여 시간 스탬프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상적인 상태일 때 시계는 월에 +/- 3분 
정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호음 끄기

레코더 및 리모콘의 신호음을 끌 수 있
습니다.

1 메뉴에서 �OPTION� - �BEEP�
를 선택하십시오.

2 �BEEP OFF�를 선택하십시오.

신호음을 작동시키려면

�BEEP ON�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조작 방향 변경

조그 다이얼을 아래쪽으로 돌리면 디
스플레이가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설정은 출하시 설정입니다. 출하시 
설정을 변경하여 디스플레이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메뉴에서 �OPTION� - �JOG 
DIAL�을 선택하십시오.

2 �REVERSE�를 선택하십시오.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DEFAULT�를 선택하십시오.

기존 내용을 지우지 않고 녹음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MD의 내용을 
유지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
오. 새로운 녹음 내용이 현재 녹음되어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녹음됩니다. 레
코더는 출하시에 이전에 녹음된 내용
을 지우고 녹음하도록 설정됩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메뉴에서 �OPTION� - �REC-
Posi�를 선택하십시오.

2 �From End�를 선택하십시오.

현재 녹음된 내용에 녹음을 하려면

�From Here�을 선택하십시오.

z
�일시적으로 현재 녹음된 내용을 지우지 않
고 녹음을 하려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END SEARCH를 누르십시오. 이렇게 하
면 �REC-Posi�가 �From Here�(출하시 
설정)로 설정되어 있어도 마지막 트랙에 
이어 녹음을 시작합니다. END SEARCH
를 누르면 디스크에 남아 있는 녹음 가능 
시간이 나타납니다.
�그룹 녹음 설정(� : REC�)을 � : 
REC ON�으로 설정하면 레코더는 기존의 
녹음 내용을 지우지 않고 녹음합니다.

녹음시 새 그룹 만들기

zREC를 오른쪽으로 밀어 녹음할 때
마다 자동으로 새 그룹을 만들도록 레
코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
면 여러 개의 CD를 연속해서 녹음할 
때 편리하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 메뉴
에서 �REC SET� - � : REC�
를 선택하십시오.

2 � : REC ON�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녹음 설정으로 변경하려면

� : REC OFF�를 선택하십시오.
��



��
재생 모드 선택

1 메뉴에서 �PLAY MODE�를 선택
하십시오.

2 원하는 재생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3 �RepeatON�(트랙 반복 재생) 또
는 �RepeatOFF�를 선택하십시오.

�RepeatON�을 선택하면 B에 
가 표시되고 2단계에서 선택한 

재생 모드로 트랙을 반복 재생합
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트랙만 듣기(북마크 재생)

트랙에 북마크를 하려면

1 북마크할 트랙이 재생되는 중에 
N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첫 번째 북마크 재생 트랙이 설정
됩니다.

2 트랙을 추가로 북마크하려면 1단
계를 반복하십시오.

북마크한 트랙을 재생하려면

1 �재생 모드 선택��(62 페이지)의 
2단계에서 � TrPLAY?�를 선택
하십시오.

2 �RepeatON� 또는 �RepeatOFF�
를 선택하십시오.

북마크를 삭제하려면

북마크를 삭제할 트랙이 재생되는 중
에 조그 레버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원하는 순서로 트랙 듣기(프로그램 
재생)

1 �재생 모드 선택��(62 페이지)의 
2단계에서 �Program�을 선택하
십시오.

2 �RepeatON� 또는 �RepeatOFF�
를 선택하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을 돌려 트랙을 선택
한 다음 다이얼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트랙이 입력됩니다.

표시 문자 및 
그림�A/B���

1)그룹이 설정된 디스크를 재생하면 그룹 재
생 모드가 표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룹 재생의 재생 모드(그룹 재생 모드) 선
택/선택한 그룹 재생 모드의 반복 재생(그
룹 반복 재생)��(63 페이지)을 참조하십
시오.

재생 모드

Normal/� 모든 트랙이 한 번
만 재생됩니다.

1 Track/1 단일 트랙이 한 번
만 재생됩니다.

TrPLAY/ 북마크되어 있는 트
랙이 트랙 번호 순
서로 재생됩니다.

Shuffle/
SHUF 

모든 트랙이 무작위 
순서로 재생됩니다.

Program/
PGM 

지정한 순서대로 트
랙이 재생됩니다.

Normal
1 Track
 TrPLAY

A B

A를 선택하면 B가 나타납니다.

트랙 번호 프로그램 번호



4 트랙을 추가로 프로그램하려면 3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5 조그 다이얼을 2초 이상 누르십
시오.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첫 번째 트
랙에서 재생을 시작합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재생으로 트랙 재생

1 �재생 모드 선택��(62 페이지)의 1
단계와 2단계를 수행하고 2단계에
서 � :Normal�을 선택하십시오.

그룹의 시작 부분으로 빨리 이동하려면

(그룹 건너뛰기)

� 재생 중에 GROUP을 누르십시오.
� 조절키를 . 또는 > 쪽으로 누르십

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재생의 재생 모드(그룹 재생 모
드) 선택/선택한 그룹 재생 모드의 반
복 재생(그룹 반복 재생)

1 �재생 모드 선택��(62 페이지)의 
1단계와 2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일반 재생 모드에 이어 다음의 그
룹 재생 모드가 나타납니다.

2 �RepeatON� 또는 �RepeatOFF�
를 선택하십시오.

원하는 순서로 그룹 재생(그룹 프로그
램 재생)

그룹을 원하는 순서로 재생하려면 
�원하는 순서로 트랙 듣기(프로그램 
재생)��(62 페이지)의 절차를 수행하
십시오. 그룹은 최고 10개까지 프로그
래밍할 수 있습니다. 그룹 내에서 트랙
의 순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플레이 
표시

재생 모드

:Normal
(일반 그룹 
재생)

그룹 1의 첫 번째 트랙
부터 시작하여 그룹에 
들어 있는 모든 트랙이 
한 번만 재생됩니다.

:Shuffle
(그룹간 혼
합 재생)

현재 재생 중인 그룹에
서 시작하여 다른 그룹
까지 혼합 재생을 시작
합니다.

:Program
(그룹 프로
그램)

그룹이 지정된 순서로 
재생됩니다.

디스플레이 
표시

재생 모드
��



��
사운드 조정(Virtual-Surround ��
6-Band Equalizer)

다양한 음향 효과를 위한 가상 
사운드 조정(Virtual-Surround)

1 메뉴에서 �SOUND� - �V-SUR�
을 선택하십시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서라운드 모
드를 선택한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A가 변경
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B
가 나타납니다.

음질 선택(6-Band Equalizer)

1 재생 중에 메뉴에서 �SOUND� - 
�SOUND EQ�를 선택하십시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사운드 모드
를 선택한 다음 조그 다이얼을 눌
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A가 변경
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누르면 B
가 나타납니다.

사운드를 변경하고 저장하려면

� 재생 중에 메뉴에서 �SOUND� - 
�SOUND EQ� - �CUSTOM1� 또는 
�CUSTOM2�를 선택하십시오. 

� 조절키를 . 또는 > 쪽으로 눌러 주
파수를 선택하십시오.

A B

STUDIO VS

LIVE VL

CLUB VC

ARENA VA

A

B

사운드를 나타내는 문자가 

표시됩니다.
A B

HEAVY SH

POPS SP

JAZZ SJ

UNIQUE SU

CUSTOM1 S1

CUSTOM2 S2

A

B

각 주파수의 레벨

(100�Hz - 10 kHz)

주파수(100 Hz)
왼쪽에서부터 100 Hz, 250 Hz, 

630 Hz, 1.6�kHz, 4 kHz, 10 kHz
입니다.



� 조절키를 VOL + 또는 	 쪽으로 눌러 볼
륨을 조절하십시오.

� 볼륨을 선택한 후 조그 다이얼을 눌러 입
력하십시오.

설정을 취소하려면

�SOUND OFF�를 선택하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재생 속도 변경(디지털 피치 
조절)

1 재생 중에 메뉴에서 �USEFUL� - 
�DPC�를 선택하십시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재생 속도를 
선택한 다음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빠른 재생 시작(빠른 시작 모드)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 트랙으로 
빨리 이동한 후에 신속하게 재생을 시
작할 수 있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 또는 재생 중일 
때 메뉴에서 �OPTION� - 
�PowerMode�를 선택하십시오.

2 �QUICK�을 선택하십시오.

일반 설정으로 변경하려면

�NORMAL�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전원 모드가 �QUICK�으로 설정되어 있으
면 디스플레이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경
우에도 레코더에서 전원을 사용하게 됩니
다. 이로 인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됩니다. 
그러므로 배터리를 매일 충전하는 것이 좋
습니다.
�레코더를 17시간 동안 작동시키지 않으면
(레코더 덮개를 열거나 닫기 포함) 레코더
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로 인해 
재생을 시작하거나 기타 다른 기능을 사용
했을 때 레코더가 빠르게 응답하지 않습니
다. 하지만 작동 후에는 빠른 시작
(Quick) 모드로 돌아옵니다.

볼륨(+10 dB)

다음 7가지 단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dB, –6 dB, –3 dB, 0 dB, +3 dB, 
+6 dB, +10 dB

예: 일반 재생 속도의 +50% 선택

레코더의 디스플레이 창

리모콘의 디스플레이 창
��



��
청력 보호(AVLS)

자동 볼륨 제어 시스템(AVLS) 
기능은 청각 보호를 위해 최고 볼륨인 
경우 볼륨을 낮추어 정상 볼륨을 유지
합니다.

1 메뉴에서 �OPTION� - �AVLS�
를 선택하십시오.

2 �AVLS ON�을 선택하십시오.

볼륨을 과도하게 높이면 디스플레
이에 �AVLS�가 표시됩니다. 볼륨
은 정상 레벨로 유지됩니다.

AVLS를 취소하려면

�AVLS OFF�를 선택하십시오.

다양한 정보 확인

1 재생 중에 메뉴에서 �DISPLAY�
를 선택하십시오.

2 확인하려는 정보를 선택하십시오.

표시 문자 및 그림: A(선택한 항목)/
B/C

참고

그룹 설정, 레코더 작동 상태, 디스크 설정
에 따라서 일부 표시 항목을 선택할 수 없
거나 표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A (선택
한 항목)

B C

� 
(LapTime)

트랙 번호 경과 시간

1 
Remain

트랙 번호 현재 트랙의 
남은 시간

GP 
Remain

그룹 이름 그룹에서 현
재 위치에서 
남은 시간

B
C

A

AllRemain 현재 트랙 
다음의 트
랙 번호

디스크의 현
재 위치에서 
남은 시간

트랙 이름
(Title)

디스크 
이름

그룹 이름

사운드 모
드 이름
(Sound)

선택된 사
운드 모드
의 표시

�

� Batt Stat 현재 전원
(내장형 충전
지: BLT-IN
건전지: 
ADD-ON
AC 전원 콘
센트: AC)

RecDate 녹음 날짜 녹음 시간

A (선택
한 항목)

B C



백라이트 켜기/끄기

리모콘 디스플레이 창의 백라이트 상
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리모콘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 메뉴에
서 �OPTION� - �BACKLIGHT�
를 선택하십시오.

2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 창의 대비 
조절(대비 조절)

레코더 디스플레이 창의 대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레코더에서만 설정할 수 있
습니다.

1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을 때 메뉴
에서 �OPTION� - �CONTRAST�
를 선택하십시오.

2 조그 다이얼을 돌려 대비를 조절
한 후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참고

대비는 리모콘으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름 지정(이름 작성)

1 메뉴에서 �EDIT� -�Name�을 선
택하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3 볼륨 조절기를 반복해서 돌려 문
자를 선택한 다음 조그 레버를 눌
러 입력하십시오.

문자를 입력하면 깜박이지 않고 커
서가 다음 입력 위치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문자 입력시 사용하는 버
튼 및 그 기능입니다.

디스플레
이 표시

설정

AUTO 레코더나 리모콘을 조작
할 때 백라이트가 켜지고 
몇 초 동안 조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ON 레코더가 작동 중일 때 백
라이트가 켜집니다.

OFF 백라이트가 항상 꺼져 있
습니다.

트랙 이름을 지정하
는 경우

� : Name�

디스크 이름을 지정
하는 경우

� : Name�

기능 작동

커서를 왼쪽이나 오
른쪽으로 이동

조그 레버(., 
>)를 돌리십
시오.

앞/뒤의 문자 변경 볼륨 조절기
(VOL+, -)를 돌
리십시오.

문자 입력 조그 레버(NX/
ENT)를 누르십시오.

이름 입력 조그 레버(NX/
ENT)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대문자, 소문자, 숫자
/기호간 전환

P MODE/ 를 누
르십시오.

공백 삽입 +를 누르십
시오.

문자 삭제 -를 누르십
시오.

이름 지정 작업 취소 x를 2초 이상 누
르십시오. 

다음 입력 위치에서 커서가 깜박입니다.

계속
��



�	
4 3단계를 다시 수행한 다음 디스크 
이름 문자를 모두 입력하십시오.

