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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44WL
Linear PCM Recorder

* TASCAM은 TEAC CORPORATION,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 상표입니다.
* SDXC 로고는 SD-3c, LLC의 등록 상표입니다.

* 이 제품의 공급 라이센스는 MPEG 레이어-3 규격 콘텐츠를
사용하는 방송 시스템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기타 유통 채널)
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여 만든 컨텐츠의 배포를 의미 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응용 프로그램(인터넷, 인트라넷 및 기타 네트워크)을 통해
다른 콘텐츠 유통 시스템(유료 오디오 또는 주문형 오디오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또는 물리적 미디어 (컴팩트 디스크, 디지털 다기능
디스크, 반도체 칩, 하드 드라이브, 메모리 카드와 같은) 등과 같은
사용에 대한 독립적인 라이선스가 필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mp3licensing.com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MPEG 레이어-3 오디오 코딩 기술 프라운호퍼 IIS와 톰슨에서 허가.
* Wi-fi는 Wi-fi Alliance의 상표입니다. 와이파이 인증 로고는
Wi-fi Alliance의 인증 마크입니다.
* Microsoft, Windows 및 Windows Vista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입니다.
* 애플, 매킨토시, 맥 OS와 Mac OS X는 애플 inc.의 상표입니다.
* IOS 상표 또는 시스코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 된 상표이며
라이센스 하에 사용 됩니다.
* 앱스토어는 애플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 Google의 안드로이드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 블랙핀 ®과 블랙핀 로고는 analog device Inc.의 등록된 상표 입니다.
* 그외의 다른 회사 이름, 제품 이름 및 로고는 상표 또는 해당 소유주의
등록된 상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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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중요 한 안전 지침
주의사항
1. 안전을 위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2. 설명서를 보관 하십시오.
3. 모든 경고 사항에 유의 하십시오.
4. 모든 안전 지침을 따르십시오.
5. 물 근처에서이 장치를 사용 하지마십시오.
6. 깨끗한 마른 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모든 환기 입구를
차단 하지 않습니다.
8. 히터나 난로, 또는 다른 장치(증폭기 포함)등
모든, 난방기를 포함하는 모든 열원
근처에 설치 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9. 전원의 사용시 대한민국 규격의 플러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전원 코드나 케이블은 통로같은 장소를
피해서 설치하십시오.
11. 엑서서리를 사용하는 경우 첨부된 부속품이나
허가 지정된 업체의 것을 사용 합니다.
12. 기기를 운반하는 경우 지정된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는 지정 된 테이블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설치 합니다. 특히 카트를
이용하는 경우 운반물의 낙하에 의한 부상 등을
특히 주의 하여야 합니다.
13. 번개가 치거나 폭풍이 발생하는 경우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원으로 부터
분리 하여 보관 하십시오.
14. 전원 코드가 손상되었거나 액체에 빠졌거나 비 또는
습기에 노출되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 공인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직원에게 서비스를 맞겨야 합니다.
*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 AC 전원을
확인하거나 기기가 대기모드 인지 확인 하십시오.
* 전원 플러그가 분리형인 경우 이물질등에 의한 접촉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십시오.
*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음량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영구적인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에 대한 상세한 문의는 TEAC 제품의 공급사에
문의 하여 주십시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제품을
무리하게 작동 시키지 말고 제품의 공급사에 의뢰
하십시오.

*
*
*
*
*

본 기기를 직사광선에 노출된 장소에 노출 시키지 마십시오.
화병등과 같이 액체가 있는 장소에 배치 하지 마십시오
본 장치를 책장과 같이 좁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 기기는 전원 콘센트로 부터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본 제품에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빛에 장시간 노출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화재 또는 과열의 원인이 됩니다.)
*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는 경우의 주의:
다른 규격의 배터리로 교체 되는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
하거나 동등한 종류로만 교체 하십시오.

