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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 정보
FCC 적합성 선언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 부를 준수합니다 .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본 
장치는 유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며 , (2) 본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일으킬 수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어떠한 간섭도 수용해야 합니다 .본 장치는 FCC 규정 제 15 부에 따라 테스트 
되었으며 B 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을 준수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은 
주거 지역에 설치 시 유해 간섭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 본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특정 설치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본 장치가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는경우 
( 장치를 껐다가 다시 켜보면 알 수 있음 ) 다음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간섭을 제거해 
보십시오 .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곳에 설치하십시오 .

  • 장치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띄우십시오 .

  •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

  • 판매점이나 숙련된 라디오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경고: 준수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변경이나 개조는 사용자가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십시오 .

캐나다의 경우

  • 본 B 급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 ICES-003 을 준수합니다 .

  •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CE 적합성 선언 ( 유럽 국가의 경우 )

이 장치는 EMC 지침 (EMC Directive) 2004/108/EC 와 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를 준수합니다 

다음의 정보는 유럽 연합 (EU) 멤버 국가에만 관련됩니다 :

우측에 보이는 기호는 전기 . 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 (WEEE) 2002/96/EC 에 
따릅니다 .

이 기호를 가지는 제품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로 폐기해서는 안되며 , 지 역 법에 
따라 서 여러분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회수수집시스 템을 이용해서 
폐기해야합 니다 .

본 장치에 포함된 배터리, 축전지 및 버튼 건전기에 화학 기호 Hg, Cd 또는 Pb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배터리에 각각 수은 0.0005%, 칼슘 0.002% 또는 납 0.004%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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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전 지시사항

1. 이 지시사항을 읽으십시오 .

2. 이 지시사항을 보관하십시오 .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

4. 모든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

5. 물 근처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경고 : 화재 또는 전기적인 쇼크의 위험 성을 줄이려

면 , 이 기구를 비 또는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

6. 마른 천으로만 닦으십시오 .

7.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 제조업체의 지시대로 설치하십시오 .

8. 난방기 , 열 조절 장치 , 스토브 또는 열을 발생하는 기타 다른 장치 ( 앰프 포함 ) 등 열원 근처

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9. 유극형 또는 접지형 플러그의 안전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유극형 플러 그에는 한쪽

이 더 넓은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날 외에 접지용 가닥이 있습니다 

. 넓은 날 또는 세 번째 접지용 가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 한 것입니다 . 제공된 플러그가 사용

자의 콘센트에 맞지 않는 경우 전기 기술자에게 콘센트 교체에 관해 문의하십시오 .

10. 플러그 , 소켓 및 장치에서 전선이 나오는 부분이 밟히거나 조이지 않도록 보호하십 시오 . 전원 

콘센트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 부근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11.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착물 / 부속품만 사용하십시오 .

12. 제조업체가 지정하거나 장치와 함께 판매한 카트 , 스탠드 , 삼각대 , 브래킷 또는 테

이블만을 사용하십시오 . 카트를 사용할 경우 카트가 뒤집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카

트 / 장치를 함께 이동할 때는 조심하 십시오 .

13.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 두십시오 .

14. 모든 수리는 유자격 수리기사에게 맡기십시오 . 전원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었 거나 , 장치 

안으로 액체를 쏟거나 물체를 떨어뜨렸거나 , 장치가 비나 물에 젖었거 나 , 정상적으로 작동하

지 않거나 , 떨어뜨린 경우 수리가 필요합니다 .

15. 주의: 타입이 다른 배터리로 교체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다 사용한 배터리는 지시사항

에 따라 폐기하십시오.

16. ViewSonic에서 승인한 배터리 팩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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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 적합성 선언
본 제품은 전기 및 전자 기기 내 특정 유해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에 관한 유럽 의회와 이사회의 
2002/95/EC 지침 (RoHS 지침 ) 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되었고 , 아래와 같이 유럽 기술적합위원회 
(TAC) 가 확정한 최대 농도 값을 준수합니다 .

물질 제안된 최대 농도 실제 농도

납 (Pb) 0,1% < 0,1%

수은 (Hg) 0,1% < 0,1%

카드뮴 (Cd) 0,01% < 0,01%

6 가 크롬 (Cr6+) 0,1% < 0,1%

폴리브롬화비페닐 (PBB) 0,1% < 0,1%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0,1% < 0,1%

위에서 말한 제품의 일부 구성 요소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RoHS 지침의 부속 문서에 따 라 
면제됩니다 .