5 조그 레버를 2초 이상 누르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녹음된 그룹 이름 지정

1 �이름 지정(이름 작성)��(67 페이
지)의 2단계에서 � : Name�을 
선택한 다음 3 ~ 5단계를 수행하
여 그룹에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변경

�이름 지정(이름 작성)��(67 페이지)
의 절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녹음된 트랙 이동

1 이동하려는 트랙이 재생 중일 때 
메뉴에서 �EDIT� - �Move� - 
� : Move�를 선택하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대상 트랙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반복
해서 돌리십시오.

3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
력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에서 트랙 이동

1 이동하려는 트랙이 재생 중일 때 
메뉴에서 �EDIT� - �Move� - 
� : Move�를 선택하십시오.

2 트랙을 그룹 밖으로 이동하는 경
우는 이 단계를 생략하십시오.
트랙을 다른 그룹 안으로 이동하
는 경우는 조그 레버를 돌려 디스
플레이에 대상 그룹이 나타나면 
조그 레버를 누르십시오.

3 트랙을 다른 그룹 안으로 이동하
는 경우, 디스플레이에 그룹 내의 
대상 트랙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돌린 다음 조그 레버
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디스크에서 그룹 순서 변경(그룹 이동)

1 순서를 변경할 그룹 내의 트랙을 
재생하는 중에 메뉴에서 - 
�EDIT� - �Move� - � : 
Move�를 선택하십시오.

2 조그 레버를 반복해서 돌려 디스
크에서 대상 지점을 선택한 다음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
력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예: 3번 트랙을 이동하는 경우 디스플

레이에 �Tr003이 표시됩니다.

예: 2번 트랙을 이동하는 경우 디스플
레이에 �Tr002이 표시됩니다.

예: 첫 번째 그룹(GP01)을 두 번째 

그룹(GP02)으로 이동하는 경우



트랙 및 디스크 전체 또는 그룹 
삭제(삭제 기능)

트랙 삭제

1 삭제하려는 트랙이 재생 중일 때 
메뉴에서 �EDIT� - �Erase� - 
� : Erase�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Erase OK?�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2 조그 레버를 눌러 트랙을 삭제하십
시오.

디스크 전체를 삭제하려면

1 삭제하려는 디스크를 재생하여 내
용을 확인하십시오.

2 x를 눌러 정지하십시오.

3 메뉴에서 �EDIT� - �Erase� - 
� : Erase�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AllErase?�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4 조그 레버를 눌러 디스크 전체를 
삭제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6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삭제

1 삭제하려는 그룹을 선택하고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그룹의 시작 부
분으로 빨리 이동하려면(그룹 건
너뛰기)��(49 페이지)참조).

2 x를 눌러 정지하십시오.

3 메뉴에서 �EDIT� - �Erase� - 
� : Erase�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GP Erase?�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4 조그 레버를 눌러 그룹을 삭제하십
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그룹으로 트랙이나 그룹
을 등록(그룹 설정)

1 메뉴에서 �EDIT� - � : Set�를 
선택하십시오.

2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첫 번째 트
랙의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레버를 돌린 다음 조그 레버를 누
르십시오.

3 디스플레이에 원하는 마지막 트랙
의 번호가 나타날 때까지 조그 레
버를 돌린 다음 조그 레버를 누르
십시오.

4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녹
음된 그룹 이름 지정��(68 페이지) 
참조).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그룹 설정 해제

1 해제하려는 그룹을 선택하고 내용
을 확인하십시오(�그룹의 시작 부
분으로 빨리 이동하려면(그룹 건
너뛰기)��(49 페이지)참조).

2 x를 누르십시오.

3 메뉴에서 �EDIT� - � : 
Release�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Release?�와 
�PushENTER�가 나타납니다.

4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을 입
력하십시오.

레코더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
알람 사용(멜로디 타이머)

1 메뉴에서 �USEFUL� - �M-
TIMER� - �ON�을 선택하십시오.

,가 디스플레이에 켜지고 알람 
사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조그 다이얼을 반복하여 돌려 알
람 사운드를 선택한 다음 조그 다
이얼을  누르십시오.

알람 사운드 종류는 �알람 설정
(멜로디 타이머)� (38 페이지)
의 5단계를 참조하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을 돌려 경과 시간을 
선택하십시오.

조절 장치를 1바퀴 돌리면 경과 시
간 설정(TIME :)이 1분씩 증가합
니다(1분~99분). 시간을 빨리 변
경하려면 조그 다이얼을 계속 돌
리십시오.

4 조그 다이얼을 눌러 선택 항목을  
입력하십시오.

레코더가 정지 상태일 때는 알람
이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디스
플레이에 표시됩니다.

알람 설정을 취소하려면

�OFF�를 선택하십시오.

알람을 멈추려면

아무 버튼을 누르십시오.

리모콘에서의 조작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디스크 설정 저장(개인 디
스크 메모리)

레코더에는 각 디스크의 여러 설정이 
저장되고 디스크를 넣으면 자동으로 
이 설정을 검색합니다.
다음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볼륨
� 재생 모드
� 그룹 모드
� 프로그램 재생
� 음질(Virtual Surround/6-Band 

Eqaualizer)
� 재생 속도(디지털 피치 조절)
� 북마크

1 레코더가 정지, 재생 또는 일시 정
지 상태일 때 메뉴에서  
�USEFUL� - �PERSONAL�을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Entry?�가 나타납
니다.

2 레코더의 조그 다이얼 또는 리모
콘의 조그 레버를 눌러 선택 항목
을 입력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Entry OK�가 표시
되고 디스크 설정이 레코더에 저
장됩니다.

레코더의 디스플레이 창

리모콘의 디스플레이 창



디스크 정보 삭제

� 삭제할 정보가 들어 있는 디스크를 넣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 그런 다음, �Erase?�를 선택하십시오.
디스플레이에 �Erase OK�가 나타나고 
디스크 정보가 삭제됩니다.

참고

저장되지 않은 디스크 정보를 삭제하려고 
하면 �No Entry!�가 디스플레이에 2초간 
표시됩니다.

z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를 넣으면 레
코더에 �PERSONAL�이 표시됩니다.

참고

�최대 20개 디스크의 설정을 저장할 수 있
습니다. 20개 이후에 저장되는 설정은 그 
중에서 가장 사용 빈도가 적은 디스크의 
설정과 대체됩니다.
�레코더에 설정이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에 
트랙을 추가하거나 편집 작업(이름 지정 
작업 제외)을 할 경우 레코더에서 디스크
를 인식할 수 없게 되어 저장된 정보를 사
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설정을 
다시 저장하십시오.
��



��
메뉴 목록

레코더 메뉴

�메뉴 1�은 조그 다이얼을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 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타내며 �메뉴 2�는 메뉴 1에서 항목을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들을 나
타냅니다. 그리고 �메뉴 3�은 메뉴 2에서 항목을 선택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
들을 나타냅니다.

메뉴 1 메뉴 2 메뉴 3

EDIT Name : Name y : Name y : Name

: Set �

: Release �

Move : Move y : Move

Erase : Erase y : Erase y : Erase

DISPLAY LapTime �

RecRemain (녹
음 및 정지시)/1 
Remain (재생시)

�

GP Remain �

AllRemain �

Title �

Sound �

Batt Stat �

Clock �

PLAY 
MODE

Normal RepeatOFF (출하시 설정) y RepeatON

1 Track

TrPLAY

Shuffle

Program

:Normal

:Shuffle

:Program

SOUND SOUND OFF �

V-SUR STUDIO y LIVE y CLUB y ARENA

SOUND EQ HEAVY y POPS y JAZZ y UNIQUE y 
CUSTOM1 y CUSTOM2



리모콘 메뉴

USEFUL PERSONAL Entry? y Erase? 

M-TIMER OFF (출하시 설정) y ON

DPC �

AUDIO OUT HeadPhone (출하시 설정) y LINE OUT1)

REC 
SET

REC MODE SP (출하시 설정) y LP2 y LP4 y MONO

RecVolume Auto REC (출하시 설정) y ManualREC

TIME MARK OFF (출하시 설정) y ON

MIC SENS SENS HIGH (출하시 설정) y SENS LOW

: REC : REC ON y : REC OFF (출하시 설정)

SYNC REC SYNC OFF (출하시 설정) y SYNC ON

OPTION AVLS AVLS OFF (출하시 설정) y AVLS ON

BEEP BEEP OFF y BEEP ON (출하시 설정)

REC-Posi From Here (출하시 설정) y From End

PowerMode NORMAL (출하시 설정) y QUICK

CONTRAST �

JOG DIAL DEFAULT (출하시 설정) y REVERSE

CLOCK SET �

1)리모콘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표시됩니다.

메뉴 1 메뉴 2 기능

EDIT Name : Name y : Name y : Name

: Set �

: Release �

Move : Move y : Move

Erase : Erase y : Erase y : Erase

USEFUL PERSONAL Entry? y Erase?

M-TIMER OFF (출하시 설정) y ON

DPC �

OPTION AVLS AVLS OFF (출하시 설정) y AVLS ON

BEEP BEEP OFF y BEEP ON (출하시 설정)

BACKLIGHT AUTO (출하시 설정) y ON y OFF

PowerMode NORMAL (출하시 설정) y QUICK

메뉴 1 메뉴 2 메뉴 3
��



��
전원

가정용 전원이나 다음 전원으로 레코
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장형 리튬 이온 충전지
� LR6 (AA 크기) 알카라인 건전지

(제공된 건전지 케이스에 넣어 사용)

장시간 동안 녹음할 경우에는 가정용 
전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
리를 사용하는 경우, 녹음 및 편집 작
업을 수행할 때 배터리 전원이 부족하
여 중단되지 않도록 완전히 충전된 충
전지 또는 새 알카라인 건전지를 사용
하십시오.

내장형 충전지 충전 시기

레코더나 리모콘의 디스플레이 창에
서 내장형 충전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원 감소
m

배터리 전원 부족
m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었습
니다.
레코더의 디스플레이에서 
�LOW BATT�가 깜박이고 
전원이 꺼집니다.

배터리 용량을 나타내는 그림은 대략
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레코더 작동 
상태에 따라서 표시된 것보다 오래 또
는 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아도 완
전히 충전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간보다 적게 배터리를 충전하면 
레코더의 작동 시간이 짧아집니다.

배터리 수명

레코더 작동 상태, 주변 온도 또는 사
용하는 알카라인 건전지의 유형에 따
라 배터리 수명이 단축될 수도 있습
니다.

녹음시

(단위: 시간)(JEITA1) )

1)JEITA(Japan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표준에 따라 측정되었습
니다.

배터리 SP 
스테
레오

LP2 
스테
레오

LP4 
스테
레오

내장형 충전
지2)

2)100% 완전 충전된 내장형 리튬 이온 
충전지 사용시.

8.5 11 14

LR6 (SG) 
Sony 알카라
인 건전지3)

3)Sony LR6 (SG) �STAMINA� 알카라인 
건전지(일본 제품) 사용 시.

7.5 10 11.5

내장형 충전
지2) + One 
LR6 (SG)3)

15 20 26.5

재생시

(단위: 시간)(JEITA)
배터리 SP 

스테
레오

LP2 
스테
레오

LP4 
스테
레오

내장형 
충전지

17 20 24

LR6 (SG) 
Sony 알카
라인 건전지

27 32 36

내장형 충전
지 + One 
LR6 (SG)

42 52 58



추가 정보

사용전 주의 사항

안전

DC IN 3V 잭에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전원

�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제공된 배터리 충
전 받침대에는 레코더와 함께 제공된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다른 AC 전
원 어댑터를 사용하면 레코더의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AC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기 편리한 가까
운 AC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AC 전원 
어댑터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AC 콘센트
에서 즉시 분리하십시오.
�레코더가 꺼져 있어도 전원 콘센트에 연결
되어 있는 동안에는 레코더가 AC 전원에
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코더를 장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에는 레코더에서 전원 공급 장치(AC 전원 
어댑터, 건전지, 충전지 또는 자동차 배터
리 코드)를 분리해 두십시오. 벽면 콘센트
의 AC 전원 어댑터는 어댑터 플러그를 잡
고 빼십시오. 절대 코드를 잡아 당기지 마
십시오.

과열

장시간 동안 레코더를 사용하면 과열 현상
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정상적인 것입니다.

설치

�직사광선, 열, 습기, 진동 등이 심한 곳에
서 레코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AC 전원 어댑터로 레코더를 사용하고 있
는 중에는 레코더를 감싸지 마십시오. 레
코더가 과열되어 오작동되거나 고장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어폰 사용 지침

안전 주행
자동차, 자전거, 기타 전동 차량 등에서 주
행하고 있을 때는 헤드폰/이어폰을 사용하
지 마십시오. 교통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위법 행위입니다. 또 
보행 중에 특히 횡단 보도에서 레코더의 음
량을 높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 가
능성이 많은 상황에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이거나 연속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각 장애 예방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들을 때에는 볼륨
을 높게 하지 마십시오. 장시간 동안 큰 사
운드를 들으면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귀에서 울리는 사운드가 나면 음량
을 줄이거나 사용을 정지하십시오.

주위에 대한 배려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
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레벨로 볼륨
을 유지하십시오.