배터리에 대한 주의
이 제품은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잘못되거나 비 규격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액의
누출, 파열 또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방 조치 준수
사항에 의해
배터리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비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배터리의 파열 또는 누출, 화재 또는 부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 배터리를 설치할 때 극성 표시에 주의 하여야 합니다.(+. -)를 확인하고
배터리 함에 표시 된 대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극성이 바뀐 경우 배터리의
파열 또는 누출, 화재로 부상이나 기기 주위에 얼룩을 일으키는 수 있습니다.
* 배터리를 폐기 하는 경우 절연 테이프 또는 다른 배터리 또는 금속 물체를 접촉
시키지 말고 배터리 사용, 배터리 및 지역 처리 법에 표시 된 폐기 처리 지침을
따릅니다.
* 사용하던 배터리와 새 배터리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다양 한 유형의 배터리를
혼용하면 안됩니다. 여러 종류의 배터리를 혼용하는 경우 배터리의 파열 또는 누출,
화재, 부상이나 주위에 얼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배터리를 운반하는 경우 작은 금속 물체와 함께 배터리를 저장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출, 파열 또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배터리를 가열 하거나 배터리를 분해 하지 마십시오.
불 또는 물에 넣지 마십시오. 배터리의 파열 또는 누출, 화재, 부상이나 그들 주위
얼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배터리 케이스에 새 배터리를 삽입 하기 전에 마른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만약
배터리의 액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이 손실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 주시고 즉시 안과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배터리의 액체가 몸
또는 의복에 묻은 경우 피부 부상 또는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즉시 깨끗한 물으로 씻어야 하고 즉시 의사와 상담 하여야 합니다.
* 배터리의 설치나 교환은 장치의 전원을 off 하고 작업하여야 합니다.
* 오랜 시간 동안 장치를 사용 하지 않는 경우 장치에서 배터리를 제거 합니다.
배터리의 파열 또는 누출, 화재, 부상이나 주위에 얼룩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 배터리를 절대로 분해 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내부의 강한 산성 물질이 피부나
의복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무선기기 주의 사항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A급 기기 (업무용 방송통신기자재)
이 기기는 업무용(A급) 전자파적합기기로서 판 매자 또는
사용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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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CAM DR-44WL 리니어 PCM 레코더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 장치를 사용 하기전에 철저하게 설정하고
많은 유용하고 편리한 기능의 동작을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 하려면 이 설명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 설명서를 읽는 후에는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 하십시오.

이 제품에는 Analog Device Inc의 Blackfin® 16/32
비트 임베디드 프로세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프로
세서는 디지털 신호 처리를 제어합니다.
Blackfin® 프로세서의 사용으로 제품의 성능이 증가
하고 전력 소비를 감소 시킵니다.

포함된 항목
이 제품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 됩니다.
항목의 손상을 방지 하려면 포장을 열 때 주의 하여
주십시오. 미래에 수송을 위한 포장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 주십시오.
항목 중 하나라도 누락 되었거나 운송 중 손상 된 경우
이 장치의 구입처에 문의 하십시오.

• 본체
............................................................................... × 1
• 전원 어댑터(GPE053B) .................................................. × 1
• micro SD 카드와 어댑터(기기내장)
............ × 1
• USB 케이블(80 Cm)........................................................... × 1
• AA 알카라인 건전지 ...................................................... × 4
• 윈드 스크린 .................................................................. × 1
• 마이크 스탠드 어댑터
........................................................... × 1
• 카메라 어댑터 ............................................................. × 1
• 케이스 ................................................................................ × 1
• 사용설명서(보증서 포함)
......................................................... × 1

사용 설명서에 대한 참고
이 매뉴얼은 장치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장치의 모든 기능에 대한 참조 설명서를 읽어보십시오.

TEAC 글로벌 사이트 (http://teac global.com /에서
이 설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의 명칭과 기능

우측패널

윗면패널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 이 장치의 사용 가능한 동작 범위는 0-40 ° C (32-104 °F)
입니다.

f
g
h
j

* 다음과 같은 유형의 장소에 이 장치를 설치 하지 마십시오
품질의 저하 및 오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진동이 심한 장소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발열기구나 히터근처
습기가 많고 불안정한 장소

외부입력 스위치
입력레벨 버튼
입력레벨 볼륨
USB 단자

아래패널

* 이 장치는 전력 증폭기 근처나 대형 변압기 근처에 배치하는
경우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충분하게 띄어야
합니다.
* 이 장치는 TV에 색상변형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 또는 가까이 사용 하지 않도록 사용 합니다.
* 이 기기는 휴대폰이나 통신 기기에 잡음을 발생시키거나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기간의 거리를 띄거나
전원을 off 시킵니다.
* 기기를 안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십시오 .
* 본 기기를 파워앰프에 올려 놓은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로 현상을 조심 하십시오
기기를 갑자기 따듯한 곳으로 이동 하는 경우 혹은
갑작스런 온도변화가 생기는 경우 기기의 내부 메카니즘
에 수증기의 응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기기를 사용하기전에 두시간
정도, 사용하고자하는 장소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십시오.