면제된 구성 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램프당 5 mg 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 형광 램프에 함유된 수은 및 RoHS 지침 부속 문 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램프에 함유된 수은

2. 극선관 유리 , 전자부품 , 형광튜브 및 전자세라믹 부품 ( 예 : 압전자 장치 ) 에 함유된 납

3. 고온 땜납 ( 즉 중량으로 85% 이상의 납을 함유한 납 합금 ) 에 함유된 납

4. 강철에 중량으로 최대 0.35%, 알루미늄에 중량으로 최대 0.4%, 구리합금에 중량으로 최대 
4% 함유된 합금 원소로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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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보
Copyright © ViewSonic® Corporation, 2011.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의 소유입니다 .
ViewSonic®, 세 마리의 새 로고 , OnView®, ViewMatch™, 및 ViewMeter® 는 ViewSonic® 
Corporation 의 등록 상표입니다 .
I주 : ViewSonic Corporation 은 여기에 포함된 기술적 오류나 편집상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설명서 또는 본 제품의 성능이나 사용에서 야기된 우발적 , 필연적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제품의 끊임없는 개선을 위해 ViewSonic Corporation 은 사전 통보 없이 제품 사양을 변경할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설명서의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ViewSonic Corporation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는 어떤 용도로도 본 설명서의 일부분을 임의의 
수단을 통해 복사 , 복제 , 배포할수 없습니다 .

제품 등록
향후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 또는 도움이 되는 추가 제품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인터넷을 이용 하여 
www.viewsonic.com 에서 제품 등록을 하십시오 . 또한 , ViewSonic Wizard CD-ROM 에서 
ViewSonic 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는 등록 양식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

기록 보관

제품 명칭 :

모델 번호 :

문서 번호 :

제품 번호 :

구입 날짜 :

DPF8-CAM
ViewSonic Digital Photo Frame
VS13784
DPF8-CAM_UG_KRN Rev. 1B 02-18-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품 수명 종료 시 제품 폐기
ViewSonic은 환경을 중시하며 환경 보호를 고려한 작업과 생활을 위해 전념합니다. Smarter, 
Greener Computing(스마터, 그리너 컴퓨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ViewSonic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미국과 캐나다: http://www.viewsonic.com/company/green/recycle-program/
유럽: http://www.viewsoniceurope.com/uk/support/recycling-information/
대만: http://recycle.epa.gov.tw/recycle/index2.aspx



ViewSonic 1 DPF8-CAM

목차

시작하기 ............................................................... 2

포장 내용물 ........................................................................................... 2
제품 특장점 ........................................................................................... 2
포토 프레임 개요................................................................................... 3
스탠드 설치 방법................................................................................... 4
AC 전원 연결 ........................................................................................ 5
포토 프레임 전원 켜기/끄기 .................................................................. 5
내장/외장 메모리 장치 사용 .................................................................. 5

작동 및 기능 .......................................................... 6

최상의 캡처 환경................................................................................... 6
언어 설정하기 ....................................................................................... 6
기존 사진을 다시 캡처하기 ................................................................... 7
파일 재생 .............................................................................................. 9
날짜 /시간 / 알람 설정 ........................................................................... 11
주 메뉴 .................................................................................................. 12
고급 설정 .............................................................................................. 13

부록 ..................................................................... 14

문제 해결 .............................................................................................. 14
리모컨 사용 ........................................................................................... 14
규격....................................................................................................... 15



ViewSonic 2 DPF8-CAM

포장 내용물

제품 특장점

포토 프레임 프레임 스탠드 AC 어댑터 USB 케이블

리모콘 CD 빠른 시작 안내서

- 5 메가픽셀 카메라 탑재형 20.32 cm (8’’) 디지털 액자

- 8’’ TFT LCD 디스플레이(800x600 픽셀)

- 고정 초점

- 기존 사진의 디지털화를 위한 착탈식 및 확장식 스탠드

- 다양한 장면전환 효과를 제공하는 자동 슬라이드쇼

- 최대 16 메가픽셀의 고해상도 사진(JPEG 형식) 지원

- 최대 32GB의 SD, SDHC, MMC, MS Pro 카드와 USB 플래시 드라이브 지원

- 절전용 자동 꺼짐 기능을 제공하는 예약 절전 모드

- USB 2.0 고속

- 달력, 시계, 알람

포장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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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레임 개요