리모콘 사용 지침

제공된 리모콘은 이 레코드에만 사용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다른 기기와 함께 제공된 
리모콘은 이 레코더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시 참고 사항

�제공된 USB 받침대는 이 레코더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모델에서는 충전되
지 않습니다.
�주위 온도가 0°C ~ +40°C인 상태에서 내
장형 충전지를 충전하십시오. 충전 시간은 
주위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위의 온도가 낮으면 내장형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충전 시간이 더 길게 소
요됩니다.)
�충전시 USB 받침대와 레코더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배터리 특성상 내장형 충전지를 처음 사용
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충전지를 충
전하면 충전지 사용 시간이 일반 사용 시
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수행하십시오. 배
터리 수명이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플러그의 극성

계속

가정용 전원, 내장형 충전지, LR6(AA 사
이즈) 배터리 또는 차량용 배터리를 사용
하십시오.
��



��
�내장형 충전지의 용량이 정상 용량의 절반
으로 떨어지면 가까운 Sony 제품 대리점 
또는 Sony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레코더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USB 받침대에서 레코더를 분리하고 벽면 
콘센트에서 AC 전원 어댑터를 분리해 두
십시오. 또한 3개월 이상 레코더를 사용하
지 않을 경우는 내장형 충전지의 
BUILT-IN BATTERY 스위치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 제품 폐기 지침

제품을 폐기하기 전에 환경 보호를 위해 내
장형 충전지를 제거하십시오.

�제품 폐기시를 제외하고는 나사를 제거하
지 마십시오.
�내장형 충전지를 제거하기 전에 충전지가 
완전히 소모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장형 충전지를 제거하려면 다음 절차를 
수행하십시오.

�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OFF
로 미십시오.

� 조그 다이얼 측면의 나사를 제거하십시오.
� 덮개를 여십시오.

� 본체에서 조그 다이얼을 분리하십시오.

� 배터리 커넥터를 들어 올리십시오.
� 배터리 커넥터에서 전원 케이블을 빼십

시오.

� 전원 케이블 끝을 잡아 당겨서 내장형 충
전지를 제거하십시오.

	 전원 케이블의 금속 단자 위에 접착 테이
프를 붙이고 배터리 폐기에 관한 지역 규
정에 따라 배터리를 폐기하십시오.

건전지 케이스

제공된 건전지 케이스는 이 레코더에만 사
용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MD 카트리지

�MiniDisc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보관할 경
우, 상자에 넣으십시오.
�셔터를 강제로 열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고온이나 저온, 습기, 먼지 등이 
심한 곳에 카트리지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디스크 상의 지정된 공간에만 제공된 MD 
라벨을 붙이십시오. 다른 디스크 면에는 
부착하지 마십시오.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내장형 충전지



청소

�부드러운 헝겊에 물이나 약한 세제를 조금 
묻혀서 레코더 케이스를 닦으십시오. 거친 
수세미, 연마제, 알콜이나 벤젠과 같은 용
제를 사용하면 케이스의 광택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카트리지의 먼지를 제거할 때는 마
른 헝겊으로 닦으십시오.
�렌즈에 먼지가 있으면 레코더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D를 넣거나 
꺼낸 후에는 디스크 덮개를 닫으십시오.
�마른 헝겊으로 헤드폰/이어폰 또는 리모
컨의 플러그를 닦아주면 최상의 음질을 유
지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에 먼지가 묻으면 
사운드가 끊기거나 고르지 않게 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참고 사항

배터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
액이 누출되거나 배터리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이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십시오.
�배터리의 +와 - 극을 정확하게 맞추어 삽
입하십시오.
�건전지를 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기간 레코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분리해 두십시오.
�배터리에서 용액이 유출된 경우는 새 배터
리를 끼우기 전에 배터리 수납부를 깨끗이 
닦아주십시오.

기계 잡음 관련 참고 사항

작동 중에 발생하는 기계적 소음은 레코더
의 절전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레코
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음된 MD 보호

MD에 녹음 방지를 하려면 MD 옆면에 있
는 탭을 밀어 열린 상태로 둡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MD에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탭을 뒤로 밀어 닫힌 상태로 두면 다시 녹
음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있
으면 가까운 Sony 제품 대리점에 문의하십
시오(레코더에 디스크가 들어 있을 때 문제
가 발생한 경우는 문제의 원인을 빨리 확인
할 수 있도록 디스크가 들어 있는 상태로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MD 후면

녹음된 내용이 보
호되지 않습니다.

탭

녹음된 내용이 보
호됩니다.
��



�	
사양

오디오 재생 시스템
MiniDisc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레이저 다이오드 속성
소재: GaAlAs
파장: λ = 790 nm
방출 시간: 연속
레이저 출력: 44.6  W 미만
(이 출력은 구경 7 mm 집광 블록 렌즈 표
면에서 200 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값입니다)
녹음 및 재생 시간(MDW-80 사용시)
모노, 최대 160분
LP4 스테레오, 최대 320분
회전 속도
350 rpm ~ 3600 rpm(CLV)
오류 수정 능력
ACIRC(Advanced Cross Interleave 
Reed Solomon Code)
샘플링 주파수
44.1 kHz
샘플링 속도 변환기
입력32 kHz/44.1 kHz/48 kHz
코딩
ATRAC(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
ATRAC3 � LP2/LP4
변조 시스템
EFM(Eight to Fourteen Modulation)
응답 주파수
20 ~ 20000 Hz ± 3 dB
입력!�

MIC: 스테레오 미니 잭
(최소 입력 레벨 0.25 mV)

입력 라인:
아날로그 입력용 스테레오 미니 잭(최소 
입력 레벨 49 mV)
광(디지털) 입력용 광(디지털) 미니 잭

출력
i/LINE OUT2): 스테레오 미니 잭(리모콘 
전용 잭)/194 mV (10 kΩ)
최대 출력(DC)2)

헤드폰:

5 mW + 5 mW (16 Ω) (기타 모델)

전원 사양
DC IN 6V 잭에 연결하는 Sony AC 전원 
어댑터:

120 V AC, 60 Hz (미국, 캐나다, 멕시
코, 대만 모델)
220 V AC, 50/60 Hz (유럽, 싱가폴, 
태국 모델)
240 V AC, 50 Hz (호주 모델)
220 V AC, 50 Hz (중국 모델)
230 - 240 V AC, 50 Hz (영국, 홍콩 모델)
220 V AC, 50 Hz (아르헨티나 모델)
100 - 240 V AC, 50/60 Hz (기타 모델)

레코더:
내장형 리튬 이온 충전지
LIP-3WMB, 3.7 V, 340 mAh, Li-ion
LR6 (AA 사이즈) 알카라인 배터리

USB 받침대:
AC 전원 어댑터 DC 6V

배터리 사용 시간3)

�배터리 수명��(74 페이지) 참조
크기
약  78.5 × 73.3 × 13.8 mm (w/h/d)(돌출 
부분 및 조절 장치 제외)
무게
약 84 g (내장형 충전지 포함)

1)LINE IN (OPT) 잭은 디지털(광) 케이블 
또는 라인(아날로그)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2)i/LINE OUT 잭에 헤드폰/이어폰 또는 
라인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3)JEITA(일본 전자 산업 협회)의 기준에 
따라 측정된 것입니다.

미국 및 외국 특허들은 Dolby 
Laboratories 로부터 사용허가 된 것입.

디자인과 사양은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별매 부속품
광 케이블

POC-151HG, POC-152HG, 
POC-MZ1, POC-MZ2, POC-15B, 
POC-15AB, POC-DA12SP

라인 케이블
RK-G129, RK-G136

스테레오 마이크 ECM-717, 
ECM-MS907, ECM-MS957
MDR 시리즈 스테레오 헤드폰/이어폰�

SRS 시리즈 액티브 스피커
녹음용 MDs MDW 시리즈

2 mW + 2 mW (16 Ω) (유럽 모델)



해당 대리점에서 위의 부속품 중 일부를 취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제공되
는 부속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대리
점에 문의하십시오.

∗ 광 헤드폰 사용시 스테레오 미니 플러그
가 달린 헤드폰만 사용하십시오. 마이크
로 플러그가 달린 헤드폰/이어폰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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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및 설명 

문제 해결

레코더 작동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Sony 제품 대리점에 문의하기 전에 다음
과 같이 수행하십시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기록해 두십시오.

1 �문제 해결��(80 페이지)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메시지��(88 페이지) 항목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위의 1단계를 수행한 후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는 가까운 Sony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충전시

증상 원인/해결 방법

충전지가 충전되
지 않습니다. 충전
지가 완전히 충전
되지 않습니다.

� 레코더 후면의 BUILT-IN BATTERY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켜십시오.
� 배터리 충전 받침대 단자에 먼지가 끼었습니다.

,마른 천으로 단자를 닦으십시오.
� 배터리 특성상 내장형 충전지를 처음 사용하거나 장기간 사

용하지 않은 충전지를 충전하면 충전지 사용 시간이 일반 사
용 시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과 방전을 여러 번 수행하십시오. 배터리 수

명이 정상으로 되돌아옵니다.
� 내장형 충전지가 모두 소모되었습니다(디스플레이 창에 아

무것도 표시되지 않음).
,충전지를 충전하십시오. USB 받침대에 레코더를 끼우

고 1분이 경과된 후 충전 표시가 나타나고 충전을 시작
합니다. 1분이 지나도 충전이 시작되지 않으면 레코더를 
USB 받침대에 다시 끼워보십시오.

� 주위 온도가 너무 높거나 또는 너무 낮습니다
(�CannotCHG�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됨).
,주위 온도가 	0°C ~ +40°C인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

하십시오.

레코더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았는 
데도 내장형 충전
지가 모두 소모되
었습니다.

� 빠른 시작 모드가 �QUICK�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작 모드를 �QUICK�으로 설정하면 레코더를 작동

하지 않아도 레코더 내부에서 전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배터
리의 수명이 단축됩니다. 또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
은 경우는 내장형 충전지가 금방 소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장형 충전지를 다시 충전하십시오(65 페이지).

완전히 충전하였
는데도 내장형 충
전지의 수명이 정
상일 때의 절반밖
에 되지 않습니다.

� 내장형 충전지의 가용 수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가까운 Sony 제품 대리점에서 새 충전지로 교체하십

시오.



녹음시

충전시 USB 받침
대와 레코더가 뜨
겁습니다.

�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녹음시 레코더가 기
존의 녹음 내용에 다
시 녹음을 합니다.

� 녹음 시작 지점 설정(�REC-Posi�)이 �From Here�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REC-Posi�를 �From End�로 설정하십시오.

�REC-Posi�가 
�From Here�로 설
정되어 있는데도 디
스크의 끝 부분에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 그룹 녹음 설정(� : REC�)이 � : REC ON�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 : REC�가 � : REC ON�으로 설정
되어 있으면 기존의 녹음을 지우고 녹음할 수 없습니다.)
,그룹 녹음 설정을 � : REC OFF�로 설정하십시오

(61 페이지).

�REC-Posi� (녹음 
시작 지점)를 �From 
Here�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 그룹 녹음 설정(� : REC�)이 � : REC ON�으로 설정
되어 있습니다.
,그룹 녹음 설정을 � : REC OFF� (61 페이지)로 설

정한 다음 �REC-Posi�를 �From Here�로 설정하십
시오.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 음원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음원을 분리한 후 다시 연결하십시오(21, 27, 

29 페이지).
� 휴대용 CD 플레이어에서 디지털 신호가 없습니다.

,휴대용 CD 플레이어로 디지털 녹음을 할 때는 AC 전
원 어댑터를 사용하고 끊김 방지 기능(예: ESP)을 
CD 플레이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23 페이지).

� 감쇠기가 달린 연결 코드를 사용하여 아날로그 녹음을 했
습니다.
,감쇠기가 없는 연결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 녹음 볼륨이 너무 낮아 녹음할 수 없습니다(수동으로 녹

음 볼륨 조절시).
,레코더를 일시 정지하고 녹음 볼륨을 조절하십시오

(32 페이지).
� 녹음 중 전원이 분리되었거나 정전이 되었습니다.

,디스크에 녹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녹음하십시오.
� 사전 마스터 처리된 MD를 삽입했습니다.

,녹음용 MD로 교체하십시오.
� 디스크에 남은 녹음 시간이 12초 미만입니다(�DISC 

FULL�이 표시됨).
,디스크를 교체하십시오.

증상 원인/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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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중에 자동으로 
녹음이 중단됩니다.

�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에 녹음을 시도했습니다.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은 덮어쓸 수 없습니다. 녹
음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체크 아웃된 트랙을 컴퓨터에 다시 체크 인하십시오.
,디스크의 끝 부분에서 녹음을 시작하십시오.

모노로 녹음하는 중
에 헤드폰/이어폰에
서 스테레오 사운드
가 들립니다.

�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사운드를 모노로 녹음하는 경우라
도 디지털 녹음 중에 헤드폰/이어폰에서는 스테레오 사
운드가 들립니다.

녹음 중에 일시적인 
잡음이 들립니다.

� LP4 스테레오 모드에 이용된 특수 디지털 오디오 압축 
기술로 인해 음원에 따라 잡음이 들릴 수 있습니다.
,SP 또는 LP2 모드로 녹음하십시오.