1

내장된 스테레오 마이크

2

피크 표시기

3 표시창
4 트랙/입력 버튼
5 8/홈 버튼
6 . 빠른 되감기 버튼
7 7/9 재생/일시정지 버튼
8 메뉴버튼
9 MTR 표시
0 믹서 버튼
q 녹음[0] 버튼/녹음 표시
w / 빠른감기 버튼
e 입력버튼
r 엔터/마크버튼
t 퀵 버튼
y 휠

k
l
;
z
x

내장된 모노 스피커
삼각대 고정구91/4 인치)
배터리 커버
휴대용 끈 삽입구
배터리

전면패널
장치를 청소
알코올이나 화학 세척제 등으로 기기를 닦으면 않됩니다.
이 경우 기기의 외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마른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TEAC Global Site 이용하기
이 장치에 필요한 참조는 TEAC 글로벌 사이트
(http://teac-global.com/)에서 이 설명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 TEAC 글로벌 사이트 (http://teac-global.com /).

u Wi-Fi 표시
i 외부 마이크/ 라인 1/L 과 2/R 단자(XLR/TRS)
좌측패널

2. TASCAM 다운로드 섹션에서 클릭 합니다.
다운로드를 원하는 해당 언어에 대한 웹사이트의
페이지입니다.

NOTE
원하는 언어가 표시 되지 않는 경우 다른 언어를 클릭
합니다.
3. 이름"섹션에 대한 다운로드 페이지를 열려면
"검색" 하여 모델에서 제품 이름을 클릭합니다
4. 선택하고, 설명서를 다운로드 합니다.

o SD 카드 삽입구
스위치
p HOLD/
헤드폰/라인출력 단자
a
출력레벨
버튼
s
d Wi-Fi 버튼

사용자 등록
고객등록은 TASCAM 웹사이트를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http://tascam.com/)

TASCAM DR-44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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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녻녹음상태 조작 표시

홈 스크린
기기가 중지 될 때 일반적으로 표시 되는 화면입니다.

표시

8
9
7
,
m

8
홈 스크린 4채널 모드

일시정지
재생

1. 기기의 뒷면 배터리 보호 커버를 제거 합니다.

빨리 보내기

2. AA 규격의 배터리를 ¥와 ^를 확인하고

빨리 되감기

/

다음곡의 처음으로 건너뛰기

.

진행중인 곡의 처음이나 이전파일로
건너뛰기

루프 재생 상태표시
루프 재생시 다음의 아이콘으로
표시 합니다.

루프 시작점과 끝내는 점의 설정 표시

재생속도 변경없음
0.5× – 0.9×
재생속도 고정

온/오프 상태 키 제어 기능 표시
아이콘

on/off 내용
키 제어 기능 on
키 제어 기능 on
(설정불가)

3

q

재생위치 표시
재생중인 곡의 위치가 막대로 표시됩니다.

w

레벨미터 기준 표시
이 레벨미터 기준은 입력과 출력 레벨에 비례합
니다. 미터의 표시는 -12dB 기준입니다.

키 제어 기능 off

Blank

e

레벨미터
입력되는 소리의 크기 또는 재생의 크기를 보여줍
니다.

r

파일상태표시
파일 상태는 재생 파일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시 됩니다.

잔향 on/off 표시
아이콘

on/off 내용
잔향 꺼짐

Blank

잔향 켜짐
(녹음과 이펙터 on)
잔향켜짐
(send 표시)

4

5

스피커 출력 표시
표시가 나타나면 스피커 켜진 상태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스피커 꺼진 상태

: 스테레오 파일
: 모노파일 2개
: 파일없음

t

진행시간 표시
재생중인 곡의 진행 시간을 표시합니다.(시간:분:초)

y

남은시간 표시
재생중인 곡의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시간:분:초)

u

피크레벨 표시(dB)
시간 변화에 비례한 최대값을 dB 단위로 표시합니다.

배터리 종류에 대한 정확한 지정이 있어야만 전원/디스
플레이 메뉴의 배터리 유형 항목에서 정확하게 남아 있는
전원의 양을 표시하고 정확하게 충분한 전력을 적절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확인 하려면 배터리의 유형
을 설정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ALKAL 알카라인 배터리
입니다.)