메뉴 탐색

받침 막대 *

USB 드라이브 
커넥터

SD/SDHC/MMC/
MS Pro 카드 슬롯 

EXIT(끝내기) 버튼

(위 버튼
아래 버튼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MENU(메뉴) 버튼

전원 표시등

오려내기 조절 버튼전원 스위치

COPY(복사)

DELETE(삭제) 
버튼

DC 전원 잭/PC용 USB 
커넥터

렌즈

LCD 패널

카메라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해 
사진을 촬영)

리모컨용 
적외선 수신기

슬라이드쇼/OK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해 
슬라이드쇼를 재생/

일시정지)

스피커 및 통풍구

* 왼쪽 그림을 따라 받침 
막대를 빼서 포토 프레임을 
받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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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대사진 프레임

1 2

스탠드 설치 방법

1) 스탠드의  표시를 포토 프레임 후면의  표시와 정렬합니다. 스탠드의 고리를 
렌즈 위에 부드럽게 놓아 스탠드를 부착합니다.

2) 스탠드를 그림과 같이 시계 방향으로 부드럽게 돌려  표시를  표시와 정렬합
니다.

3) 그림의 절차를 따라 탁자 위의 스탠드를 폅니다.

4) 포토 프레임을 탁자와 같은 평평한 면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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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레임을 켜려면 전원 스위치를 ON(켜기) 위치로 돌립니다. 전원이 켜지면 
전원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포토 프레임을 끄려면 전원 스위치를 OFF(끄기) 
위치로 돌립니다.

부속된 전원 케이블의 한 쪽 끝을 Digital 
Photo Frame에 연결하고, 전원 어댑터를 
전기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참고: 항상 부속품으로 제공된 전원 케이블만 
사용하십시오.

내장 메모리 또는 호환되는 외장 메모리 장치( SD/SDHC/MMC/MS Pro/USB 
드라이브)를 사용해 촬영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외장 메모리 장치를 포토 프레임에 연결한 다음 포토 프레임의 전원을 켜면 USB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포토 프레임의 전원이 이미 켜져 있으면 마지막으로 삽입된 
메모리 장치를 먼저 읽습니다.

AC 전원 연결

포토 프레임 전원 켜기/끄기

내장/외장 메모리 장치 사용

전원 표시등

전원 스위치

SD/SDHC/MMC/MS 
Pro 카드 슬롯

USB 드라이브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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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및 기능

최상의 캡처 환경

포토 프레임에 기존 사진을 캡처할 
때, 그림과 같이 좋은 조명을 사진
에 제공해야 합니다.

광원이 위쪽의 취급자 뒤에 있어
야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
니다.

사진

광원

1)   MENU(메뉴) 버튼(  )을 눌러 주 메뉴를 불러옵니다.

2)   메뉴 탐색 버튼(  )을 위/아래/왼쪽/오른쪽으로 이동하여 Setting(설정)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Language(언어)를 선택한 후 메뉴 탐색 버튼(  )을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언어 하위 메뉴에 들어갑니다.

3)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언어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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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사진을 어떻게 캡처합니까? 
1. 사진을 기준선에 맞춰 풋 스탠드에 놓습니다.

2.  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모드에 들어갑니다.

3.  버튼을 한 번 더 눌러 사진을 촬영합니다.
주의: 카메라의 초점 범위는 19 cm ~ 23 
cm이며 스탠드에 놓은 기존 사진을 다시 
캡처하는 데 적합합니다. 포토 프레임은 
새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일반 카메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4. 포토 프레임은 방금 촬영한 사진을 자동 재생하며 메뉴(Save(저장)/Cancel 
(취소)/Adjust(조정))가 표시됩니다.