녹음 후 레코더 덮개
가 열리지 않습니다.

� 디스플레이에서 �TOC Edit�가 사라질 때까지 덮개가 열
리지 않습니다.

디스크의 최대 녹음 
시간(60, 74 또는 
80분)에 도달하기 
전에 �TR FULL�이 
표시되고 녹음이 되
지 않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전체 녹음 시간
에 상관 없이 디스크에 254 트랙이 녹음되면 �TR 
FULL�이 나타납니다. 254개 이상의 트랙을 디스크에 
녹음할 수 없습니다.
,녹음을 계속하려면 불필요한 트랙을 삭제하십시오.

짧은 트랙을 많이 삭
제해도 남은 녹음 시
간이 늘어나지 않습
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녹음 시간이 12
초(SP 스테레오 모드), 24초(LP2 스테레오 모드 또는 
모노) 또는 48초(LP4 스테레오 모드) 이하인 트랙은 녹
음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해도 녹음 시간이 늘어
나지 않습니다.

디스크의 총 녹음된 
시간과 남은 녹음 
시간을 합해도 최대 
녹음 시간(60, 74, 
80분)이 되지 않습
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녹
음은 약 2초(SP 스테레오 모드), 4초(LP2 스테레오 모
드 또는 모노) 또는 8초(LP4 스테레오 모드) 단위로 됩
니다. 녹음이 정지되면 실제 녹음이 더 짧은 경우라도 마
지막 녹음 단위는 항상 2초, 4초 또는 8초를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녹음이 정지된 후 다시 시작하면 레코더는 다
음 녹음 전에 2초, 4초 또는 8초 정도의 공백을 자동으로 
삽입합니다. (이것은 녹음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이전 트
랙이 실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
라서 최대 6초, 12초 또는 24초까지 녹음이 중단되면 실
제 녹음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재생시

디스크의 남은 녹음 
시간을 채울 트랙을 
체크 아웃할 수 없습
니다.

� 디스크 상의 최소 녹음 가능 시간은 일반적으로 스테레오
에서 2초, LP2 스테레오 모드에서 4초, LP4 모드에서 8
초입니다. 컴퓨터에서 트랙을 체크 아웃할 때 트랙의 길
이가 2초(4초 또는 8초) 미만인 경우라도 레코더에는 각 
트랙에 대해 2초(또는 4초 또는 8초)의 공간이 필요합니
다. 또한 레코더는 체크 아웃하는 도중 실수로 이전 트랙
을 덮어쓰지 않도록 트랙 사이에 2초(또는 4초 또는 8초)
의 공간을 삽입합니다. 그러므로 각 트랙에 대해 추가로 
6초(또는 12초 또는 24초)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체크 아웃할 때 각 트랙에 대한 최대 녹음 시간이 6
초(또는 12초 또는 24초)씩 줄어들게 됩니다.

디스크의 최대 트랙 
수 또는 최대 녹음 시
간에 도달하기 전에 
�TR FULL�이 표시
됩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녹음과 삭제 작
업을 반복할 경우 데이터가 조각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흩어져도 읽을 수는 있지만, 각 데이터 조각이 
하나의 트랙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경우, 트랙 수가 
254개에 도달하여 녹음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녹음을 계속하려면 불필요한 트랙을 삭제하십시오.

증상 원인/해결 방법

MD가 정상적으
로 재생되지 않습
니다.

� 반복 재생이 선택되었습니다.
,레코더의 조그 다이얼이나 리모콘의 P MODE/ 를 눌러 

일반 재생 모드로 복귀하십시오(34 페이지).
� 재생 모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레코더의 조그 다이얼이나 리모콘의 P MODE/ 를 눌러 
일반 재생 모드로 복귀하십시오(34 페이지).

MD가 첫 번째 트
랙부터 재생되지 
않습니다.

� 마지막 트랙에 도달하기 전에 디스크 재생이 정지되었습니다.
,레코더의 N를 누르거나 리모콘의 조그 레버(NX)를 2

초 이상 눌러 재생을 시작하십시오.
� 디스크 정보가 개인 디스크 메모리에 저장되었습니다.

,개인 디스크 메모리에서 디스크 정보를 삭제하십시오(70 
페이지).

사운드가 끊기면
서 재생됩니다.

� 레코더가 계속 진동하는 곳에 있습니다.
,진동이 없는 곳으로 레코더를 옮기십시오.
� 트랙이 아주 짧아도 사운드가 튈 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트랙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잡음이 많이 
납니다.

� TV 등과 같은 자성이 강한 장치가 작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성이 강한 기기가 없는 곳으로 레코더를 옮기십시오.

증상 원인/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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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된 트랙의 볼
륨이 작습니다.

� 트랙이 아날로그 모드에서 녹음되었습니다(디지털로 녹음하
는 경우는 음원에 따라 녹음 볼륨이 자동으로 조절됨). 또는 
감쇠기가 있는 연결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감쇠기가 없는 연결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 낮은 볼륨으로 녹음되었습니다.

,녹음할 때 녹음 볼륨을 수동으로 조절하십시오
(32 페이지).

뷸륨을 높일 수 
없습니다.

� AVLS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AVLS 설정을 해제하십시오(66 페이지).

헤드폰/이어폰에 
사운드가 들리지 
않습니다.

� 헤드폰/이어폰 플러그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헤드폰/이어폰 플러그에 리모콘을 단단히 끼우십시오. 

리모콘 플러그를 i/LINE OUT에 단단히 꽂으십시오.
� 플러그에 먼지가 끼었습니다.

,플러그를 닦으십시오.

VOL + 또는 	, 
Virtual 
Surround 또는 
6-Band 
Equalizer가 작
동되지 않거나 잡
음이 들립니다.

� �AUDIO OUT� 매개 변수가 �LINE OUT�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HeadPhone�으로 설정하십시오.

연결된 스피커 
스피커 또는 앰프
의 볼륨이 작습니
다(아날로그 연
결 시). 

� �AUDIO OUT� 매개 변수가 �HeadPhone�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LINE OUT�으로 설정하십시오.

헤드폰/이어폰의 
볼륨이 너무 
큽니다.

� �AUDIO OUT� 매개 변수가 �LINE OUT�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HeadPhone�으로 설정하십시오.

빨리 감기나 되감
기를 할 때 레코
더가 한꺼번에 앞 
뒤로 여러 트랙을 
건너뜁니다.

� 그룹 건너뛰기 기능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레코더를 5초간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 모드로 복귀됩

니다.

검색 중에 트랙을 
편집할 경우 사운
드가 누락되는 경
우가 있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검색 중에는 일반 
재생시보다 트랙 재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 조각화
로 인해 사운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편집시

카세트 데크나 앰
프에서 녹음한 트
랙을 재생하거나 
카세트 데크나 앰
프에 연결하여 트
랙을 듣는 경우 
R-채널 사운드
가 출력되지 않습
니다.

� 카세트 데크나 앰프를 모노 코드에 연결하면 R-채널 사운드
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연결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연결되는 

기기가 모노 규격인 경우는 스트레오 연결 코드로 연결해
도 R-채널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덮개가 열리지 
않습니다.

� 녹음 중이나 편집 중에 전원이 끊겼거나 배터리가 다 소모되
었습니다.
,전원을 다시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편집이 되지 않습
니다.

� 편집 중에 전원이 분리되었거나 정전이 되었습니다.
,전원이 끊긴 시점부터 디스크에 편집 내용이 녹음되지 않

습니다. 다시 편집하십시오.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을 삭
제할 수 없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컴퓨터에서 체크 아
웃된 트랙을 삭제하려면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트랙을 먼저 체크 인한 다음 삭제하십시오.

트랙 마크를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트랙의 데이터가 작
게 조각나 저장된 경우 데이터 길이가 12초(SP 스테레오에
서 녹음), 24초(LP2 스테레오 모드 또는 모노 모드에서 녹
음) 또는 48초(LP4 스테레오 모드에서 녹음) 이하인 구역
의 트랙 마크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녹음 모드(예: 
스테레오 모드와 모노 모드에서 녹음)로 녹음한 트랙을 결합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지털 연결과 아날로그 연결로 녹음  
방식이 각기 다른 트랙도 서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기에서 디
스크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 해당 기기가 MDLP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MDLP를 지원하는 다른 기기에서 편집하십시오.

증상 원인/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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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기능 사용시

기타

증상 원인/해결 방법

그룹 기능이 작동
되지 않습니다.

� 그룹이 설정되지 않은 디스크를 사용하면서 그룹 기능과 관
련된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그룹이 설정된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트랙을 새로운 그
룹에 녹음할 수 
없습니다. 새 그
룹을 만들 수 없
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그룹 정보가 디스크 
이름이 저장되는 영역에 작성되었습니다. 디스크 이름과 트
랙 이름은 동일한 영역에 녹음되며 이 영역에는 최대 1700
자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총 문자 수가 이 최대 문자 수를 
초과하면 그룹 모드를 작동해도 새 그룹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룹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레코더가 전혀 작
동하지 않거나 제
대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 레코더 후면의 BUILT-IN BATTERY 스위치가 꺼져 있습니다.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켜십시오.
� 내장형 충전지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충전지를 충전하십시오.
� 볼륨이 작습니다.

,볼륨을 키우십시오.
� 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녹음된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 HOLD 기능이 작동합니다(레코더에서 기능 단추를 눌렀을 

때 디스플레이에 �HOLD�가 표시됨).
,레코더에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HOLD 스위치를 밀어 

HOLD 기능을 해제하십시오(13, 18 페이지).
�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찰칵 소리가 들릴 때까지 덮개를 닫은 후OPEN을 밀어 
덮개를 여십시오.

� 레코더 안에 습기가 찼습니다.
,MD를 꺼내고 습기가 마를 때까지 레코더를 따뜻한 곳에 

두십시오.
� AC 전원 아댑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AC 전원 어댑터를 USB 받침대 또는 건전지 케이스의 
DC IN 6V 잭과 벽면 콘센트에 올바르게 연결하십시오.

� 충전지 또는 건전지가 약합니다(�LOW BATT�가 깜박이거
나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음).
,내장형 충전지를 충전하거나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

십시오(16 페이지). 또는 제공된 AC 전원 어댑터를 사
용하십시오. 

� 전지가 잘못 끼워졌습니다.
,건전지를 올바르게 삽입하십시오(17 페이지).



레코더가 전혀 작
동하지 않거나 제
대로 작동하지 않
습니다.

�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디스크에 올바른 녹음 또는 편집 데이
터가 없습니다.
,디스크를 다시 넣으십시오. 디스크를 다시 녹음하십시오. 

오류 메시지가 계속 나타나면 다른 디스크로 교체하십시오.
� 시스템 내부 오류입니다.
,USB 받침대에서 레코더를 분리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

한 다음 USB 받침대에 레코더를 다시 끼우십시오.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OFF에 맞춘 다음 다

시 ON으로 맞추십시오.
� 레코더를 작동하던 중에 물리적 충격, 과잉 정전기, 번개에 

의한 과전압 등을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작동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끄십시오.
� 약 30초 동안 레코더를 그대로 방치해 두십시오.
� BUILT-IN BATTERY 스위치를 켜고 전원을 연결하

십시오.

시간이 제대로 작
동하지 않거나 시
간이 나타나지 않
거나 시간 및 날
짜 스탬프가 녹음 
시 기록되지 않습
니다.

� 내장형 배터리가 모두 소모되었습니다.
,내장형 충전지를 충전한 다음 시간을 다시 설정하십시오.
� 시간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설정하십시오(60 페이지).
� BUILT-IN BATTERY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어 시간이 

출하시 설정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시간을 다시 설정하십시오(60 페이지).
�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에는 시간 및 날짜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창이 
비정상적입니다.

� 레코더에서 전원이 빠졌습니다.
,레코더를 잠시 그대로 두거나 전원을 분리한 후 다시 연

결한 다음 아무 조작 버튼이나 누르십시오

AC 전원 어댑터 
사용시 레코더를 
정지한 후에도 레
코더의 디스플레
이 창에 얼마 동
안 흐릿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 MiniDisc 시스템 상의 제한 때문입니다. 전용 USB 받침대
에서 충전 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레코더는 정
지된 후 3분 후에 완전히 꺼집니다.

체크 아웃된 트랙
의 재생 시간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시간과 
다릅니다.

레코더와 컴퓨터의 계산 차이 때문입니다.

증상 원인/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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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디스플레이 창에 다음 오류 메시지가 깜박이면 다음 표를 확인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의미/해결 방법

FULL � 설정하고자 하는 북마크가 21번째입니다.
,북마크는 최대 2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북마크를 

20개 이내로 설정하십시오.

AVLS � AVLS가 �AVLS ON�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볼륨을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AVLS를 �AVLS OFF�로 설정하십시오 (66 페이지).

BLANKDISC � 녹음되지 않은 MD를 넣었습니다.

BUSY � 녹음된 데이터를 읽고 있을 때, 레코더를 작동했습니다. 
,메시지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간혹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CannotCHG � 충전하는 곳의 주위 온도가 레코더에 지정된 온도의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주위 온도가 0°C ~ +40°C인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

십시오.

