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RATING INSTRUCTION

사용 설명서

DUAL



 
 

1. 본설명서를 정독하십시.오 .
2. 본  설명서 내용을 잘 지키십시오.  
3.  모든 주의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4.  본 설명서의 모든 내용을 잘 따르십시오.
5.  습기 주의에서 작동하지 마십시오.  
6.  건조된 천만 사용하여 제품을 닦으십시오.
7.   모든통풍구를 맊지 마십시오.
8.  모든 전열기구(앰프 포함)및 발열기구로부터 멀리 위치시키십시오.
9.  접지극 플러그 조정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하여 추가로 부착된 플러그가 유실되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원조치를 하십시오.
10. 플러그코드를 모든 작업중에 잘 보호하십시오.
11. 반드시 지정된 부품(악세사리)을 사용하힙시오.
12. 스탠드나 Cart 를 사용하여 이동시 제품낙하에 주의하십시오.

13. 번개가 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시 플러그를 빼 두십시오.
14. Power Supply Cord 등이 손상을 입었거나, 우천시 등 기기내에 액체가 침투되었을때,

혹은 제품을 떨어뜨렸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15. 메인 플러그가 빠져있을때는 항상 작동할 수 있게 청결히 관리하십시오.
16. 항상 기기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하는지 살펴보십시오. 

 

WARNING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apparatus to rain or moisture. The apparatus
shall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that no objects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all be 
placed on the apparatus. 

 
 

 
 

CAUTION : To reduce the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any 
cover. No user-serviceable parts inside.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only. 

 
 
 
 

The lightning flash with arrowhead symbol within the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 
to the presence of un-insulated 밺angerous voltage?within the product뭩 enclosure that may be of 
sufficient magnitude to constitute a risk of electric shock. 

 
 
 
 

The exclamation point within the equilateral triangle is intended to alert the user to the presence of 
important operation and maintenance (servicing) instructions in the literature accompanying this 
appliance. 

 
CAUTION  

To prevent electric shock, do not use this polarized plug with an extension cord, receptacle or other outlet 
unless the blades can be fully inserted to prevent blade exposure. 

 
 

중요 안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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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케이스 장착시 열 분산에 유의하십시오.
 전원코드를 조심해서 다루십시오.
 전원코드를 분리시 반드시 플러그 몸체부분을 잡으십시오.
 수분, 먼지로부터 제 품을 보호하십시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플러그를 빼두십시오.
 기기의 통풍구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제품에 신너나 살충제등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제품을 변형 개조하지 마십시오.

 
 
 
1.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사용하십시오.

 디스크 표면을 지문이나 기름, 먼지등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디스크 표면 오염시 건조된 부드러운 천으로 닦으십시오.
 벤젠, 신나, 수질, 기타 실리콘류를 천에 뭍혀 닦지 마십시오.
 디스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십시오.
 디스크를 굽히지 마십시오.

 열기에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중앙부위의 원홀을 확대하거나 변형하지 마십시오.
  디스크 라벨위에 뾰족한 펜으로 글씨를 쓰지 마십시오.
 온도가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동시 디스크 표면 응결현상에 주의하십시오.
 헤어드라이기로 말리지 마십시오.

2. 보관주의법
 디스크사용후 반드시 기기에서 분리시키십시오.
 디스크는 디스크 전용의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다음의 장소에 두지 마십시오.

(1) 직사광선이 비치는 장소
(2) 먼지나 습기가 많은 장소
(3) 실내 전열기구 주위  

 
 
 

 Auto Cue  Frame Search 

 MP3 playback  Seamless Loop 

 Single/Continuous  4 fast search mode 

 Anti-shock Playback  Transport protection 

 Fader Start Playback  +10 Track skip search 

 Switching power supply  Pitch Control & Pitch Display 

 Pitch range: +/-4%, +/-8%, +/-16% and 100% (CDDA) 

 Selectable elapsed, remain and total remain time display 

 Relay play allow consecutive playback during two decks 
 

사용상 주의사항

주요 특징  

컴펙트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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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속품의 확인

제품박스 내부에 아래 구성물들이 있는지 확인해주십시오.  
(1) Main Unit 1pc 

(2) Controller Unit 1pc 

(3) Operating Instructions 1pc  

(4) 8P cable right angle 1pc  

(5) 2P RCA path cord (L/R) 2pc 

(6) Auto-start cable 2pc 

(7) AC power cord 1pc 

2. 기기의 설치

(1) 평면 혹은 랙케이스에 안전하게 장착하십시오.