기기의 시동
기기의 꺼진상태(대기상태)에서 ( HOLD/
) 스위
치를 (
) 방향으로 밀면 화면에
( TASCAM DR-44WL ) 가 나타나면서 기기가
동작을 개시 합니다.

내장 시계설정
최초에 기기를 시동하면 내장된 시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DATE/TIME 화면에서 아래의 항목대로
시계를 설정합니다.

팬텀전원 표시상태태
빈상태 : 팬텀 전원이 공급되지 않음
48V 팬텀 전원이 공급됨
24V 팬텀 전원이 공급됨

6

3. 배터리 보호 덮개를 덮어줍니다.

루프의 시작과 루프 재생의 끝부분을 보여줍니다.
포인트 설정 상태를 밖을 시작 지점으로 설정 하면
아이콘 재생 위치 표시 막대에서 해당 위치에 표시
됩니다.
끝 지점을 설정 하면 재생 위치 표시 막대에서 해당
위치에는 아이콘이 표시 됩니다.

1.1× – 2.0×

2

올바르게 삽입합니다.

상태를

0

재생 속도

아이콘

전원준비
AA 규격 배터리 사용

파일이름과 곡 제목의 표시
4CH 모드 옵션을 선택 하면 재생 되는 파일의 이름
또는 태그 정보가 표시 됩니다.
4CH 모드에서 여러 개의 파일은 파일 이름 및 녹음
파일의 기본 형식 부분만 표시 됩니다.
MTR 모드 옵션을 선택 하면 열린 노래의 이름이 표시
됩니다.

재생 속도 상태 표시

Blank

의미
정지

9

홈 스크린 MTR 모드

1

준비

전원상태 표시
전원이 배터리로부터 공급될 때 배터리의 상태에
따라서 남은 양의 표시를 아이콘으로 나타냅니다.

,

,

).

배터리 표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된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AC 전원 어탭터(GPE053B)로 전원을
공급하거나 USB로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아이콘으로 표시 합니다.

6 TASCAM

DR-44WL

버튼 ( .// )과 휠을 이용하여 위치를 이동하여
해당하는 수치를 변경하고 ENTER/MARK 버튼을 눌러
설정을 종료합니다.

기기 끄기
기기가 켜진 상태에서 HOLD/
스위치를
로 이동하면 화면에 TASCAM DR-44WL
shutting down이 나타나며 수초후에 기기가
꺼집니다.

기본 메뉴의 조작방법
Press the MENU 버튼을 눌러 MENU 화면으로

1.

이동합니다.

녹음
녹음화면
아래의 화면은 기기가 녹화 대기 상태 또는 녹음 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화면 입니다.

헤드폰/모니터 기기의 연결
헤드폰으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 LINE OUT 단자에
헤드폰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부의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십시오.

2. 휠을 사용하여 선택 (강조 표시)하고 메뉴 항목
및 다음 키를 누릅니다. ENTER/MARK 버튼을
눌러 원하는 설정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3. 휠을 사용하여 원하는 아이템을 설정합니다.

4채널 녹음 상태

4. ENTER/MARK 버튼 혹은 / 스위치를 사용하여
커서를 움직여 원하는 내용에서 설정 합니다.

헤드폰

파워드 스피커 혹은
앰프와 스피커

5. 휠을 이용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6. 같은 방법으로 다른 아이템으로 이동하여
ENTER/MARK 버튼 이나 . 을 이용합니다.
7. 3부터 6번의 과정을 반복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8.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8/HOME 버튼을 눌러
홈스크린으로 돌아갑니다.
멀티트랙 녹음상태 화면
메뉴의 구조

1

메뉴
MODE

녹음이나 재생모드 선택

REC SETTING

녹음설정

AUTO FUNCTION

녹음을 위한 기능들

BROWSE
(4채널 녹음 선택시)

