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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배터리(설치한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를 햇빛이나 불 등 과열에 장시간 노출하지 마십시오.
용량(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용량)
4 GB (약 3.60 GB =3,865,470,566바이트)
메모리 용량의 일부는 관리 영역으로 사용됩니다.

IC 레코더를 사용해 봅시다
1. 전원을 켭니다.
컴퓨터

IC Recorder

조작 표시등

빠른 사용 설명서

USB 포트
에 연결

USB 연결 케이블



 (USB) 커넥터
에 연결

 IC 레코더를 충전하십시오.
부속된 USB 연결 케이블로 전원이 켜진 컴퓨터에
IC 레코더를 연결하십시오. 충전이 시작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배터리 표시에 "
"
이 나타납니다.

녹음 표시등
/조작 표시등




 전원을 켜십시오.

 IC 레코더를 HOLD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POWER•
HOLD 스위치를 중앙으로 밀어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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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버튼을 눌러서 년을 설
정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십시
오. 이 절차를 반복하여 월, 일, 시, 분을
차례로 설정하십시오.

Sony IC 레코더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IC 레코더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설명한 빠른 사용 설명서입니다.
주의해서 읽어 주십시오. 또한 Sony IC 레코더를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3. 메뉴 언어를 선택합니다.

 IC 레코더(1)

 스테레오 헤드폰(1)

 노이즈 댐퍼(1)

 USB 연결 케이블(1)
 휴대용 파우치(1)
 응용 소프트웨어, Sound

Organizer(CD‑ROM) (1)
 사용설명서(내장 메모리에 저장)
 빠른 사용 설명서

옵션 액세서리
 USB AC 어댑터 AC-U50AG




 정지 모드에서 홈 메뉴가 나타날 때까
지 BACK/HOME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 Settings"  "Common Settings"
 "Language"를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십시오.
  또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음과 같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Deutsch(독일어), English(영어), Español(스페인어),
Français(프랑스어), Italiano(이탈리아어),
Русский(러시아어),
,
(중국어),
(중국어),
(태국어)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REC/PAUSE 버튼을 누르면 녹음을 일시정지할

홈 메뉴

 또는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선택
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아
래 계층의 메뉴 창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BACK/HOME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 계층의
메뉴 창으로 되돌아갑니다. 표시 중의 메뉴
창에 관계없이 BACK/HOME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홈의 "Scene Select" 메뉴 창으로 직
접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ENT





 VOL -/+ 버튼을 눌러서 볼륨을 조절
하십시오.
 STOP 버튼을 눌러서 재생을 정지하
십시오.

트랙 마크를 추가해서 파일을 녹음하거나 재
생하기 위한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T-MARK

DPC(Digital Pitch Control)

"REC Mode", "Mic Sensitivity" 등 다양한 메
뉴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메뉴 모드를 표시합
니다.
*"Shirt Pocket" 녹음환경 사용하기

정지/재생/녹음 창

IC 레코더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녹음하려면 IC
레코더를 주머니에 넣고 클립으로 고정하십시오.

 BACK: BACK/HOME 버튼
을 누르십시오.
 HOME: BACK/HOME 버튼
을 누르고 있으십시오.
홈 메뉴를 종료하려면  STOP
버튼을 누르십시오.





  또는  버튼을 눌러서
" Erase Files"를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십시오.
 "Erase a File"을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누르십시오.
"Erase the File?"이 표시되고 삭제하려는 파일
이 확인을 위해 재생됩니다.

 "YES"를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
을 누르십시오.

IC 레코더의 모든 특징이나 기능을 설명한 사
용설명서는 IC 레코더의 내장 메모리에 PDF
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Sony 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설명서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www.sony-asia.com/support

 컴퓨터에 IC 레코더를 연결하십
시오.

선택한 파일을 삭제하는 동안에 "Please Wait"가
표시됩니다.

 컴퓨터에서 "Instructions" 폴더
를 여십시오.

 STOP 버튼을 눌러서 메뉴 모드를 종
료하십시오.

Windows: [내 컴퓨터] 또는 [컴퓨터] [IC RECORDER] - [Instructions]를 클
릭하십시오.
Macintosh: 파인더의 [IC RECORDER]
- [Instructions]를 클릭하십시오.