(2) 직사광선, 고온, 다습한 환경을 피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하십시오.

(3) Tv 와는 가능한 멀리 위치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하십시오.

주의: :  

 수직면 기준 15도 이내의 기울임까지
정상작동합니다. 과도하게 기울이면 디스크가
걸리지 않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Control Panel’s LCD 는 판넬 수평면 기준으로
45 이내부터 -5도까지 시각이 되도록 설치해야
잘보입니다.

 

 

 

 

 

 

 

 

 

 

 

3. 제품 연결시 

(1) 전원 스위치를 꼭 끄십시오.

(2) RCA케이블을 믹서 입력부와 연결하십시오.

(3) 컨트롤코드를 메인유닛의 리모트 콘넥터에 연결하십시오.

 

주의 : 

 반드시 동봉된 컨트롤케이블만을 사용하십시오.

 컨트롤 코드 연결시 전원을 반드시 끈 상태에서 연결하십시오.

 
 
 

사용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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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 TRAY  본 트레이는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열리고 닫히므로, 전원이 꺼져있을 시
수동으로 작동하지 마십시오.  

2. OPEN /CLOSE  (Transport  Tray  Open/ Close)   [PAUSE] CUE]유닛이 나 [ 모드일 경우에는
OPEN/CLOSE버튼이 작동하지 않음에 유의하십시오.

3. USB 1 PORT   USB Mp3 파일용 대용량 포트 1 위치
4. POWER SWITCH MAIN POWER LED가 작동하면  가 동시에 작동함. 
5. POWER  CONNECTOR 반드시 동봉된 전원코드만을 사용하십시오. 

6. CONTROL  CONNECTOR 함께 제공된 mini-DIN8 cable을 사용하여 연결하십시오.
7. AUDIO OUT R & L  좌 우측 아날로그 모노출력용 잭입니다.

빨간색 잭은 우측 채널용이며, 흰색 잭은 좌측 출력용입니다.

일반 기능의 설명                                                      MAIN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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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C TRAY OPEN/CLOSE  BUTTON  이 버튼은 디스크 트레이를 열고 닫는 기능을 합니다.
NOTE :  디스크가 들어있을때는 CUE MODE PAUSE나 상태가 아니면 디스크트레이가 열리지 않습니다. 

2. SOURCE  SELECT  BUTTON SOURCE 선택버튼으로 누를때마다 CD TRAY와 USB PORTS가 번갈아가며
선택되며, 선택된 기능이 LED로 표시됩니다. 단 PAUSE 모드에서만 동작합니다.(PLAY모드시 작동불가)

3. TIME  BUTTON   시간 표시 버튼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LCD 창에 재생되는 곡의 시간표시가
진행된 재생시간, 남은 재생시간, 전체 재생시간 순으로 변환됩니다.

4. LCD DISPLAY 고품질의 LCD DISPLAY로 기기의 모든 작동상황을 표시해줍니다.
본 DISPLAY는 몇개의 편안한 시야각 각도에서 작동상황을 볼 수 있도록 표현해줍니다.  

5. PITCH SLIDER   PITCH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재생되는 곡의 재생속도를 최대 +/-100%(CDDA Only)
까지 가감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PITCH기능을 중단할 때 까지 작동이 되며 곡의 재생(USB STICK OR CD)
중 사용 할 수 있습니다.

6. SGL /CTN BUTTON  이버튼은 재생모드를 SINGLE(한곡재생)과 CONTINUOUS(연속재생)을 설정해주는
기능을 하며, SINGLE 모드는 1곡 전체 재생후 CUE 모드로 돌아가며 CONTINUE 모드는 연속해서 
다음 곡을 재생하여줍니다.