SD 카드내의 폴더와 조작

듀얼 녹음 표시기능 (on/off)
상태표시(4 채널 녹음에만 해당)
표시없음 : 듀얼녹음 꺼짐
: 듀얼녹음 켜짐

2

잔향(리버브) 표시상태
아이콘

Blank

on/off 상태
잔향 꺼짐
잔향 켜짐
(녹음시 이펙터 켜짐)
잔향 켜짐

3

팬텀전원 상태표시
표시없음 : 팬텀전원 꺼짐
: 48V 전원 켜짐
: 24V 전원 켜짐

TOOLS
REVERB

기타 다른 기능

4

잔향효과

녹음 상태 표시
녹음 조작의 내용을 보여 줍니다.
표시

POWER/DISPLAY

전원과 표시사항

SYSTEM

기기의 시스템 설정

5

상태

09

녹음의 대기 상태 혹은
일시정지

0

녹음 진행중

사전녹음의 설정 혹은 자동녹음(4채널녹음만 해당)의 표시
사전녹음이 켜진 상태의 표시 ON에서
표시 됩니다.

아이콘이

자동녹음이 켜진 상태의 표시 ON 에서
나타납니다.

6

아이콘이

파일명/ 곡제목 표시
파일 이름은 녹음시 기록된 파일에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4CH 모드에서 여러 개의 파일이 있을 때 파일 이름 형식
부분만 표시되고 녹음 파일의 기본 수가 표시 됩니다.
단일 파일을 기록 하는 경우는 이름이 표시 됩니다.
MTR 모드가 선택 된 경우, 이름과 열린 노래의 제목이
표시 됩니다.

TASCAM DR-44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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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레벨미터 기준 표시
입력 및 출력 레벨을 조정 하기 위해 레벨 측정
가이드입니다. −12 dB" 위치에 표시 됩니다.

8

레벨미터
입력 되는 소리의 레벨을 보여줍니다.
믹스 모드및 오버더빙과 재생 소리의 수준을
표시합니다. tg 입력된 레벨 조정에 대한
가이드 표시로 눈금에 "−12 dB" 위치에 표시
됩니다.

로우 컷 필터의 설정
낮은 주파수에서 소음 및 기타 소리를 잘라 내려는 경우
로우 컷 필터를 설정 합니다. 에어컨 소음, 불쾌한 바람
소리 등을 줄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이 녹음기는 두 가지 모드에서 소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4CH 및 MTR 모드.
4 채널에서 4 개의 트랙까지 모드 내장 마이크와 외부 입력된
단자에서 동시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MTR 모드에서 최대 4 개의 트랙의 녹음 외에도 이미 녹음된
파일의 소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1. INPUT 버튼을 누르면 INPUT SETTING
의 해당 화면이 나타납니다.

1. RECORD [0 ]을 녹음 대기 상태로 갑니다.

녹음을 시작하기전에 파일의 이름을 확인 합니다.

9

파일 상태 표시
파일 상태는 재생 파일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표시 됩니다.

2. TRACK/INPUT 버튼을 눌러 녹음할 트랙을 선택
합니다.

3. RECORD [0 ]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 합니다.
: 스테레오 파일
: 모노파일 2개

0

진행시간 표시
녹음된 시간을 표시합니다.(시간:분:초)

q

남은 녹음시간 표시
남은 녹음 시간이 선택 된 최대 파일 크기에 도달할
때까지 표시 됩니다 (시간: 분: 초). 녹음 시간이
SD 카드에 남아 있는 작은 경우, 그 대신 표시 됩니다.

2. TRACK/INPUT 버튼 을 눌러 로우컷 필터를

적용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3. 선택(강조)된 트랙에서 로우컷을 사용하기 위해
ENTER/MARK 버튼이나/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를 열어 줍니다.

4. 8/HOME 버튼을 눌러 녹음을 정지합니다.
녹음을 일시 정지 하려면 RECORD 버튼을 누릅니다.
[0 ]은 녹음할 때 누릅니다. RECORD
[0 ]을 다시 누르거나7/9버튼을 누르면 같은

4. 휠을 사용하여 마이크 입력에 대한 로우컷 주파수를
변경합니다.
설정 : OFF, 40 Hz, 80 Hz,

120 Hz, 220 Hz

w

5. ENTER/MARK 나 . 버튼을 눌러 설정 합니다.

피크 표시(dB)
입력 신호의 피크값이 표시됩니다.

숫자(주파수)가 더 큰 경우 더 넓은 대역에 걸쳐 낮은
주파수를 감쇠 시킬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녹음이 재개 됩니다.