축하합니다! IC 레코더 설정을 마치고 처음 녹음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알아 봅
시다. 이 밖에도 IC 레코더를 활용하기 위한 편리한 기능과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파일을
"Instructions" 폴더에서 컴퓨터
의 로컬 디스크로 끌어다 놓으십
시오.
사용설명서의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습
니다.
제품 이름_언어 이름_버전.pdf (ICDTX50_English_111.pdf 등)

Sound Organizer (PC 응용 소
프트웨어**)
컴퓨터에서 Sound Organizer를 사용하면 다
양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IC 레코더로 녹
음한 파일을 Sound Organizer로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음악 CD의 음악 파일 또
는 포드캐스트 파일을 가져와서 IC 레코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음악 CD를 구울
수도 있습니다.
** Windows 전용

사용상의 주의
전원에 대하여
본 제품에는 내장 리튬이온 충전지를 사용하
며 DC 3.7 V 전용입니다.

 컴퓨터에서 IC 레코더를 분리하
십시오.

안전성에 대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설명서를 읽으려면 읽고 싶은 PDF 파일

취급에 대하여
 본 제품은 난방 기구 가까이나 직사광선이
닿는 장소, 먼지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방치
하지 마십시오.

을 더블 클릭하십시오.

메뉴에서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BACK/HOME

컴퓨터에 사용설명서 복사하기

 정지 모드에서 홈 메뉴가 나타날 때까
지 BACK/HOME 버튼을 누르고 있으
십시오.

T-MARK

BACK/HOME

6. 삭제합니다.
 일단 소거한 파일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녹음환경에 최적한 설정을 사용하여
녹음하기 위해 메뉴에서 녹음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잡음을 줄이기 위해 메뉴에서 효과를 선택하
거나 재생 사운드에 알맞은 사운드 효과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메뉴 설정
홈 메뉴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이 있습
니다.  또는  버튼을 눌러서 홈 메뉴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을 눌러
서 결정하십시오.
Scene Select
Select File
Erase Files
Edit
Settings

녹음환경 선택

효과

/ENT

 /ENT 버튼을 누르십시오.
재생이 시작되고 조작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각 조작 내용은 컴퓨터에 복사한 PDF 사용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ENT, 
메뉴 조작용

홈 메뉴

5. 녹음 내용을 듣습니다.

분을 설정하고  /ENT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시계에 반영됩니다.



동봉품을 확인하십시오.

 시계 설정을 확인하는 메시지가 나타
나면  또는  버튼을 눌러서
"YES"를 선택한 다음에 /ENT 버튼
을 누르십시오.

녹음이 시작되고 녹음 표시등과 조작 표시등이 적
색으로 켜집니다.

홈 메뉴의 사용 방법

서브 메뉴



2. 날짜와 시간을 설정합니다.

 REC/PAUSE 버튼을 누르십시오.

BACK/HOME 버튼을 누른 상태로 해서 홈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홈 메뉴는 편집이나 각종 설정 등 IC 레코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녹음이 정지되고 조작 표시등이 주황색으로 깜빡
입니다.

조작 표시등



위치를 중앙으로 밀어서 HOLD 상태를 해제하십시오.

 STOP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정지하
십시오.

표시창이 켜질 때까지 POWER•HOLD 스위치를
"POWER" 방향으로 밀고 있으십시오.
전원을 끄려면 "Power Off" 애니메이션이 나타날 때
까지 POWER•HOLD 스위치를 "POWER" 방향으로
밀고 있으십시오.

고급 기능

 IC 레코더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POWER•HOLD 스

수 있습니다. REC/PAUSE 버튼을 다시 한 번 누
르면 녹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컴퓨터에서 IC 레코더를 분리하는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에 부속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오조작을 방지하려면(HOLD)

ICD-TX50

홈 메뉴에 대하여

4. 녹음합니다.

 컴퓨터에서 IC 레코더를 분리하십시오.
IC 레코더

다음 조작

 본체 내부로 물건이나 액체가 들어갔을 때

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기술자의 점검을 받
으십시오.
본 제품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점은 가까운
Sony 대리점으로 문의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