5. 필요에 따라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Save 
(저장)] 또는 [Cancel(취소)] 또는 [Adjust(조정)]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미리보기 모드의 LCD 표시등

● 카메라 해상도 선택

사진을 두 가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메가픽셀 또는 5 메가픽셀 
기본 해상도는 5 메가픽셀입니다. 사진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더 낮은 해상도로 

바꾸려면 후면의 MENU(메뉴) 버튼(  )을 누른 후 메뉴 탐색 버튼(  )을 
사용해 Setting(설정)을 선택합니다. Camera Resolution(카메라 해상도)으로 

가서 3M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쇼 버튼(  )을 눌러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모드로 돌아가려면 후면의 EXIT(끝내기) 버튼(  )을 누릅니다.

남은 촬영 매수

기존 사진을 다시 캡처하기

메모리 장치
(  : SD/SDHC/MMC/MS Pro,
   : USB 장치,
  표시등 없음 : 내장 메모리)

이미지 해상도

전원 표시등
(  : AC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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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어떻게 저장 또는 취소합니까?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하면 포토 프레임은 자동으로 재생 모드에 들어갑니다. 노란
색 프레임( )은 사진 크기에 저장될 수 있는 사진 크기를 나타냅니다.

카메라는 노란색 프레임에 표시된 사진 크기를 자동 감지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
다. 그러나 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후면의 메뉴 탐색 버튼(  )을 사용해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Save(저장), 
Cancel(취소) 또는 Adjust(조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A. 사진 크기가 올바를 경우 Save(저장)를 선택한 후 카메라 버튼 (  )을 눌러 
사진을 저장합니다.

B. 사진을 좋아하지 않을 경우 Cancel(취소)을 선택한 후 카메라 버튼 (  )을 
눌러 사진을 저장하지 않고 취소합니다.

● 사진을 어떻게 조정합니까?

노란색 프레임 안의 사진 크기가 기존 사진과 100% 일치하지 않을 경우 Adjust(
조정)를 선택한 후 카메라 버튼 (  )을 눌러 Photo Adjust(사진 조정) 모드에 
들어갑니다.

메뉴 탐색 버튼을 위/아래/왼쪽/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사진의 조정할 
쪽을 선택합니다.

오려내기 조절 버튼을 돌려 빨간 선을 이동하여 사진의 테두리를 
조정합니다.

 (슬라이드쇼/OK 버튼)을 눌러 사진을 회전시킵니다.

 (EXIT(끝내기) 버튼)을 눌러 종료한 후 미리보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카메라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참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다시 조정한 후 회전시키십시오. 회전 기능은 선 안에 있는 이미지에만 
적용됩니다.

오려내기 조절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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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JPEG)을 재생하기 위한 포토 프레임입니
다. 다음의 간단한 몇 단계의 절차만으로 손쉽게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1)   보려는 사진을 메모리 카드나 USB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저장하려면 컴퓨터

나 카드 리더가 필요합니다.)
2)   카드를 Digital Photo Frame에 끼우거나 USB 드라이브를 Digital Photo Frame에 

꽂습니다.
3)  Digital Photo Frame의 전원을 켭니다.
4)  슬라이드쇼가 자동으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슬라이드쇼 재생
포토 프레임은 전원을 켜자마자 사진 슬라이드쇼를 자동으로 재생하도록 기본 

설정되어 있습니다. 포토 프레임이 다른 모드에 있을 경우,  버튼을 한 번 눌러 
슬라이드쇼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기능 표시줄 사용법
슬라이드쇼가 진행 중인 동안에 MENU(메뉴) 

버튼(  )을 약 2초 동안 눌러 기능 표시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메뉴 탐색 버튼(  )
을 위/아래/왼쪽/오른쪽으로 이동하여 

항목 사이에서 전환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파일 재생

사진 기능 표시줄

사진 기능 표시줄은 다음 항목을 제공합니다.

1) 사진 회전: 현재 사진을 시계 방향으로 90° 회전시킵니다.
2) 사진을 확대/축소합니다. (또는 메뉴 탐색(  )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사진을
    확대/축소합니다.)
3) 이전 사진 표시.
4) 슬라이드쇼를 일시 정지/재시작합니다.
5) 다음 사진 표시.
6) 색인 재생:

이미지 색인 모드를 사용하면 축소된 이미지 12개를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진을 손쉽게 찾거나 많은 이미지 파일 중에서 특정 사진을 
선택하려고 할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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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mode(색인 모드)에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을 전체 화면 크기로 봅니다.