녹음을 일시 중지 한 후 8/HOME 버튼을 누르면
일시 중지까지 기록 된 소리의 오디오 파일이 생성
됩니다.
녹음 대기에 대하여
이 기기는 전문적인 사용을 위한 레코더 같은 대기 상태
기능으로 이 대기 상태에서 입력된 레벨 설정 구성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신속하게 녹음을 시작 수 있습니다.
녹화 대기 상태에 REC 표시등이 깜박이고 녹음이 화면에
표시 됩니다.

입력 레벨의 조절

1. INPUT LEVEL 버튼을 누르면 INPUT LEVEL
과 함께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레벨 제어 기능 사용
녹음시 마이크 입력의 레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1. INPUT 버튼을 눌러 설정 화면을 호출합니다.
2. TRACK/INPUT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합니다.
3. 휠을 돌려 선택 (강조 표시) 한 후 LEVEL CTRL 누르고
ENTER/MARK나/를 눌러 팝업 설정 합니다.

4. 휠을 돌려 (강조 표시) 원하는 기능을 선택 하 고 ENTER/
MARK 혹은 . 를 누릅니다. 휠을 사용 하는 경우 또는.
2. TRACK/INPUT 버튼을 눌러 선택한 츠랙의
녹음 레벨을 조절합니다.

3. INPUT LEVEL 볼륨은 오른편의 패널에서 조절
합니다. 입력된 소리 너무 크게 되면 상위 패널의
피크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tg 마크 레벨이 -12 dB" 위치에 표시 됩니다.
피크 표시기가 나타나지 않도록 레벨을 설정 합니다.

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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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설정
FILE FORMAT

파일포맷 설정
BWF: 16/24 bit
WAV: 16/24 bit,
MP3: 32 - 320 kbps

SAMPLE RATE

샘플링 속도
44.1 kHz, 48 kHz, 96 kHz
(96 kHz for BWF/WAV 만)

팝업이 사라지고 수치의 변경ㅇ 가능해 집니다.
피크억제
이 기능은 입력된 소리가 너무 크게 입력 될 때 적절 한 녹음
레벨이 되도록 자동으로 낮춰주는 기능으로 수동으로 녹음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부적절한 레벨로 인한
영향을 주는 음악을 녹음 하는 데 유용 합니다. 이 기능을 해제
설정 된 후 기능이 유지 됩니다.

입력 제한기

4. 설정이 완료되면 8/HOME 버튼을 눌러 홈 스크린

녹음 메뉴의 구조
메뉴 화면에 REC 설정 항목을 사용하여 다양한 설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급격하고 과도한 입력 왜곡을 방지하는 목적의
녹음 레벨을 변경 하려는 경우 유용 합니다.
녹음중 수동으로 제한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RE REC

사전 녹음기능
on/off

DUAL REC

이중녹음 기능 설정
모드/레벨/포맷

MS MIC

MS 마이크 설정 기능
MS 모드, 입력

재생

재생녹음
홈 스크린에서 재생 하는 동안 중지 버튼을 누르고
7/9 버튼을 눌러 생을 시작 합니다.

컴퓨터와 연결
기기에서 SD 카드에 오디오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USB로 컴퓨터에 연결 하는 장치나 컴퓨터 또한 오디오
파일을 전송 할 수 있습니다.

1. 포함된 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연결합니다.
일시정지
홈 스크린에서 재생 하는 동안 7/9 버튼을 누르면
일시정지 합니다.
정지
홈 스크린에서 재생 하는 동안8/HOME 을 누르면
트랙이 정지되며 일시정지 상태가 됩니다.
다시 8/HOME 버튼을 누르면 트랙은 완전히 정지
합니다.

고속 되감기와 고속 선행(찾기)
홈 스크린이 열린 상태에서 트랙이 정지 되었거나
재생중인 상태에서. 버튼이나/ 버튼을 누르면
고속으로 곡의 앞뒤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원이 꺼져 있으면 켭니다.

2. USB 선택 화면에서 STORAGE를 선택하고 ENTER/
MARK를 누릅니다. 이 기기와 컴퓨터를 연결 하는 버튼
입니다. USB 연결이 표시 됩니다.

3. 컴퓨터에서 이 기기의 연결 상태가 DR-44WL로 표시
됩니다.

컴퓨터와 파일 교환
컴퓨터에 "DR-44WL" 드라이브를 클릭하고
"음악"와 "유틸리티" 폴더의 "음악" 폴더 를 열고 컴퓨터에
파일을 전송 합니다.
폴더 및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파일을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컴퓨터에서 파일을 전송합니다.
드래그 앤 드롭으로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음악"에 보통 보관 하는것을 참조하십시오.

