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설명서

주의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하시기 전에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 본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시고 올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안전을 위한 사용 전 주의사항
1.

전원코드는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꽂아 주시고, 표시된 전원,전압 이외의 전압으로는
사용하지 마세요.

2.

외관청소 시에는 물뿐 아니라 신나 및 기름류 등을 닦는 세제로도 사용하지 마세요.

3.

제품은 통풍이 잘되고 열을 받지 않는 곳에 설치하여 사용하세요.

4.

전원 플러그를 뺄 때, 코드부분을 잡아 당겨서 빼지 말고 반드시 플러그 본체를 잡고 빼
주세요.

5.

촛불등과 같은 노출된 발화원을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6.

가연성 스프레이, 인화성 물질 등을 본 제품 가까운 곳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7.

어린이가 제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조작하지 않도록 하세요.

8.

제품은 가급적 평평하고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세요.

9.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세요.

10. 본 제품의 전원 스위치는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므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
해 플러그를 쉽게 뽑을 수 있도록 제품을 설치하세요.
11. 물이 떨어지거나 튀기는 것을 피하시고 꽃병과 같이 액체가 들어 있는 물체를 제품 위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12.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
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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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사용법
미디어 플레이어 사용 시

전원

오디오
믹서

앰프/스피커

기능
전면 판넬

1. 전원스위치 : 이 버튼으로 장비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2. EJECT : CD를 꺼내려면 이 버튼을 누르십시오. 현재 CD가 재생 중이라면 이 버튼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3. USB : USB 드라이브(32비트, FAT32)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SOURCE: 이 버튼을 누르면 CD 또는 USB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FOLDER : 폴더와 폴더내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랙노브를 돌려서 모든 폴더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선택한 수에는 트랙노브를 눌러 주십시오. 폴더 리스트
를 보시려면 다시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6. 트랙노브 : 이 노브를 돌려서 재생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이 노브를 눌러서
track/folder를 건너뜁니다.
7. PLAY/PAUSE : 트랙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정지하면 해당 위치에서
CUE 포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JOG WHEEL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CUE : 버튼을 눌러서 연결된 USB 드라이브의 파일 및 폴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9. SCRATCH : 스크래치 모드를 활성화/비활성화합니다. 활성화 된 상태에서 JOG
WHEEL을 돌리면 스크래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스크래치 모드가 활성화되면 버튼
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0. SEARCH : 이 버튼을 누르면 JOG WHEEL로 음악을 빠르게 스캔 할 수 있습니다. 검색
모드가 활성화되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1. REVERSE : 이 버튼을 누르면 트랙이 반대로 재생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일반 재생
으로 돌아갑니다.
12. BRAKE : 이 버튼을 누르면 BRAKE가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되면 트랙을 플레이하고 일
시 정지할 때 턴테이블의 모터 효과를 구현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조그를 돌려 제동 시
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3. JOG WHEEL : 조그 휠은 현재 모드에 따라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A. 트랙이 재생되지 않으면 조그 휠이 트랙의 프레임을 통해 천천히 검색합니다. 새로
운 큐 포인트를 설정하려면 JOG WHEEL을 돌려 적절한 위치를 결정한 후 재생을 시작
하십시오. 해당 큐 포인트로 돌아가려면 CUE를 누릅니다.
B. 트랙이 재생 중이면 조그 휠이 피치를 일시적으로 변경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일시적으로 속도가 올라가고 반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C. SEARCH 버튼이 활성화되면 조그 휠을 돌려서 트랙을 빠르게 스캔합니다.
D. SCRATCH 버튼이 활성화되면 조그 휠을 돌려서 “스크랫치”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14. LOOP IN : 재생 중 새로운 큐 포인트 또는 루프의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15. LOOP OUT : 루프의 아웃지점을 설정하고 루프 재생을 시작합니다. 루프를 재생하는
동안 LOOP OUT을 눌러 푸르에서 해제하고 일반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16. RELOOP : 루프를 활성화 시키면서 루프의 시작 부분에서 즉시 재생합니다.
17. PROGRAM : 이 버튼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PLAY/PAUSE를 눌러 재생을 중지하여주십시오.
프로그램 만들기
• PROGRAM 버튼을 누르면 LCD에서 “P-##”이 깜빡입니다.(“##”은 프로그램에서 트랙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 TRACK KNOB를 돌려 트랙을 선택한 다음 TRACK KNOB를 눌러 해당 트랙을 프로그램
에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에 트랙을 더 추가하려면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 트랙 선택이 끝나면 PLAY를 눌러 프로그램을 재생하거나, PROGRAM을 눌러 종료하고
정상 재생모드로 돌아갑니다.(프로그램이 저장되면 LCD에 “PG”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플레이 하기
• 프로그램이 저장된 상태에서 PROGRAM을 누르면, “P-##”이 LCD에 깜박입니다. 프로
그램의 총 트랙 수는 LCD의 왼쪽에 표시됩니다.
• PLAY를 눌러 프로그램의 첫 번째 트랙을 재생합니다. 프로그램을 재생할 때 LCD에 “PG”
가 깜박입니다.
프로그램 종료하기
• 프로그램에서 트랙을 재생중일 경우 일시 중지 한다음 PROGRAM을 길게 눌러주세요.

프로그램 삭제하기
• PROGRAM을 누르면 “P-##”이 LCD에서 깜박입니다.
• PROGRAM을 길게 누르면, “PG”가 LCD에서 사라지고 CD/USB의 첫 번째 재생 트랙으
로 되돌아갑니다.
18. SINGLE : 싱글 플레이(각 트랙의 끝에서 재생이 멈춤) 또는 연속 재생(중단없이 전체
트랙이 반복)을 전환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19. TIME : 경과 된 재생시간, 트랙의 잔여시간 및 전체 CD의 총 잔여시간으로 시간 표시
를 전환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TRACK KNOB를 돌려 ID3 정보가 있는 선택된 파일
의 ID3 태그를 스크롤하십시면, 제목, 앨범, 아티스트 또는 ID3 태그 없음을 볼 수 있습
니다.
20. PITCH : PITCH FADER(±4%, 8%, 16%, 100%)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비활성화합니
다.(세개의 LED가 모두 켜지면 PITCH FADER의 범위는 ±100%입니다.)
21. PITCH FADER : PITCH FADER를 움직이면 PITCH LED 중 하나 또는 모든 LED가 켜질
때 음악의 전체 피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ITCH LED가 꺼져 있으면 피치가 변경되
지 않습니다.
22. PITCH BEND : + -이 두 개의 피치 밴드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피치 설정에서 최대
16 %까지 음악의 피치와 템포를 임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23. MASTER TEMPO : 트랙의 음악 키를 원래의 키로 고정시키는 마스터 템포 기능을 사
용합니다 (0 % 피치 조절로 연주하는 것처럼). 키 또는 피치에 영향을주지 않고 트랙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4. TAP: BPM을 수동으로 입력하려면 음악의 비트만큼이 버튼을 누릅니다. MP103USB가
자동으로 BPM을 감지하도록하려면이 버튼을 2 초 동안 누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