7. TAP  BPM  BUTTON BPM(Beats per Minute) BPM BPM기능을 선택하는 버튼입니다. 수동 기능과 자동 기능으로
버튼을 누를때마다 변경되며, 수동모드에서는 곡 중 heavy down beat를 표시하며, 자동모드에서는 곡중의
BPM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LCD 창에 표시해 줍니다.
Note:  자동 BPM 카운터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TAP 버튼을 2초이상 누르시면 초기 상태인 자동BPM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8. PITCH BEND  BUTTONS 곡 재생 속도를 가변해주는 버튼으로 + / - 각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재생속도가
변환되며 버튼에서 손을 떼면 원래 재생속도로 돌아갑니다. 이 버튼은 2트랙간에 비트를 맞추기 위해
사용합니다.    

9. PITCH PERCENTAGE BUTTON 이 버튼을 2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Pitch slider 기능이 꺼집니다.
Pitch 기능이 활성화되어있으면 Led에 불이 들어오며 이 버튼을 눌러서 Pitch 범위를 4%, 8%, 16%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CDDA 모드일 때(CD Play시) 100% pit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Pitch  기능의 기본 선택값은  8%.  

일반적 기능 설명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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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RACK  KNOB Track Knob을 사용하여 다음의 두 모드에 따라 track이나 folder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TRAC K  mode, 트랙을 선택할 때 각 트랙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며, 버튼을 누른채로 좌 우로
돌리면 앞/뒤 track을 10 track단위로 빠르게 이동 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보여지는 곡 정보를 File Name/Title/Artist/ Album/Genrel로 변환되며 눌러진 상태로.
고정됩니다.

 In FOLDER  mode, folder버튼을 눌러 led가 점등된 상태에서는 이 버튼을 돌리면 folder단위로 이동
되며 누른상태로 버튼을 돌리면 10folder단위로 이동됩니다.

11. SEAMLESS LOOP BUTTONS 
 LOOP IN BUTTON 이 버튼으로  loop 기능의 시작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LOOP  OUT BUTTON  이 버튼으로 loop가 끝나는 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loop in 버튼을 눌러 시작점을
정하고, loop out 버튼을 눌러 loop기능을 설정하면 out 버튼을 한번 더 누를 때 까지 계속 구간반복합니다.

 RELOOP BUTTON  LOOP 기능이 한번 설정되면 기기에 loop기능이 비활성화되어있더라도
RELOOP BUTTON 을 간단하게 누르는 것으로 설정된 loop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OOP 버튼으로 STUTTER EFFECT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2. RELAY BUTTON CD player 가 single mode이고 Relay 기능스위치가 활성화되어있다면
양쪽 플레이어에 있는 track을 relay기능을 비활성화 시킬때 까지 번갈아가며 재생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새로운 음악소스를 넣으면 standby mode로 대기상태가 되며 이 방법으로 연속해서 재생할 수
있습니다.

13. KEY  LOCK  BUTTON  이 버튼은 key lock mode 와 pitch control mode가 함께 선택되어있을때 사용되며,
key lock mode는 항상(재생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음악의 tone 변화없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14. SEARCH  BUTTONS 
SEARCH BUTTON  이 버튼은 track의 뒤쪽으로 빠른 탐색시 사용됩니다.
SEARCH BUTTON  이 버튼은 track의 앞쪽으로 빠른 탐색시 사용됩니다.

사용자는 이 버튼을 작동하는 방법에 따라 4가지 다른 빠르기로 track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15. FOLDER  BUTTON 이 버튼은 FOLDER 와 TRACK 탐색모드를 선택합니다. LED가 켜져있을 때는  

FOLDER 탐색기능이 설정된 것이며, 그 이외에는 track 탐색모드입니다.
**File name is the first display when select a track; and Folder name is the first display when select a folder. 
Note: FOLDER 버튼을 잠그려면 2초간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 하며 해제시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REPEA T on:  기능이 해지(비활성화)될 때까지 현재 폴더 내의 곡들이 재생됩니다.
 REPE AT off:   USB일반 모드에서  장치내의 모든 곡들이 재생됩니다.