메뉴 탐색 버튼(  )(위/아래/왼쪽/오른쪽)을 사용해 강조 표시 상자를 
이동합니다. 페이지를 위아래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면 모드가 
슬라이드쇼로 전환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내장 메모리에 복사하거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위/
아래/왼쪽/오른쪽)을 사용해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COPY(복사) 버튼(  )을 누릅니다. YES/NO(예/아니요) 

창이 표시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 내장/외장 메모리 장치에 있는 파일을 삭제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위/아래/왼쪽/오른쪽)을 사용해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DELETE(삭제) 버튼(  )을 누릅니다. 
YES/NO(예/아니요) 창이 표시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7) 현재 사진의 파일 이름.

슬라이드쇼 모드에서 사진 기능 표시줄이 비활성화되면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버튼을 눌러 슬라이드쇼를 재생/일시정지/재시작합니다. 

● 메뉴 탐색 버튼(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이전 사진 또는 다음 
사진을 봅니다.

필요한 경우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사진을 확대/
축소합니다.

●  버튼을 눌러 미리보기 모드로 가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 EXIT(끝내기) 버튼 (  )을 눌러 주 메뉴로 돌아갑니다.

● COPY(복사) 버튼(  )을 눌러 메모리 카드의 사진을 내장 메모리에 
복사하거나 그 반대의 방향으로 복사합니다.

● DELETE(삭제) 버튼(  )을 눌러 현재의 메모리 장치에서 사진을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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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프레임을 처음 켜면 시간 설정과 언어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날짜/시간을 

설정하려면 MENU(메뉴) 버튼(  )을 눌러 주 메뉴로 갈 수 있습니다. 메뉴 탐색 

버튼(  )을 위/아래/왼쪽/오른쪽으로 이동하여 Date/Time(날짜/시간)을 선택한 

후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메뉴 탐색 버튼(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아날로그/
디지털 시계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 메뉴 탐색 버튼(  )을 위/
아래로 이동하여 달력 켜짐/꺼짐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 날짜, 시간 및 알람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MENU(메뉴) 버튼(  )을 약 2초간 누릅니다. 시계를 디지털 형식으로 바꾸면 
강조 표시 상자가 나타납니다.

2)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눌러 값을 조정합니다. 메뉴 탐색 버튼

(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눌러 항목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3)   알람 아이콘이 선택될 때까지 메뉴 탐색 버튼(  )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메뉴 탐색 버튼(  )을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하여 켜짐(강조 
표시) 또는 꺼짐(회색 표시) 사이에서 전환합니다.
참고: 포토 프레임의 전원이 켜질 때마다 알람 기능이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알람 
구성이 저장됩니다.

4)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MENU(메뉴) 버튼(  )을 약 2초간 눌러 종료합니다. (
또는 Digital Photo Frame을 몇 초 동안 유휴 상태로 두면 강조 표시 상자가 
나타납니다.).

● 잠깨우기 알람에 대하여
시계가 설정 시간에 도달하여 알람이 울리기 시작하면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1)   버튼을 눌러 알람을 끕니다.
2)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5분 동안 알람 신호음이 중지됩니다. 5분 후 알람 신호음이 

다시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시 알림 기능을 이용해 잠을 좀 더 잘 수 
있으며 알람이 두 번 작동할 수 있습니다(총 10분 동안).

3)   알람이 1분 동안 신호음을 울릴 때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을 경우 알람은 다시  
알림 기능 모드에 들어갑니다.

참고: 알람 볼륨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 /시간 / 알람 설정

아날로그 시계 포함 달력 디지털 시계 포함 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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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메뉴는 이 제품의 기능을 미세 조정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다음 표는 
주 메뉴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사용법 동작

주 메뉴 가져오기 MENU(메뉴) 버튼(  )을 누릅니다.

강조 표시줄 이동하기 메뉴 탐색 버튼(  )(위/아래/왼쪽/오른쪽)을 
사용합니다.

하위 메뉴 시작하기/항목 확인  버튼(슬라이드쇼/OK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 종료/ 슬라이드쇼 표시로 돌아가기 EXIT(끝내기) 버튼(  )을 누릅니다.

 

● Camera(카메라): 카메라 미리보기 모드로 갑니다.
● Photo(사진): 내장/외장 메모리에 저장된 모든 사진을 표시합니다.