재생위치 움직이기

Wi-Fi를 통하여 스마트 폰과 기기를 연결

경고
이 제품은 다음의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 되었
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EU 회원)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을 포함하여 상기 이외의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 합니다.
WiFi를 사용하는 경우 각 나라의 규정에 따라 기능이 제한
됩니다. 이 기기를 사용하기 전에 각 나라의 법률을 확인
하십시오.
원격 제어에 의해 이 기기를 작동할 수는
무료 전용 응용 프로그램 (DR CONTROL)이 제공 됩니다.
재생이나 전송 컨트롤 작업이 가능하고 스테이션의 조정할
Wi-Fi를 통해 더 많은 기능의 구현이 가능합니다.입니다.

전용의 응용 프로그램 (DR CONTRO) 설치 하는 방법
1. 스마트폰을 인터넷에 연결 합니다.
2. 만약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기기라면 구글 플레이에서
전용의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십시오.
iOS의 경우 App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합니다.

홈 스크린에서 트랙이 정지 되었거나 재생중에 휠을
돌려 곡의 원하는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재생 위치로 이동한 후 일시 중지. 선택된 재생을 위한
건너뛰기
홈 화면에 열려있는 동안. 이나/ 을 눌러 원하는
파일을 재생합니다.
재생중에. 을 누르면 이전 곡으로 건너뛰며 /
버튼을 누르면 재생중인 곡의 중간 지점 이상이면
다음 곡으로 건너 뛰게 됩니다.

기기와 컴퓨터를 분리하기
USB 케이블의 연결을 해제 하기 전에 컴퓨터에서 마운트
해제 기능을 수행하여 분리 합니다.
외부 장치를 마운트 해제 하는 방법에 대 한 지침은
컴퓨터의 조작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설정과 정보 표시

내장 스피커 끄기
재생 볼륨의 조절
헤드폰과 라인 출력단자
/LINE OUT 을 통해 출력되는
소리의 출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OUTPUT LEVEL (+/− )
버튼을 홈스크린에서 사용하여 줍니다.

다음의 순서 MENU w TOOLS w SPEAKER
대로 거친 후 스피커를 OFF 시킵니다.
시스템 설정
시스템 메뉴를 사용하여 설정을 사용자가 지정합니다.
기기의 내부 기능으로 기기의 설정 초기화 및 SD 카드를
포맷 합니다.

Wi-Fi를 통하여 스마트 폰과 기기를 처음으로 연결
스마트폰 하는 장치를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해 Fi. 따라서, 당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 장치
예: 라우터, 또는 Wi-Fi 네트워크 환경.
연결 하기만 하면 장치 고
스마트폰입니다.
당신의 smartphone에 단위를 연결 하는 동안 당신은
스마트폰 외부 Wi-Fi를 연결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iOS 기기를 사용할 때
1. Wi-Fi 버튼을 누르면 표시등 깜박임입니다.
팝업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2. 스마트 폰에서 처음으로 연결하는 경우 입니다.
ENTER/MARK 버튼을 누릅니다.

1. MENU를 선택하고 SYSTEM을 지정 합니다.
ENTER/MARK 버튼을 눌러줍니다.
2. 각 내용 대한 필요한 설정을 구성 합니다.

3. "SSID"와 "암호화 키"가 표시창에 나타납니다.
기기가 WPS 모드로 자동 전환 됩니다.

노트
WPS 모드는 안드로이드 장치를 위한 푸시 버튼을
사용하여 쉽게 Wi Fi 장치 사이의 연결에 대한 표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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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 iOS 기기에서 Settingw “Wi-Fi”.

NOTE
WPS 모드는 Wi Fi 장치 간에 쉽게 연결을 위한
표준입니다. 이 기기는 iOS 장치에 대한 PIN 코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4. 안드로이드 기기의 "설정" w"Wi- "Fi"를 선택 합니다.

-

Wi-Fi를 통하여 스마트 폰과 기기를 두번째 혹은 종종
연결 할 때
사용하는 smartphone에 장치를 연결 하면, SSID를 선택
하여 간단하게 나중에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iOS 기기를 사용할 때

1. Wi-Fi 버튼을 누르면 기기의 Wi-Fi 등이 깜빡입니다.
팝업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2. 8/HOME 버튼을 누르면 이전 연결 되었던 스마트폰과
연결 됩니다.