Charging � 내장형 충전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DISC FULL � 디스크의 남은 녹음 시간이 12초(SP 스테레오), 24초(LP2 
스테레오 또는 모노), 36초(LP4 스테레오) 이하입니다.
,디스크를 교체하십시오.

ERROR � 시스템 내부 오류입니다.
,87 페이지 의 1 ~ 3 단계를 수행하여 작동을 다시 시작

하십시오. 이와 같은 메시지가 다시 나타나면 Sony 대리
점에 문의하십시오.

GroupFULL � 만들고자 하는 그룹이 100번째입니다.
,디스크 하나에 그룹은 99개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룹을 99개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Hi DC in �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이 너무 높습니다(제공된 AC 전원 어
댑터나 권장하는 자동차용 배터리 코드를 사용하지 않음).
,제공된 AC 전원 어댑터나 자동차용 권장 배터리 코드를 

사용하십시오.

HOLD � 레코더가 잠겼습니다.
,HOLD를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밀어 레코더 잠금을 해제

하십시오(18 페이지).

LINE OUT � �AUDIO OUT� 매개 변수가 �LINE OUT�으로 설정된 상태
에서 VOL+, -를 눌렀습니다. 
,조그 다이얼을 사용하여 �AUDIO OUT� 매개 변수를 

�HeadPhone�으로 설정하십시오.

LOW BATT � 전지 전원이 약합니다. 
,충전지를 충전하거나 건전지를 교체하십시오(16 페이지).



MEM OVER � 진동이 계속 발생하는 곳에서 레코더를 사용해 녹음했습니다.
,진동이 없는 위치로 레코더를 옮기고, 녹음을 다시 하십시오.

MENU � 레코더의 메뉴를 선택하면서 리모콘의 키를 눌렀습니다.
� 리모콘의 메뉴를 선택하면서 레코더의 키를 눌렀습니다.

NAME FULL � 1개의 트랙, 그룹 또는 디스크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200자 
이상을 입력하였습니다. 
� 트랙 이름 또는 디스크 이름에 총 1700자 이상을 입력했습니다. 

NO COPY �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복제 방지 부호 
시스템)에 의해 복사 방지된 디스크를 복사하려 했습니다. 
디지털 연결 방식으로 녹음된 디지털 음원을 복사할 수 없습
니다. 
,대신에 아날로그 연결 방식을 사용하십시오(29 페이지).

NO DISC � MD 레코더에 디스크가 없이 재생하거나 녹음하려 했습니다.
,MD를 넣으십시오.

NO EDIT � 그룹이 설정되지 않은 디스크에서 � : Erase�를 선택했습니다.
,디스크에 그룹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룹을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녹음 중에 � : Set�, � : Release�, �Move� 또는 
�Erase�를 선택했습니다.
� 첫 번째 트랙 또는 그룹의 시작 부분에서 트랙 표시를 삭제

하려고 했습니다.
� 레코더가 결합할 수 없는 트랙(예: 스테레오로 녹음된 트랙

과 모노로 녹음된 트랙)을 결합하기 위해 트랙 마크를 삭제
하려고 했습니다. 
� 트랙 마크를 덮어쓰려고 했습니다.

No Entry! � 설정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디스크의 개인 디스크 메모리에
서 설정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70 페이지).

No MARK � 북마크를 설정하지 않고  북마크 재생을 선택했습니다.
,북마크를 설정하십시오(35 페이지).

NO SET � �AUDIO OUT� 매개 변수가 �LINE OUT�으로 설정된 상태
에서 디지털 피치 조절을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조그 다이얼을 사용하여 �AUDIO OUT� 매개 변수를 
�HeadPhone�으로 설정하십시오.

� 녹음 중에 다음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개인 디스크 메모리
�멜로디 타이머
�디지털 피치 조절
�녹음 모드 선택
�녹음 볼륨 조절
�메뉴에서 � : REC� 선택
�그룹 녹음 중에 �REC-Posi� 선택

오류 메시지 의미/해결 방법
	





�
NoOPERATE � 리모콘을 사용하여 트랙을 프로그램하는 중에  + 또는 �
를 눌렀습니다.
� 디지털 연결을 통해 녹음 중인 상태에서 자동 시간 스탬프를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 동시 녹음 중에 X 또는 T MARK를 눌렀습니다.

NO SIGNAL � 레코더가 디지털 입력 신호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음원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21 페

이지).

P/B ONLY � 사전 마스터 처리된 MD에서 녹음 또는 편집을 시도했습니
다(P/B는재생(playback)을 의미함).
,녹음용 MD를 넣으십시오.

PROTECTED � 녹음 방지 탭이 열린 상태로 MD에 녹음하거나 편집하려고 
했습니다.
,탭을 뒤로 미십시오(77 페이지).

Push STOP � 레코더가 디스크 정보를 저장 중일 때 레코더의 덮개를 열었
습니다.
,x를 눌러 디스플레이에서 �TOC Edit�가 사라진 후에 덮

개를 여십시오 .

READ ERR � 레코더에서 디스크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디스크를 다시 넣으십시오.

REC ERR �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레코더를 진동이 없는 안정된 곳에 놓은 후 다시 녹음하

십시오.
� 디스크에 지문 또는 기름 때 등 이물질이 묻었거나 흠집이 

있거나 또는 표준 디스크가 아닙니다.
,디스크를 교체한 후 다시 녹음하십시오.

Rehearsal � 레코더에서 분할 미리보기를 수행하는 중에 리모콘의 버튼 
및 조그 레버(조절기 제외)를 사용했습니다.

SEL Group � 레코더가 정지되어 있거나 그룹에 속하지 않은 트랙을 재생
하는 중에 � : Name�, � : Move� 또는 � : Erase�를 
선택했습니다.
,편집할 트랙을 그룹 내에서 선택한 다음 다시 편집하십시오.

SEL Track � 재생이 완료되었거나 END SEARCH를 누른 다음 또는 레
코더가 정지된 후 � : Name�, � : Move� 또는 � : 
Erase�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트랙을 선택하고 다시 편집하십시오.

TEMP OVER � 레코더가 과열되었습니다. 
,레코더를 서늘한 곳에 두십시오.

TOC Edit � MD 플레이어가 메모리에서 디스크로 정보(트랙 시작 및 끝 
지점)를 녹음하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플레이어에 충격을 가

하거나 전원을 차단하지 마십시오.

오류 메시지 의미/해결 방법



TOC ERR � 레코더에서 디스크 정보를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다른 디스크를 넣으십시오.
,디스크 전체를 삭제해도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46 페이지).

TR FULL � 트랙 번호가 254번에 도달했습니다.
,불필요한 트랙을 삭제하십시오(46 페이지).

TrPROTECT � 녹음 보호가 설정된 트랙에 녹음을 하거나 편집하려고 했습
니다. 
,다른 트랙에 녹음하거나 편집하십시오.
�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을 편집하려고 했습니다.

,트랙을 컴퓨터로 체크 인한 후에 편집하십시오.

오류 메시지 의미/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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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디지털(광) 입력과 아날로그(라인) 입력의 차이점

이 레코더의 입력 잭은 디지털 및 아날로그 겸용으로 작동합니다. 디지털(광) 입력 
또는 아날로그(라인) 입력을 사용하여 CD 플레이어나 카세트 레코더에 레코더를 
연결하십시오. 녹음 방법은 디지털(광)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하는 경우는 �간단한 
MD 녹음!��(20 페이지)을 참조하고 아날로그(라인)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하는 
경우는 �TV 또는 라디오 녹음(아날로그 녹음)��(29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트랙 마크가 잘못 복사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광) 입력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디스크 플레이어 또는 CD 플레이어에서 녹음하는 경우.
�디지털(광) 입력을 사용하여 녹음할 때 음원이 혼합 또는 프로그램 재생 모드에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 재생 모드로 음원을 재생하십시오.
�디지털 방송(예: 디지털 TV) 형식의 오디오 프로그램을 디지털(광) 입력을 통해 녹음하는 경우.

차이점 디지털(광) 입력 아날로그(라인) 입력

연결 가능 
음원

디지털(광) 출력 잭이 있는 기기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등)

아날로그(라인) 출력 잭이 있
는 기기(카세트 데크, 라디오, 
녹음기 등)

연결 코드 광 플러그 또는 미니 광 플러그가 
부착된 광 케이블(21 페이지)

포노 플러그 두 개 또는 미니 
스테레오 플러그 한 개가 부착
된 라인 케이블(29 페이지)

음원 신호 디지털 아날로그
(CD와 같은) 디지털 음원이 연
결되더라도, 레코더로 전송되
는 시그널은 아날로그입니다.

트랙 마크 1)

1)녹음 후 불필요한 표시를 지울 수 있습니다.(�트랙 결합(결합 기능)�, 46 페이지).

자동으로 표시됨(복사됨)
� 음원과 같은 위치 ( 사운드 장치가 

CD 나 MD 인 경우 )
� 2 초 이상 사운드가 없거나 (93 페

이지 ) 낮은 볼륨의 세그먼트가 있
을 경우 (CD 나 MD 이외의 음원
인 경우 )
� 레코더가 일시 정지하는 경우 ( 동

시 녹음시 3 초 이상 사운드가 없
을 때 )

자동으로 표시됨
� 2 초 이상 사운드가 없거나

(93 페이지 ) 낮은 볼륨의 세
그먼트가 있을 경우
� 녹음 중에 레코더가 정지하

는 경우

녹음된 사
운드 레벨

음원과 동일
수동으로도 조절 가능(Digital REC 
볼륨 조절)(�수동으로 녹음 볼륨 조
절�, 32 페이지).

자동으로 조절. 수동으로도 조
절 가능(�수동으로 녹음 볼륨 
조절�, 32 페이지).



�no sound(사운드 없음)의 의미

�No sound(사운드 없음)�는 아날로그 입력시에는 입력 레벨이 약 4.8 mV이고 광(디지털) 
입력시에는 -89 dB(최대 비트로 0 dB(MiniDisc의 최대 녹음 가능 볼륨))이하인 레코더 상
태를 말합니다.

디지털 녹음 관련 참고 사항

이 레코더는 SCMS(Serial Copy Management System, 복제 방지 부호 시스템)를 사용하
므로, 사전에 마스터 처리된 소프트웨어의 디지털 복사본을 한 번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날로
그(출력 라인) 연결로 가정에서 녹음한 MD만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 편집 제한

이 레코더는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을 편집(트랙 삭제, 트랙 마크 추가, 트랙 마
크 삭제 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체크 아웃된 트랙에 의해 체크 인 권한이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 아웃된 트랙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로 
먼저 트랙을 체크 인해야 합니다.

ATRAC용 DSP TYPE-S 정보

본 레코더는 DSP(디지털 신호 처리기)를 채용한 수준 높은 Sony MiniDisc 데크용 사
양인 DSP TYPE-S를 지원합니다. 이 기술로 MiniDisc 레코더는 MDLP 모드에서 녹
음된 트랙에서 고품질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DSP TYPE-R의 지원으로 SP(일반 
스테레오) 모드에서 녹음하거나 재생할 경우에도 뛰어난 음질을 제공합니다.

사운드 끊김 방지(G-PROTECTION) 기능

G-PROTECTION 기능은 기존 플레이어에 비해 한층 더 향상된 충격 방지 기능을 제
공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CD나 MD와 같은 사전 마스터처리된 
소프트웨어

디지털 녹음

가정에서 

녹음한 
MD

디지털 

녹음 안됨

녹음용 MD

마이크, 녹음기, 튜너 등(아날로그 

출력 잭 사용).

아날로그 녹음

디지털 

녹음 안됨
녹음용 
MD

디지털 녹음

가정에서 녹음한 MD

녹음용 MD

�




�
오디오 데이터를 컴퓨터에 녹음
하기
오디오 CD 및 인터넷과 같은 소스에서 컴퓨터로 오
디오 데이터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102 페이지).

컴퓨터에서

듣기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있는 

오디오 CD 또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
브의 오디오 데이터를 들을 수 있습
니다 (109 페이지).

인터넷

오디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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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 MD는 무엇입니까?
Net MD는 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MiniDisc 장치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
공하는 표준입니다. 이 Net MD를 컴퓨터에서 사용하려면 �SonicStage� 라 불리
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서 오디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
이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재생 모드로 오디오 데이터 재생, 데이터 편집 및 컴퓨터
에 연결된 다른 장치와 하드웨어로 결과 전송 등 여러 기능도 제공합니다.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음악을 즐기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합 소프트웨
어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편집
쉽게 오디오 데이터를 편집하거나 

키보드를 통해 이름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5 페이지).

오디오 데이터를 Net MD에 전
송하기 
컴퓨터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MD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106 페이지).

음악 라이브러리 생성
컴퓨터에 좋아하는 노래의 음악 라

이브러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Net MD로 전송




�
기본 작동

Net MD 를 사용한 기본 작동 흐름

다음은 구매한 레코더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 레코
더를 Net MD로 사용하도록 컴퓨터를 설정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고 자세한 
내용은 표시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필요한 시스템 환경 제공.
(97 페이지)

2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
(98 페이지)

3 컴퓨터에 Net MD 연결. 
(101 페이지)

4 컴퓨터에 오디오 데이터 저장.
본 설명서에 오디오 CD에서 녹음하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102 페이지)

5 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MD에 전송 
(체크 아웃).