  
16. PLAY/PAUSE  BUTTON  PLAY/PAUSE BUTTON 은 track재생과 일시정지기능을 작동하게 합니다.

play 상태일 때는 LED에 불이 들어와있으며, 일시정지  상태일 때는 LED가 깜빡입니다.
17. CUE BUTTON   CUE button 을 곡 재생중에 누르게 되면 가장 최근에 설정된 cue  point 로 이동하게 됩니다.

CUE BUTTON LED는 cue모드일 때 불이 들어옵니다. LED가 깜빡일때는 새로운 cue point를 설정한 상태
입니다. cue button은 잠시동안 음악을 play할 수 있습니다. cue button을 눌렀다가 떼면 즉시 마지막 cue
point로 이동합니다.

18. CONTROL START SOCKET  이 소켓은 3.5mm 잭을 사용해  track start 기능이 있는 믹서와 연결하는데 사용
합니다.

19. CONTROL CONNECTOR  mini-DIN8 케이블을 사용해 메인유닛과 연결하는데 사용합니다.

일반적 기능 설명                                                  CONTROL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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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UE INDICATOR 이 표시는 cue mode일때나 새로운 cue point가 설정시 표시됩니다.

2. FOLDER INDICATOR  이 표시는 현재 재생되는 폴더의 수를 표시합니다.

3. TIME BAR INDICATOR Time 버튼 설정에 따라 남아있는 시간이나 재생된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 bar는 track의 끝이 다가오면 깜빡입니다.

4. BPM STATUS Auto bpm  카운터의 설정값을 나타냅니다.

5. BPM METER 이 표시는 재생되는 track의 BPM값을 나타냅니다. 

6. PITCH METER track의  재생 빠르기(pitch)을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7. KEY LOCK SYMBOL이 표시는 key lock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lock symbol). 

8. LOOP INDICATOR 이 표시는 LOOP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9. RELOOP INDICATOR 이 표시는 Loop기능이 설정되어있고, RELOOP기능이 설정되면 나타납니다.
("RELOOP"). 

10. AUTO CUE STATUS   이 표시는 Auto Cue 기능이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AUTO CUE")
SGL/CTN버튼을 1초이상 누르고 있으면 Auto Cue 기능이 해지됩니다.

11. KEY INDICATOR 이 표시는 playback or scratch 효과가 작동중일때 나타납니다.
effects. 

12. TIME DISPLAY 이 표시는 Time모드일 때 시간을 표시하며, 두번째로 Frame을 표시합니다.

13. MP3 INFORMATION INDICATOR  이 표시는 track의 곡명과 폴더명, sampling 비율을 표시합니다.

14. TIME MODE 이 표시는 track의 재생중 진행시간("ELAPSED"), track 재생중 남은시간("REMAIN") 
또는 디스크 전체 재생중 남은시간(TOTAL REMAIN)을 표시하며 Time버튼을 통해 상호 변환할 수 있습니다.

15. REPEAT INDICATOR  이 표시는 repeated재생 모드일 때 표시됩니다.

16. SINGLE INDICATOR  이 표시는 single ("SINGLE") 재생모드일 때 표시되며 continuous mode 일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no display). 

17. TRACK INDICATOR 이 표시는 현재 재생되는 track의 번호를 나타냅니다.

18. PLAY/PAUSE INDICATOR 이 표시는 장치가 재생모드일 때는 ("    ")로 표시되며 일시정지시  ("   ")로 표시.

조작과 기능설명 - 표시창(LCD DISPLAY)

일반적 기능 설명                                                   LCD DISPLAY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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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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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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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BUTTON을 3초간 누르면 내부메뉴(internal menu)로 들어가게 됩니다.
TRACK KNOB을 사용하여 관련 메뉴와 그 하위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TRACK KNOB으로 하부메뉴를 변경하고 TIME BUTTON을 눌러 저장하고 그 메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1. Playlist - Normal / Title/ Artist / Album/ Genre(장르명) 

2. Sensitivity Touch Wheel 의 감도를 조정합니다.(조정범위 -20~+20) 

3. Sleep Time 절전모드를 설정합니다. 절전모드 사용안함(No sleep), 5~120 min 

4. Line Setup    MODE= 1~3(Line mode) 

  Dis=0.5~12.0 sec. (LINE NAME start/stop time adjustment) 