또한 이 옵션에서 COPY(복사) 버튼(  ) 또는 DELETE(삭제) 버튼(  )을 눌러 
사진을 복사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Date/Time(날짜/시간): 날짜, 시간 및 알람 시계를 설정합니다.

(“날짜/시간/알람 설정” 단원 참조)
● Card Select(카드 선택): 저장 장치를 바꿉니다.

주 메뉴

Exit

내장 메모리

SD/SDHC/MMC/MS Pro

USB 드라이브

종료 후 주 메뉴로 
돌아감 

카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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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의 메뉴 탐색 버튼(  )을 눌러 위/아래/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해 항목을 선택한 후 슬라이드쇼 버튼( 

 )을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Language(언어): 

“OSD(On Screen Display)”에 사용할 언어를  
설정합니다.

Camera resolution(카메라 해상도): 

사진 해상도를 3 메가픽셀 또는 5 메가픽셀로  
설정합니다.

Sleep mode(예약 절전 모드):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을 설정합니다.
꺼짐/30분/1시간/2시간/4시간/8시간

Screen setting(화면 설정):

화면 Brightness/Contrast (-4 to +4) 
(밝기/명암(-4~+4))를 설정합니다.

Slideshow speed(슬라이드쇼 속도): 

슬라이드쇼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5초/10초/15초/30초/1분/3분/5시간/10시간/24시간

Memory size(메모리 크기): 

이 옵션은 현재 장치의 남아 있는 가용 메모리 크기를 표시합니다.

Display mode(디스플레이 모드):

[Smart ratio(스마트 비율)]: 포토 프레임은 내장된 스마트 프로그램에 기초해 
사진을 최상의 비율로 자동 표시합니다.
[Original(원본)]: 사진을 원본 모드로 표시합니다.
[Fit to screen(화면 크기에 맞춤)]: 사진을 화면 크기에 맞춤 모드로 표시합니다.

Slideshow effect(슬라이드쇼 효과):

슬라이드쇼 재생 패턴을 설정합니다.

Date stamp(날짜 표시):

날짜 표시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촬영한 사진에 날짜가 표시됩니다.

Date/time(날짜/시간):

날짜, 시간, 알람 시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Default(기본값):

공장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기본값 초기화 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의 설정이 
무시됩니다.

고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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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원인 해결책

전원 표시등이 켜지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전원 표
시등이 고장입니다.

전원공급장치(AC 어댑터)가 잘 연
결되어 있고 소켓이 정상적으로 작
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파일의 순서
가 원하던 순서와 다
릅니다.

파일 순서가 파일 이름에 따
라 정렬되었습니다. 번호가 
알파벳보다 우선 순위에 있
습니다.

파일 이름을 바꿉니다.

참고: 메모리 카드의 브랜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를 구입할 때 즉석에서 호환성을 
테스트하십시오. 본 디지털 포토 프레임은 불법 복제 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올바르게 끼워져있고 시작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는 데도 Digital Photo Frame이 카드를 읽지 못하는 
경우, Digital Photo Frame을 껐다가 다시 시작하거나 카드를 포맷하고 파일을 다시 복사하십시오.

부록

문제 해결

리모컨 사용

버튼 설명

1
누르면 대기 모드에 들어갑니
다. 2 초 동안 누르면 전원이 
켜집니다.

2 방향 버튼

3 셔터 버튼

4 엔터/재생/일시 정지

5 나가기 버튼

6 메뉴 버튼

7 위/오른쪽

8 아래/왼쪽

9 삭제 버튼

10 복사 버튼

11 엔터/확인/슬라이드쇼

1

3

2

7

6

510

9

8

11

4

 리모컨을 사용하기 
전에 절연 테이프를 
제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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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패널
패널 크기 20.32 cm(8’’) TFT LCD

패널 해상도 800x600 RGB

사진 캡처

이미지 센서 5 메가픽셀 CMOS (2592 x 1944)

해상도
최고 화질 모드(5 메가픽셀) / 파인 모드(3 메
가픽셀)

렌즈 고정식 렌즈(초점 범위: 19 cm ~ 23 cm)

기존 사진의 디지털화
9x13cm (3.5’’ x 5’’) 및 10x15cm (4’’ x 6’’) 
사진 지원

사진

사진 형식 JPEG

최대 해상도 16메가-픽셀

자동 슬라이드쇼 예

사진 효과 14개 옵션

편집 기능 복사 / 삭제

저장

내장 메모리 128MB (저장용 100MB)