(106 페이지)

6 MD 듣기.
컴퓨터에서 Net MD로 체크 아웃된 오디오 데이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9 페이지)



필요한 시스템 환경 제공

시스템 요구 사항

다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Net MD용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다음 환경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Macintosh
�Home Edition 또는 Professional 이외의 Windows XP 버전
� Professional 이외의 Windows 2000 버전
� Second Edition 이외의 Windows 98 버전
�Windows NT
�Windows 95
�개인적으로 구축된 PC 또는 운영 체제
�원래 제조업체가 설치한 운영 체제의 업그레이드 환경
�다중 부팅 환경
�다중 모니터 환경

참고
� Sony는 시스템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 모든 컴퓨터에서 작동 결함이 없음을 보장하지 않습
니다.
� Sony는 모든 컴퓨터에서 시스템 일시 중단, 절전 모드 또는 최대 절전 모드 기능이 결함 없
이 작동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IBM PC/AT 또는 호환

� CPU: Pentium II 400 MHz 이상(Pentium III 450 MHz 이상 
권장)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1) : 120 MB 이상
� RAM: 64 MB 이상(128 MB 이상 권장)

1) 자세한 내용은 11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기타
� CD-ROM 드라이브(WDM에 의한 디지털 재생 가능)
� 사운드 보드
� USB 포트(USB 2.0(이전 USB 1.1) 전속도 지원)

운영 체제 출하시 설치:
Windows XP Home Edition/Windows XP Professional/
Windows Millennium Edition/Windows 2000 Professional/
Windows 98 Second Edition

화면 High Color(16bit) 이상, 800 × 480 도트 이상(800 × 600 도
트 이상 권장)

기타 � 인터넷 액세스: 웹 등록 및 EMD 서비스용
� WMA 파일 재생용으로 설치된 Windows Media Player

(버전 7.0 이상)

�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설치

본 항목에서는 Net MD와 함께 제공된 SonicStage 1.5 버전의 설치에 대해 설명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주의하십시오.

설치 전에 전용 USB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설치하는 동안 전용 USB 케이블을 컴퓨터에 연
결한 경우 올바르게 로드 또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모든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닫으십시오!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인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를 종료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미 컴퓨터에 설치된 다음의 운영 체제 또는 소프트웨어에 따라, 해당 소프트웨
어를 설치하기 전에 참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indows XP

,�112 페이지
�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Computer 

Administrator�의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온
해야 합니다.
� Windows �System Tools� 메뉴에서 
�System Restore� 기능을 수행할 경우 
�SonicStage�에서 관리하는 트랙이 손상되
거나 재생불가능으로 될 수 있습니다.

Windows Millennium Edition

,�113 페이지
� Windows �System Tools� 메뉴의 
�System Restore� 기능을 수행할 경우 
�SonicStage�에서 관리하는 트랙이 손상되
거나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Windows 2000

,�113 페이지
�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전에 
�Administrator�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OpenMG Jukebox, 
SonicStage, 또는 SonicStage 
Premium

,�114 페이지

� 소프트웨어의 버전에 따라, 새로운 소프트웨
어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덮어쓰거나 기존 소
프트웨어와 SonicStage 1.5 버전이 같이 있게 
됩니다. 설치 과정은 버전에 따라 다르므로, 자
세한 내용은 참조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SonicStage 1.5 버전 설치하기

1 컴퓨터를 켜고 Windows를 시작하십시오.

2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SonicStage용 설치 CD-ROM을 넣
으십시오.

설정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SonicStage 1.5 버전 설치 창이 나타납
니다.

3 [SonicStage 1.5]를 클릭하여 선택하십시오.
해당 소프트웨어를 Net MD와 함께 사용하려면, SonicStage 1.5 버전과 Net 
MD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합니다.

� SonicStage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경우

� SonicStage, SonicStage 
Premium 또는 OpenMG 
Jukebox가 컴퓨터에 설치
된 경우

[SonicStage 1.5]를 클릭합니다.

계속






��
4 표시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해당 지침을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시스템 환경에 따라 설치 소요 시간은 20
분에서 30정도 걸립니다(121 페이지).

5 설치가 완료된 후 [Restart]를 클릭하여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설치가 완료된 후에만 컴퓨터를 다시 시
작해야 합니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까?
설치 동안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문제 해결� (11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 Explorer 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된 폴더를 삭제, 이동 또는 편집하지 마
십시오. 그러한 경우, SonicStage 데이터베이스가 불안정하게 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있
습니다.
�설치가 진행 중인 동안, 작동을 방해하거나 CD-ROM 드라이브에서 CD-ROM을 꺼내지 마
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에 Net MD 연결

소프트웨어 설치를 완료한 후 컴퓨터에 Net MD를 연결합니다.
Net MD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Net MD에 녹음용 CD를 넣으십시오.

2 Net MD와 컴퓨터에 전원 소스와 전용 USB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3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올바르게 연결된 경우, �PCppMD��가 Net 
MD의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장치에 따라 �Net MD�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컴퓨터에 연결된 Net MD를 사용할 때 AC 콘센트로 레코더를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
터리를 사용하여 Net MD를 실행할 경우, 새로운 건전지를 사용하거나 완전히 충전된 충전
지를 사용하십시오. Sony에서는 불충분한 배터리 전원으로 인한 오작동, 체크 아웃 실패 또
는 오디오 데이터 파괴 등의 결과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Net MD를 받침대와 함께 사용할 경우, 전용 USB 케이블이 분리되지 않도록 받침대를 안정
된 표면에 놓으십시오.

Net MD 
장치�

전용 USB 
케이블

USB 연
결 단자에 
연결

USB 잭/
전용 잭에 연결

컴퓨터

AC 전원 
어댑터

DC IN 잭에 
연결

* 받침대가 Net MD와 함께 제공된 경우, 전용 USB 케이블을 USB 받침대에 
연결하고 USB 받침대 위에 Net MD를 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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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오디오 데이터 저장

본 항목에서는 오디오 CD에서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로 오디오 데이터를 
녹음하고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본 항목의 절차는 오디오 CD의 모든 트랙을 녹음하는 데 사용됩니다. CD 또는 기
타 음원에서 특정 트랙만을 녹음하려면,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
시오(110 페이지).

참고
소프트웨어가 재생, 녹음 또는 Net MD와 같은 외부 장치나 미디어�에 연결하는 동안 컴퓨터
를 시스템 일시 중단 또는 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하면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일시 중단 또는 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15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MD�는 컴퓨터의 내장 MD 슬롯을 말하고 �Device/Media�는 USB 
케이블을 통해 외부적으로 연결된 Net MD를 말합니다.

SonicStage 시작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컴퓨터에서 ([SonicStage] 아이콘)를 더블 클릭합니다.

� [Start] - [Programs]� - [SonicStage] - [SonicStage]를 선택합니다.

∗ Windows XP인 경우 [All Programs]

SonicStage가 시작되고 기본 창이 나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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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CD를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녹음하기

SonicStage 1.5 버전에서는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를 �Music Drive� 라고 부릅니
다. Music Drive는 SonicStage에 의해 저장된 모든 오디오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1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녹음하고 싶은 오디오 CD를 넣으십
시오.

CD 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참고
처음으로 CD-ROM 드라이브에서 오디오 CD를 녹음하
는 경우, �CD Drive Optimization� 대화 상자가 오디오 
CD를 넣을 때 나타납니다. [Start]를 클릭하면 CD-
ROM 드라이브가 제대로 녹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CD-ROM 드라이브 검사가 시작됩니다.

2  (녹음)을 클릭하십시오.
녹음 검색 창�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녹음 검색 창에서 녹음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
계에서 1, 2 및 3을 수행하면, 왼쪽 패널에서 오디오 
소스를 선택하고 오른쪽 패널에서 녹음 대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1 Sources]에 대해 (CD)를 선택하고 [2 Targets]에 대해 
(Music Drive)를 선택한 다음, 3 [Jump to Record 

Window]를 클릭하십시오. 
화면이 녹음 창으로 변경됩니다.

계속



��
4 녹음 창의 가운데에 있는 를 클릭하고 녹음 모
드를 선택하십시오.

LP2 모드에서 데이터 녹음시: 
ATRAC3 132kbps 선택

LP4 모드에서 데이터 녹음시: 
ATRAC3 66kbps 선택

5 목록 패널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목록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목록 패널이 녹음 창 아래에 나타납니다. 오디오 
CD의 내용이 왼쪽 목록 패널에 나타납니다.

6 [Record All] 을 클릭하십시오.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이 완료되면 오른쪽 목록 패널에 녹음된 트랙이 나타납니다.

녹음을 정지하려면

([Stop])을 클릭하십시오.

녹음을 재개하려면 를 클릭하십시오. 녹음이 재개되면, 정지된 트랙의 처음부
터 녹음이 시작됩니다.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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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데이터 이름 지정하기

녹음이 완료된 후 Music Drive의 오디오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Music Drive의 오디오 데이터에 이름을 지정하면, 해당 이름 정보가 오디오 데이
터와 함께 디스크에 전송되어 Net MD에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1 SonicStage (102 페이지)를 시작하고 (Music Drive)를 클릭하
십시오.

�All Playlists� 가 나타나고 Music Drive에 저장
된 모든 앨범이 Music Drive 창에 나타납니다.

2 원하는 앨범 이름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앨범에 있는 오디오 파일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3 화면의 오른쪽 아래 부분에 있는 (편집)을 클릭하십시오.
편집 패널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4 [Title], [Album], [Artist] 또는 [Genre]를 클릭하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 클릭하여 [Rename]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Album] 또는 [Artist]의 [V]를 클릭하여 드롭다운 목록을 표시한 다음,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트랙 제목이 강조 표시되면 키보드로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십시오.

z
또한 트랙 또는 앨범 이름 지정에 사용하기 위해 ([CD Info]) 버튼을 사용하여 데이터베
이스에서 이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11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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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Net MD에 전송 (체크 아웃)

Music Drive에 저장된 오디오 데이터를 Net MD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을 �체크 아웃�이라 부릅니다. 트랙을 체크 아웃할 수 있는 횟수는 해당 소프트웨
어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한됩니다(124 페이지).

오디오 파일을 Net MD에 체크 아웃하기

본 항목에서는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오디오 파일을 체크 아웃하는 방법을 설명
합니다.

∗ 재생 목록은 Music Drive에 저장된 오디오 파일을 장르, 작곡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디오 파일 모음입니다.

1  (녹음)을 클릭하여 녹음 검색 창을 표시합니다.

2 [1 Sources]에 대해  (Music Drive)를 선택하고 [2 
Targets]에 대해 (장치/미디어)를 선택한 다음, 
3 ([Jump to Record Window])를 클릭하십시오.
화면이 녹음 창으로 변경됩니다.

재생 목록
�



3 화면의 가운데에 있는 을 클릭하고 녹음 모드를 선
택하십시오(104 페이지).
Standard transfer mode: 데이터가 원본 파일의 포맷으로 전송됩니다.
Maximum available transfer space: 모든 데이터가 LP4 모드로 전송됩니다.
SP transfer mode: 모든 데이터가 변환되고 일반 스테레오 모드로 전송됩니

다. MDLP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 장비에서 체크 아웃된 데이터를 들을 경
우 이 모드를 선택합니다.

4 목록 패널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목록 보기)를 
클릭하십시오.

재생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5 체크 아웃하려는 오디오 파일이 체크 아웃에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목록의 왼쪽 패널에 있는 트랙 번호 옆의 음표는 
파일이 체크 아웃될 수 있는 횟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는 3회 더 체크 아웃될 수 있는 트
랙을 나타냄). 만일 이 트랙 번호 옆에 나타날 
경우 파일을 체크 아웃할 수 없습니다.

6  [Check-Out All]을 클릭하십시오.
파일의 체크 아웃이 시작됩니다.
재생 목록에 있는 모든 파일이 연결된 Net MD로 체크 아웃됩니다.

체크 아웃을 취소하려면

 ([Stop])을 클릭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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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일단 체크 아웃(또는 체크 인)이 시작되면, 체크 아웃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전용 USB 케이
블을 분리하거나 전원을 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작업은 데이터를 손상시키거나 시스템 오작
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체크 아웃을 시작한 후에 Net MD를 부딪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녹음 내용이 
올바르게 저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D 시스템의 제한으로 인해, 남은 녹음 시간 전체를 녹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MD 시스템의 제한으로 인해, 디스크 상의 디스크 이름, 그룹 이름 및 트랙 이름은 대략 최대 
1700 문자까지만 저장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트랙을 체크 아웃하는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하십시오.
	



MD 듣기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 Net MD 상의 MD를 들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연결이 끊어진 경우, Net MD를 일반 MiniDisc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et MD 작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레코더 작동�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컴퓨터에 연결된 Net MD로 MD 듣기

컴퓨터에 연결된 Net MD로 MD를 들을 경우, Net MD 자체로(헤드폰/이어폰, 스
피커 등에 연결하여)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MD 사운드는 컴퓨터에 연결된 
헤드폰/이어폰으로 들을 수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분리된 Net MD로 MD 듣기

컴퓨터와 Net MD에서 전용 USB 케이블의 연결을 끊은 후에 MD를 들으십시오.