  Run=50~2000 msec. (LINE NAME move time adjustment) 

5. Bit rate 화면 ON/OFF 

6. Version    CON:XX (Control version) 

 DSP:XX (DSP version) 

 SER:XX (Servo version) 

7. Load Default TRACK Knob 을 누르면 defaults 세팅값을 불러옵니다.. (LCD 화면에는 Load OK 가 표시됨) 

8. Exit & Save 
TRACK knob을 누르면 빠르게 저장되며 다른 작동모드로 이동됩니다. to fast exit & save in any operating mode. 

NOTE: 

1  SLEEP TIME: CD player를 cue모드나 pause상태에서 15분간 아무런 작동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절전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는 기기 내부의 모터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작동합니다. LCD화면에는 "SLEEP”이
표시되며 절전모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cue버튼이나 play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인 LCD화면으로 돌아와
작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절전모드는 5분~120분범위내에서 설정가능합니다.

2  SAVE: PITCH ON/OFF, PITCH RANGE, SGL/CTN, AUTO CUE, TIME MODE, KEY LOCK, SENITIVITY, 
DISPLAY/SCROLL TIME/JOG MODE. 

3  DEFAULTS: PITCH (ON), PITCH RANGE (8%), PLAY MODE(CTN), AUTO CUE(ON), TIME MODE 
(REMAIN), KEY LOCK(OFF), SENITIVITY(0), BIT RATE(Disp. ON), REPEAT MODE (OFF), PLAYLIST 
(NORMAL), SLEEP TIME (15 min), LINE SETUP(model 1), DISPLAY(1 sec),RUN TIME(150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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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IME button을 3초이상 눌러 internal메뉴에 들어가 TRACK knob을 이용해 PLAYLIST를 찾습니다. 

2. Track knob을 돌려 Normal/ Title/ Artist/ Album/ Genre(for USB only)를 선택하고 Time 버튼을 눌러 저장
한 후 메인메뉴로 복귀합니다.

 Use FOLDER  button  to switch  to Folder  mode. 
ex: to select Artist ? 
(a). Hold and turn the TRACK knob, or hold the TRACK knob and turn outer jog wheel, you can select the 

folder you like by first letter of Artist, and the Artist alphabet is arranged in order( A, B, C ... in order) 
(b). Turn the TRACK knob or hold the TRACK knob and turn inner Jog wheel to select next 밃rtist? 
 Use FOLDER  button  to switch  to Track  mode. 
Turn the TRACK knob or hold the TRACK knob and turn Jog wheel to select the track you like. 

 
 
 
 
 
 
 
 

전원을 끄기 전에 cd player가 작동중인지, open/close버튼을 눌러 디스크 홀더가 나와있거나 움직이는 중이
아닌지 확인후 전원을 끄십시오.

CAUTION : 
전원이 꺼져있을 때 강제적으로 디스크홀더를 작동하지 마십시오.
 
 
 
 
 
 
 
 
 

디스크홀더가 열려있을때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POWER OFF 

 
 
 
 
 
 
 
 
 

Open/Close 버튼을 사용해 디스크홀더를 닫은 후
LCD 화면에 "No Disk” 또는 "Time code”가 표시된
이후에 전원스위치 버튼을 사용해 전원을 끄십시오.

POWER OFF 
 

 
 
 

 

DATABASE  BUILDER                                                  PLAYLIST OPERATION    

BEFORE  SWITCHING  OFF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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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SECTION 

CONFIGURATIONS            Dual Compact Disk & USB Plater  
POWER SOURCE     AC100 - 240V, 50/60Hz   
POWER CONSUMPTION 16WATTS         
DIMENSIONS     Main Unit: 482mm (W) X 267mm (D) X 88.8 mm (H)    

 Control Unit: 482mm (W) X 91.2mm (D) X 88.8 mm (H)                          
WEIGHT Main Unit: 4.6 Kg     
 Control Unit: 1.9 Kg     