외장 메모리 SD/SDHC/MMC/MS Pro(최대 32GB)

USB 플래시 드라이브 예

인터페이스 USB 포트
PC 연결 및 USB 플래시 드라이브용 USB 2.0 
고속 포트

날짜 / 시간
시계 / 달력 예

알람 모드 / 예약 절전 모드 예

전원 외부 전원
AC 입력: 100~240V, 50~60Hz.
DC 출력: 5V, 1A

작동 조건
온도 0°C ~ 40°C

습도 80% RH (비응결)

보관 조건
온도 -10°C ~ 50°C

습도 80% RH (비응결)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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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지원
기술적인 지원이나 제품 서비스를 원하시면 , 아래의 표를 참조하거나 해당 대리점에 문 
의하십시오 .

주의 : 제품 번호가 필요합니다 .

국가 / 지역 웹사이트 전화 전자메일

한국 www.kr.viewsonic.com 080 333 2131 service@kr.views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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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보증
ViewSonic® 디지털 사진 프레임

보증 내용
ViewSonic 은 제품 보증 기간 동안 자사 제품에 대해 소재나 제조기술에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 제품 보증 기간 동안 제품의 소재나 제조기술의 결함이 입증되면 ViewSonic 은 
자유 재량으로 해당 제품을 수리하거나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드립니다 . 교환 제품 또는 부품에는 
재생또는 중고 부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증 기간
ViewSonic 디지털 사진 프레임제품의 부품 및 수리는 소비자의 최초 구매일로부터 (1) 년입니다.

보증 대상
이 보증은 해당 제품의 첫 구입자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

보증 제외 대상
1. 일련 번호가 훼손 , 변경 또는 제거된 제품 .
2. 다음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 , 기능 저하 또는 고장 :

a. 사고 , 오용 , 부주의 , 화재 , 수해 , 번개 또는 기타 자연 재해 , 승인되지 않은 제품 
개조 또는 제품에 포함된 설명서 미준수 .

b. 운반시 발생한 제품 손상 .
c. 제품의 제거 또는 설치 .
d. 전력 불안정 또는 정전 등 제품에 가해진 외부적 원인 .
e. ViewSonic 사양에 맞지 않는 공급품 또는 부품의 사용 .
f. 통상적인 마모나 균열 .
g. 제품 결함과 관계없는 기타 원인 .

3. 어떤 제품이든 정적 이미지가 제품에 계속 보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image burnin” 이라고 
알려진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

4. 제거 , 설치 , 일방 수송 , 보험 및 설정 서비스 요금 .

서비스 요청 방법
1. 보증에 의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ViewSonic 고객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 제품의 일 련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2. 보증에 의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a) 구입한 날짜가 적힌 판매 전표 , (b) 구매자 이름 , (c) 

구매자 주소 , (d) 문제에 대한 설명 및 (e) 제품의 일련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3. 승인된 ViewSonic 서비스 센터나 ViewSonic 으로 제품을 가지고 가거나 원래의 포장 상자에 

넣어 운송비를 선불하여 발송하십시오 .
4. 추가 정보나 가장 가까운 ViewSonic 서비스 센터의 이름에 대해서는 ViewSonic 에 문 

의하십시오 .

묵시적 보증의 제한
특정 목적에 대한 상업성이나 적합성을 비롯하여 여기에 설명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 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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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제외 대상
ViewSonic 의 책임은 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비용으로 제한됩니다 . ViewSonic 은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 제품 결함으로 인한 다른 재산상의 손해 , 사용의 불편함에 근거한 손해 , 제품 가용성 손실 

, 시간 손실 , 이익 손실 , 사업 기회 손실 , 신용 손실 , 사업 관계 저촉 또는 기타 상업상의 
손실 ( 이와 같은 손해 가능성에 대해 충고한 경우에도 그러함 ).

2. 부수적이든 결과적이든 또는 다른 경우이든 기타 모든 손해 .
3. 제 3 자에 의한 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
4. ViewSonic 에서 승인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수리 또는 수리 시도 .

4.3: ViewSonic DPF Warranty DPF_LW01 Rev. 1A 06-2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