참고
일반적으로 체크 아웃된 오디오 파일을 삭제 또는 분할/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파일을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다시 체크 인하십시오. 체크 아웃된 파일을 일부 MD 장치에서 편
집할 수 있지만, 트랙을 삭제하면 파일의 체크 아웃 횟수가 감소되고, 트랙을 분할하거나 결합
하면 파일을 다시 컴퓨터로 체크 인할 수 없게 됩니다(122 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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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작동

다른 기능 사용 !

SonicStage 온라인 도움말 사용하기

본 설명서에서는 SonicStage 소프트웨어의 기본 작동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그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인터넷에서 오디오 파일 가져오기, 오디오 파일 분류 
및 관리, 다양한 재생 모드로 재생하기 등과 같은 다양한 작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
타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 및 작동에 관한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하려면

SonicStage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동안  (도움말)을 클릭하십시오.

z
다음을 선택하여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Start]-[Programs]�-[SonicStage]-[SonicStage Help]

∗ Windows XP인 경우 [All Programs]
�



온라인 도움말 보기

먼저 온라인 도움말 사용법을 알아봅니다. 온라인 도움말 사용에 관한 설명은 온라
인 도움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왼쪽 프레임에 있는 [Overview]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 [About this Help file]을 클릭하십시오.

설명이 오른쪽 프레임에 나타납니다.

� 텍스트를 읽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화면을 스크롤합니다.

밑줄로 표시된 단어를 클릭하면 해당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온라인 도움말에서 �장치/미디어�는 Net 
MD, Network Walkman(즉, 휴대용 IC 
오디오 플레이어 또는 휴대용 �Memory 
Stick� 오디오 플레이어) 및 MusicClips
와 같은 외부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용어
입니다. 

오른쪽 프레임왼쪽 프레임

탭

장치/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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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보

설정 및 사용전 주의사항

OS에 따른 설정

설정 및 사용전 주의사항은 사용하고 있는 운영 체제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시스템에 적용되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Windows XP 사용자용

Windows XP에서 SonicStage 소프트웨어 실행시 제한 사항

�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Computer Administrator�� 속성을 갖는 사용
자 이름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Administrators� 또는 �Power Users�

의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 Windows XP 두 개 버전(Home/Professional)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Windows XP Home Edition 또는 Windows XP Professional의 NTFS 포맷

(출하시 설치)은 표준(출하시) 설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 이름이 �Computer Administrator� 속성인지 확인하려면[Start]- [Control 
Panel]-[User Account]로 이동한 다음, 창에 표시된 사용자 이름을 확인하십시오.

Windows XP에서 SonicStage 사용시 

Windows �System Tools�의 �System Restore� 기능을 사용할 경우, 
SonicStage에서 관리하는 오디오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모든 오디오 파일을 백업하고 시스템 복구 
절차를 실행한 후에 오디오 파일들을 복구해야 합니다.
백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인터넷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복구한 후에 오디오 파일
이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오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



Windows Millennium Edition 사용자용

Windows Millennium Edition에서 SonicStage를 사용시

Windows �System Tools�의 �System Restore� 기능을 사용할 경우, 
SonicStage에서 관리하는 오디오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복구 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모든 오디오 파일을 백업하고 시스템 복구 
절차를 실행한 후에 오디오 파일들을 복구해야 합니다.
백업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참고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인터넷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복구한 후에 오디오 파일
이 재생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오류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메
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Windows 2000 사용자용

Windows 2000에서 SonicStage 소프트웨어 실행시 제한 사항

�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려면 �Administrator�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Administrators� 또는 �Power Users�

의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 Windows 2000 버전 중에서, Windows 2000 Professional만이 SonicStage를 

지원합니다.
� Windows 2000 Professional의 NTFS 포맷(출하시 설치)은 표준(출하시) 설

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indows 98 Second Edition 사용자용

컴퓨터에 MP3 파일 가져오기 또는 컴퓨터에서 WAV 파일 재생하기

MP3 파일을 가져오거나 WAV 파일을 재생하려면 Microsoft Media Player 버전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전 버전의 사용자는 최신 버전을 Microsoft 웹 사이트
(http://www.microsoft.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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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OpenMG Jukebox, SonicStage 또는 SonicStage 
Premium을 설치한 사용자용

참고
트랙을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트랙을 OpenMG Jukebox, SonicStage의 이전 버전 또는 SonicStage Premium
에서 체크 아웃한 경우, SonicStage 1.5 버전을 사용하여 트랙을 다시 체크 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트랙을 체크 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설치 항목과 절차는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따라 다양합니다.

OpenMG Jukebox를 설치한 사용자

이전 버전의 SonicStage를 설치한 사용자

SonicStage Premium을 설치한 사용자

설치 버전 수행 방법

1.0~2.1 버전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OpenMG 
Jukebox 1.0-2.1 버전이 자동으로 설치 제거되고 
교체됩니다.1)

1) OpenMG Jukebox 1.0-2.1 버전으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자동으로 SonicStage 1.5 버
전 파일로 변환됩니다. 안전을 위해, SonicStage 1.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백업 
툴로 오디오 데이터를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2.2 버전 OpenMG Jukebox 2.2 버전 및 SonicStage 1.5 버전
은 컴퓨터에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면 OpenMG Jukebox 
2.2 버전은 자동으로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설치 버전 수행 방법

1.0~1.5 버전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이전 버전이 자
동으로 설치 제거되고 교체됩니다.1)

1) SonicStage 1.0-1.5 버전으로 녹음된 오디오 파일이 SonicStage 1.5 버전 파일로 자동 
변환됩니다. 안전을 위해, SonicStage 1.5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전에 백업 툴로 오디
오 데이터를 백업할 것을 권장합니다.

설치 버전 수행 방법

SonicStage Premium SonicStage 1.5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SonicStage 
1.5 버전과 SonicStage Premium은 컴퓨터에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



SonicStage 1.5 버전이 OpenMG Jukebox 2.2 버전 또는 SonicStage Premium과 
공존시 사용전 주의사항
� OpenMG Jukebox 2.2 버전 아이콘이 작업 트레이에 표시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표시
되는 경우, Net MD가 컴퓨터에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녹음된 오디오 데이터는 공용 파일로 저장되고 양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앨범과 같은 오디오 파일을 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삭제할 경우, 다른 응용 프로그
램에서도 삭제될 것입니다.

OpenMG Jukebox 1.0-2.1 버전 또는 SonicStage 1.0-1.2 버전이 설치된 컴퓨터 사
용에 관한 사용전 주의사항
버전을 설치한 후, SonicStage 1.5 버전을 OpenMG Jukebox 1.0-2.1 버전 또는 
SonicStage 1.0-1.2 버전으로 교체하지 마십시오. Music Drive의 데이터를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OpenMG Jukebox 1.0-2.1 버전 또는 SonicStage 1.0-2.1 버전의 설치 프로그램
을 실수로 실행한 경우, 설치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에 대한 참고 사항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120 MB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충
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여유 공
간은 Windows OS의 버전 또는 처리하는 오디오 파일의 양에 따라 다릅니다.

시스템 일시 중단/최대 절전 모드에 대한 참고 사항

� CD를 녹음하거나 데이터 파일을 체크 인/체크 아웃하는 동안 컴퓨터를 시스템 
일시 중단/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하면 오디오 데이터를 잃게 되거나 컴퓨터가 제
대로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 일시 중단/최대 절전 모드 기
능을 꺼야 합니다.
� 컴퓨터가 시스템 일시 중단/최대 절전 모드에 있는 동안 미디어를 변경하면 컴퓨

터가 깨어난 후에 오디오 데이터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를 시스템 일시 중단/최대 절전 모드로 변경하면 컴퓨터가 깨어날 때 Net 

MD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USB 케이블 연
결을 해제한 다음 다시 연결하십시오.

오디오 데이터 백업하기

(시스템 복구와 같은) 운영 체제 자체에 영향을 주는 절차를 수행할 경우 
[Start] - [Programs] - [SonicStage]에서 [SonicStage backup tool]을 사용
하여 모든 오디오 데이터를 백업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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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icStage 소프트웨어 제거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십시오.

Windows XP 사용자용

�Computer Administrator� 속성을 갖는 사용자 이름으로 로그온해야 합니다.
관리자로 로그온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1 [Start]-[Control Panel]을 클릭하십시오.
�Control Panel� 창이 나타납니다.

2 [Add/Remove Programs]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Add/Remove Program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Change or Remove Programs]를 클릭하십시오.

4 �Currently Installed Programs� 목록에서 [SonicStage 1.5.XX]를 
클릭한 다음 [Change and Remove]를 클릭하십시오.

5 �Currently Installed Programs� 목록에서 [OpenMG Secure 
Module 3.1]�을 클릭한 다음, [Change and Remove]를 클릭하십
시오.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하면, 소프트웨어 제거가 완료됩니다.

� 컴퓨터에 SonicStage 1.5 버전이 OpenMG Jukebox 2.2 버전 또는 SonicStage Premium
과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경우, [OpenMG Secure Module 3.1]
이 양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는지 확인하
십시오.

Windows Millennium Edition/Windows 98 Second Edition 사용
자용

1 [Start]-[Settings]-[Control Panel]을 클릭하십시오.
�Control Panel� 창이 나타납니다.
�



2 [Add/Remove Programs]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Add/Remove Programs� 등록 정보 창이 나타납니다.

3 자동 제거를 위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SonicStage 1.5.XX]를 클릭한 
다음 [Add/Remove]를 클릭하십시오.

4 자동 제거를 위해 프로그램 목록에서 [OpenMG Secure Module 
3.1]�을 클릭한 다음 [Add/Remove]를 클릭하십시오.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하면, 소프트웨어 제거가 완료됩니다.

Windows 2000 사용자용

�Administrator� 로 로그온한 다음, 아래 지침을 따르십시오.
관리자로 로그온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1 [Start]-[Settings]-[Control Panel]을 클릭하십시오.
�Control Panel� 창이 나타납니다.

2 [Add/Remove Programs]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Add/Remove Programs�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3 [Change or Remove Programs]를 클릭하십시오.

4 �Currently Installed Programs� 목록에서 [SonicStage 1.5.XX]를 
클릭한 다음, [Change/Remove]를 클릭하십시오. 

5 �Currently Installed Programs� 목록에서 [OpenMG Secure 
Module 3.1]�를 클릭한 다음, [Change/Remove]를 클릭하십시오.
메시지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컴퓨터를 다
시 시작하면, 소프트웨어 제거가 완료됩니다.

� 컴퓨터에 SonicStage 1.5 버전이 OpenMG Jukebox 2.2 버전 또는 SonicStage Premium
과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 하나를 제거하는 경우, [OpenMG Secure Module 3.1]
이 양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거되지 않는지 확인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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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단계를 수행하
십시오. 메시지가 표시되는 경우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단계: 이�문제 해결� 항목에서 증상을 확인하십시오.

다양한 정보를 작동 절차 및 �설정 및 사용전 주의사항� (112 페이지)에서도 찾
을 수 있습니다.

2 단계: SonicStage 1.5 온라인 도움말에서 증상을 확인하십시오
(110 페이지).

온라인 도움말의 �Additional information�에서 �Troubleshooting�을 확인하
십시오.
온라인 도움말의 다른 항목에서도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단계: 위의 참조 사항을 확인한 후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
우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확인한 다음, 가까운 Sony 제품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컴퓨터
� 제조업체:
� 모델:
� 종류: 데스크탑 유형/랩탑 유형

운영 체제 이름:  

RAM 용량: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SonicStage 및 오디오 데이터 포함)
� 드라이브 용량:  
� 여유 공간:  

SonicStage가 설치된 폴더(기본 폴더 이외의 경우)1)

� 설치된 폴더의 위치:  

소프트웨어 버전(SonicStage 1.5 버전)2) :

오류 메시지(표시된 경우):  

외부적으로 연결된 CD-ROM 드라이브를 사용하는 경우
� 제조업체:  
� 모델:  
� 종류: CD-ROM / CD-R/RW / DVD-ROM / 기타 (�����������������)
� 컴퓨터에 연결하는 유형: PC card / USB / IEEE1394 / 기타 (�����������������)

USB 연결로 기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 장치 이름:

1) 대상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는 C:\Program Files\Sony\SonicStage에 설
치됩니다.

2) SonicStage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하려면 SonicStage 창의 [Menu] - [About 
SonicStage]로 이동하거나 제공된 CD-ROM에서 버전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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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가 Net MD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 Net MD가 컴퓨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었습니까?
� Net MD가 컴퓨터에 단단하게 연결되지 않은 경우, Net MD는 컴퓨터에서 인

식되지 않습니다.
� 전용 USB 케이블로 다시 연결하십시오. 컴퓨터가 여전히 Net MD를 인식하

지 않을 경우, Net MD를 분리하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 다음 전용 USB 케
이블로 다시 연결하십시오.