2. AUDIO  CHARACTERI STICS   
(CD TEST  DISC: TCD-782 & TCD-781; USB  TEST  FORMAT: MP3, 128KBPS ; LOAD=100KOHM ) 

ITEM     TYPICAL     LIMIT      CONDITION  

(1) OUTPUT  LEVEL  

 CD:   2V +/-0.5dB 2V +/-1dB 1KHz, 0dB

 USB: 1.85V +/-0.5dB 1.85V +/-1dB 1KHz, 0dB

(2) CHANNEL BALANCE WITHIN 0.2dB   WITHIN 1dB 1KHz, 0dB

(3) FREQUENCY RESPONSE 

CD: 20-20KHz +/-20dB 20-20KHz +/-20dB 0dB OUTPUT

USB : 17-16KHz +/-0.2dB 17-16KHz +/-1dB 0dB OUTPUT

(4) DE-EMPHASIS  

 CD:   -20dB +/-0.2dB   -20dB +/-1dB 16KHz,-20dB

(5) CHANNEL  SEPARATION(*2)  

 CD, USB:     93dB   85dB 1KHz, 0dB

(6) THD+N (*1)    

 CD: 0.008%    0.015% 1KHz, 0dB

 USB : 0.007% 0.015% 1KHz, 0dB

(7) S/N (*2)    

 CD: 126dB   90dB 1KHZ, OdB

 USB : 85dB 80dB 1KHZ, OdB

(8) DYNAMIC  RANGE  (*2) 

 CD:   92dB   88dB   1KHz, -60dB

NOTE: *1: WITH 20KHz LOW PASS FILTER. 
*2: WITH 20KHz LOW PASS FILTER, "IHF-A" WEIGHTED.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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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D SEARCHING  TIME: (TEST  DISC: TCD-792) 
ITEM       TYPICAL     LIMIT      CONDITION  

(1) SHORT ACCESS TIME 2Sec 4Sec PLAY NEXT TRACK 

(2) LONG ACCESS TIME 4Sec 6Sec TRACK 1 TO 20,20 TO 1 

4. CD PLAYABILITY :  

ITEM     TYPICAL     LIMIT       

(1) INTERRUPTION 1mm                   0.7mm 

(2) BLACK  DOT 1mm            0.6mm 

(3) FINGER PRINTS 75um           65um 

(4) ECCENTRICITY 140um          140um 

(5) VERTICAL DEVIATION 1mm            0.5mm 

(6) SCRATCH 2mm            1.2mm  

5. MP3 FORMAT  
Applicable file extensions mp3. MP3. mP3. Mp3 
ISO9660 Max. 63 characters 
Joliet Max. 63 characters 
CD-ROM sector format mode-1 only 
Max. number of Folders 255 

Disc Format 

Max. number of files Max. 999 files (* note #1) 
File System  FAT 12/16/32 
Applicable file extensions mp3. MP3. mP3. Mp3 
Max. number of Folders 999 

USB Format 

Max. number of files Max. 999 files  
MPEG 1 Layer 3 standard (ISO/IEC 
11172-3), which provides for single 
channel (Mono and two-channel 
(Stereo coding at sampling rates of 
32, 44.1 and 48kHz. 

32/40/48/56/80/96/112/128/160/192/
224/256/320 kbps 
Xing/VBRI VBR 

MPEG 2 Layer 3 standard (ISO/IEC 
13818-3), which provides for similar 
coding at sampling rates of 16, 
22.05 and 24 kHz. 

32/40/48/56/64/80/96/112/144/160 
Kbps 
Xing/VBRI VBR 

MP3 Format 

MPEG 2.5 Layer 3 standard, which 
provides for similar coding at 
sampling rates of 8, 11.025 and 12 
kHz. 

32/40/48/56/64/80/96/112/144/160 
Kbps 
Xing/VBRI VBR  

Disc at Once and Track at Once  Disc Writing Method 
Multi Session If the 1st session is CDDA, you can 

playback Only CDDA track, If the 1st 
session is MP3, you can playback 
only MP3 file. 

Note #1: max.255 files each folder 

6. NOTES  
 (1) specifications 은 고지없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부품은 범위 내에서 향상된 기능의 부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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