� Net MD에 MD가 들어 있습니까?
Net MD에 MD를 넣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Net MD가 연결되고 디스크를 넣었는데도 컴퓨터가 Net MD를 인식하지 않을 
경우 Net MD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Windows Device Manager(장치 관리자) 창의 [USB Controller]로 이동하여 
Net MD가 올바르게 인식되는지 확인하십시오.
Windows Device Manager(장치 관리자) 창의 [!] 표시는 Net MD가 올바르
게 인식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Net MD 드라이버를 재설치하십시오.

� [Start]-[Settings]-[Control Panel]을 클릭하십시오.1)

� Control Panel(제어판)의 [System]을 더블 클릭하십시오.2)

� [Hardware]3) 탭을 클릭한 다음, [Device Manager]를 클릭하십시오.
Device Manager(장치 관리자) 창이 나타납니다.

1) Windows XP에서는 [Start]-[Control Panel]을 선택하십시오.
2) Windows XP에서는 Control Panel(제어판)이 �classic� 포맷인 경우 [System]을 더

블 클릭하거나 또는 Control Panel(제어판)이 �category� 포맷인 경우 [Performance 
and Maintenance]를 클릭한 다음 [System]을 클릭하십시오.

3) 시스템에 따라, [Hardware] 탭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Device 
Manager] 탭을 클릭하여 Device Manager(장치 관리자) 창을 표시합니다.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Windows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했는지 확인
하십시오.
다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설치를 시작하면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 소프트웨어와 같이 많은 양의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로 하는 프로
그램의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컴퓨터에 Net MD를 연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설치 전에 전용 USB 케이블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설치가 올바르게 완
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에 전용 USB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 컴퓨터에 충분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상에 120 MB 이상의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에 
충분한 공간이 없을 경우,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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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가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
컴퓨터 또는 CD-ROM 드라이브에 따라 설치가 완료되는 데에는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설치 진행 중에 다음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지켜보십시오.

� 상기 권고 사항을 모두 수행한 후에도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다음과 같이 모든 파일을 하드 디스크로 복사하여 설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하드 디스크에 새 폴더를 만드십시오.
� 제공된 CD-ROM(SonicStage 1.5 버전)을 CD-ROM 드라이브에 넣으십

시오.
� 설치 창이 나타나면 [Exit]를 클릭하여 설치를 취소하십시오.
� 시작 메뉴를 오른쪽 클릭하여 Explorer를 시작하십시오.
� CD-ROM 드라이브에서 [SS15E]를 선택한 다음 [Edit] -[Select All]을 

클릭하십시오.
� [Edit]-[Copy to Folder](또는 [Edit]-[Copy])를 클릭하여 모든 파일을 

1 단계에서 만든 폴더에 복사하십시오.
� CD-ROM 드라이브에서 CD-ROM을 제거하고 하드 디스크에 복사한 폴더

를 열고 [setup.exe]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설치 창이 나타나면, 표시된 지침에 따라 [SonicStage 1.5]를 설치하십시오.
� [Start]-[Run]에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설치를 완료해도 됩니다.

문제 원인/해결 방법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중단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치 창 아래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십시오.
t [Alt] 키를 누르면서 [Tab] 키를 누르십시오.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 [Enter] 키를 누르십
시오. 설치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표
시되지 않는 경우,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좀 더 기
다리십시오.

화면의 진행 막대가 움직이
지 않습니다. 액세스 램프에 
몇 분 동안 불이 들어오지 않
습니다.

설치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기다려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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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설명

Net MD FAQ

본 항목에서는 Net MD에 관하여 자주 문의되는 질문과 대답을 소개합니다.

 Net MD 관련 질문과 대답

�Net MD는 무엇입니까?

Net MD는 컴퓨터에 있는 오디오 데이터를 USB 케이블을 통해 MiniDisc에 전송
되도록 해주는 사양입니다.
지금까지는 MiniDisc를 아날로그 소스(마이크 또는 아날로그 입력을 통해) 또는 
CD와 같은 PCM 소스를 녹음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에 오디오 
파일을 녹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SonicStage와 �OpenMG�1) 및 
�MagicGate�2)와 같은 저작권 보호 기술에 기반한 기타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 덕
분으로 오디오 파일을 MD에 사용되는 ATRAC 또는 ATRAC33)으로 변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컴퓨터 파일을 MD에 녹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컴퓨터 등에 녹음된 오디오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저작권 보호 기술.
2) 컴퓨터와 Net MD 장치 간의 체크 아웃/체크 인 작업시 오디오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상태

를 확인하는 기술.
3) MD에 녹음하기 위한 파일 유형.

보다 편리한 MD 사용을 위해 SonicStage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무엇
입니까?

�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를 MD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 화면을 통해 작업을 수행하므로 편집 작업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이름 입력: 키보드를 사용하여 내용물에 대한 이름 등의 정보를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트랙 또는 그룹 이동: 끌어다 놓는 방식으로 트랙 또는 그룹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트랙 이동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룹 설정: 그룹을 쉽게 생성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Net MD의 디스크 상에서 트랙을 편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
다. MD의 내용을 편집하고 싶은 경우, Net MD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SonicStage Device/Media(장치/미디어) 창에서 트랙을 편집합니다.

Net MD에 녹음된 트랙을 컴퓨터로 체크 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럴 수 없습니다.
기존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오디오 트랙만을 다시 동일한 컴퓨터로 체크 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Net MD에 녹
음된 트랙을 컴퓨터에 전송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k MiniDisc : 체크 인 가능.

MiniDisc k 컴퓨터 : 기존 컴퓨터에서 체크 아웃된 트랙만 체크 인 가능.
�



편집 관련 질문과 대답

체크 아웃된 트랙을 Net MD 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까 ?

� Net MD에서 수행 가능한 작업:
� 내용물 이름 입력
� 그룹 지정 또는 해제
� 트랙 또는 그룹 이동
� Net MD에서 수행 불가능한 작업:
� 트랙 마크 추가(분할)/트랙 마크 삭제(결합)
� 트랙, 그룹 또는 전체 디스크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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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관련 정보

OpenMG 기술�을 사용하면 소유주의 저작권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OpenMG Jukebox는 오디오 파일을 OpenMG 포맷으로 암호화하고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여 무단 배포를 방지합니다.
� 해당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 기술은 SDMI(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 사양을 준

수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녹음과 재생에 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이 체크 아웃되었던 동일한 컴퓨터로만 오디오 파일을 체크 인할 수 있
습니다. 다른 컴퓨터에 오디오 파일을 복사하거나 체크 인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OpenMG의 저작권 보호 특징� (125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체크 아웃했던 컴퓨터로만 
오디오 파일을 체크 인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파일을 다른 
컴퓨터에 복사하거
나 이동할 수 없습
니다.

체크 아웃은 
3회까지 가능
합니다.
�



오디오 내용에 관한 제한 사항

고품질의 디지털 오디오 내용은 인터넷 상에서 음악 배포 서비스를 통해 널리 이용 
가능합니다. 소유주의 저작권이 무단 배포되지 않도록 일부 오디오 내용은 녹음과 
재생에 대한 제한 사항을 수록하여 배포됩니다. 예를 들어, 재생 기간 또는 데이터
의 재생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오디오 내용의 체크 아웃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체크 아웃이 가능한 일부 오디오 데이터는 Net MD의 편집 제한 사항
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디오 내용을 삭제할 수 없거나 트랙 표시를 추가
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트랙을 체크 아웃했던 컴퓨터 이외의 다른 컴퓨터로 트랙을 체크 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연결을 통해 녹음된 트랙).

OpenMG의 저작권 보호 특징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Sony에서 개발한 저작권 
보호 기술인 OpenMG를 특징으로 합니다. OpenMG는 높은 수준의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음악 내용을 보호합니다. 
사용자는 아래 설명된 제한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하드 디스크에 녹음한 음악을 다른 컴퓨터

에 복사하면 재생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SonicStage 소프트웨어를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

니다.
� 사용 규칙

저작권 소유주 또는 배포자에 의해 사용 규칙이 음악에 포함될 경우, 사용 규칙에
서 허가된 사항에 따라 기능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규칙이 포함되지 않은 컴팩
트 디스크와 같은 음악에 대해서는 SDMI의 기본 사용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본 
사용 규칙에서는 한 파일을 3회까지만 체크 아웃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SonicStage 소프트웨어와 호환되지 않는 음악 내용

SDMI의 지시에 따라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복사 금지 신호가 있는 음악의 
녹음을 금지합니다.
� SonicStage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SonicStage 소프트웨어는 Sony와 SDMI 간의 현재 협정에 따라서 개발되었습
니다. 향후 이 협정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Sony는 이러한 경우 사용자의 추가 비용으로 업그레이드 키
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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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해설

녹음 모드(비트율)

이것은 초당 데이터 볼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비트율은 bps(bits per second)
로 표현됩니다. SonicStage에서 오디오 CD를 녹음하거나 MP3 및 WAV 포맷 오
디오 파일을 다음 세가지 비율의 ATRAC3 포맷으로 변환하는 데 비트율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선택 가능한 비트율은 132 kbps, 105 kbps 또는 66 kbps입니다. 
105 kbps의 경우, 초당 105000 비트의 정보가 처리됩니다. 비트율이 크다는 것
은 많은 양의 정보가 음악 재생에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05 kbps 
데이터는 66 kbps 데이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사운드를 재생하고 132 kbps 데이
터는 105 kbps 데이터보다 더 좋은 품질의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그러나 MP3와 
같은 포맷의 오디오 파일은 다른 인코딩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운드 품질이 비트
율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생 목록

재생 목록은 Music Drive에 저장된 파일을 유지하고 범주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
는 오디오 파일 모음입니다. 예를 들어, �재즈�라는 재생 목록을 만든 다음 좋아하
는 재즈 트랙을 재생 목록에 넣으면 모든 트랙을 반복 재생할 수 있거나 모든 트랙
을 동시에 체크 아웃할 수 있습니다.

전자 음악 배포(EMD) 서비스

EMD는 구매할 수 있는 음악 파일을 배포하는 웹 사이트입니다.

�체크 인/체크 아웃

체크 아웃은 개인용 컴퓨터의 음악 파일을 외부 장치/미디어(예: Network 
Walkman)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체크 아웃된 음악 파일을 동일한 컴퓨터로 다시 
전송하는 것을 체크 인이라고 합니다(체크 아웃된 음악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이
동할 수는 없습니다).
음악 파일을 체크 아웃하고 다시 체크 인한 다음, 무한정 다시 체크 아웃할 수 있습
니다. SDMI 규칙에서는 한번에 최대 4개의 음악 파일 복사본을 체크 아웃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penMG는 노래 한 곡당 3개의 복사본을 동시에 체크 
아웃하고 4번째 복사본은 사용자 PC에 마스터로 유지되도록 하는 방식을 채용하
고 있습니다. 

ATRAC3

Adaptive Transform Acoustic Coding3을 의미하는 ATRAC3은 오디오 압축 
기술로서 고품질의 사운드와 고압축 비율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ATRAC3 압축 비율은 오디오 CD보다 대략 10배 정도 높아 미디어의 데이터 용
량을 증가시킵니다.
�



MP3

MPEG-1 Audio Layer3을 의미하는 MP3는 MPEG(Motion Picture Experts 
Group),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작업 그룹에서 
수립한 오디오 파일 압축의 표준입니다. MP3로 표준 컴팩트 디스크 데이터 크기
의 약 1/10로 오디오 파일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MP3 인코딩 알고리즘은 공개되
어 있으므로 무료로 사용 가능한 프리웨어를 포함하여, 표준을 준수하는 다양한 인
코더/디코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MP3 표준이 컴퓨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Music Drive

Music Drive는 컴퓨터 상의 오디오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음악 데이터베이스입
니다. Music Drive에서 오디오 파일을 작곡가 이름, 트랙 이름 및 CD 자켓 이미지 
등의 정보와 함께 관리할 수 있으며 다른 재생 목록으로 혼합시키거나 범주화시킬 
수 있습니다.

OpenMG

배포 서비스나 CD의 음악 내용을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입니
다. OpenMG를 준수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컴퓨터 상에서 오디오 파일을 재
생할 수 있도록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저장하기 전에 오디오 내용을 암호화할 수 
있습니다. OpenMG는 또한 인터넷 또는 기타 네트워크를 통한 내용물의 무단 배
포를 방지합니다.

SDMI

Secure Digital Music Initiative를 의미하는 SDMI는 녹음된 오디오 내용, 컴퓨
터 및 가전 분야를 대표하는 130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포럼입니다. SDMI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저작권 보호 기술의 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SDMI는 오디오 파일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음악 배포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 기술 OpenMG
는 SDMI 표준에 기반합니다. 

Windows Media Audio

이것은 �Windows Media Rights Manager�라 불리는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오
디오 압축 기술입니다.

Windows Media Technology

이것은 내용을 암호화하고 사용 및 배포 등의 조건과 함께 음악 내용을 배포하는 
Windows Media Rights Manager라는 내용 관리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술입니다. 
EMD�를 통해 다운로드한 Windows Media Technologies(WMT) 지원의 오디
오 파일은 OpenMG Jukebox로 가져오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 EMD는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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