5. iOS 장치에서 Wi-fi를 설정 하면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
SSID 목록이 나타납니다. SSID는 장치 디스플레이에
표시에서 선택 합니다.

5. 안드로이드 장치에서 Wi-fi를 설정하면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 SSID 목록이 나타납니다. SSID는 장치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를 선택 합니다.

3. 표시에 팝업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기기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기다리는 상태가 됩니다.

4. iOS 장치에서 "설정" w"Wi-"Fi"를 선택 합니다.
5. iOS 장치에서 Wi-fi를 설정하면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
SSID 목록이 나타납니다. SSID는 장치 디스플레이에서
표시를 선택 합니다.

6. 기기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설정 및 Wi-Fi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의 연결

1. Wi-Fi 버튼을 누르면 Wi-Fi 등이 깜빡입니다.
팝업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6. IOS 장치에서 암호 입력된 화면이 나타납니다. 장치의
디스플레이에 표시 된 암호화 키를 입력 합니다.

2. 8/HOME 버튼을 누르면 이전 연결 되었던 스마트폰과

7. 단위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설정 및 Wi-Fi 표시등에

연결 됩니다.

불이 들어옵니다.

6. 안드로이드 장치의 비밀번호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안드로이드 기기를 사용할 때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표시 된 암호화 키를 입력 합니다.

7. 기기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설정 및 Wi-Fi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1. Wi-Fi 버튼을 누르면 Wi-Fi 등이 깜빡입니다.
팝업 메시지가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노트

2. ENTER/MARK를 눌러 스마트폰에 새롭게 연결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안드로이드 장치에 대한 작업은 스마트폰
기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rtphone의 작업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3. 표시에 팝업 메시지가 사라집니다 기기는 스마트폰과
연결을 기다립니다.

4. 안 드 로이드 기기의 "설정" w "Wi-Fi"를 선택 합니다.
5. 안 드 로이드 장치에서 Wi-fi를 설정 하면 무선 인터넷
접속 장치 SSID 목록이 나타납니다. SSID는 장치
디스플레이에t서 표시를 선택 합니다.

6. 기기와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 설정 및 Wi-Fi 표시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3. "SSID"와 "암호화 키"가 표시창에 나타납니다.
기기가 WPS 모드로 자동 전환 됩니다.

노트
위에서 설명한 안드로이드 장치에 대한 작업은 스마트폰
기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martphone의 작업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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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폰에 의한 원격제어
전용의 응용 프로그램 (DR CONTROL)은 기기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화면을가지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에 의해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응용 프로그램에서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기기를 직접
조작할 때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DR CONTROL"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 하기 전에
장치를 작동 하는 방법을 확인 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을 더욱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귀하의 스마트폰에 Wi Fi를 통해
"DR CONTROL"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2. "DR CONTROL" 응용 프로그램 시작 후에
스마트폰에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원격으로 장치를 작동 제어 할 수 있습니다.

"DR CONTROL"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Global Site (http://teac-global.com/).
스마트 폰으로 파일 전송

1. "DR CONTROL"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2. 기기에서 파일 목록 "찾아보기"가 나타납니다.
전송 하려는 파일을 선택 합니다.

3. 파일 세부 정보 화면이 나타납니다. "복사"를 누르십시오
4. 파일 복사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파일 전송에서 "예" 를 눌러 줍니다.

TASCAM DR-44W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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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MENU w REC SETTING w PRE REC’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빠른 참조

• 버튼의 이름은 MENU 로 나타납니다.
.
• 지시는 줄여서 표시 됩니다. 예를 들어 ' 홈 화면, MENU

눌러, “REC SETTING” 메뉴를 선택한 후 “PRE REC” 항목

• 자세한 작업 절차에 대 한 참조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카테고리

원하는 작업

기능의 명칭

홈 스크린의 돌아가기

만약 진행 하는 방법에 대한 확신이 되면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홈 스크린
w RECORD w RECORD
녹음에 사용된 현재 설정으로 시작 됩니다.

녹음
기본기능

홈 스크린 w 7/9
재생하는 파일을 보여 줍니다.(선택 된)

파일의 재생

OUTPUT LEVEL (+/-)

재생 볼륨 조절

헤드폰, 스피커 등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재생파일 선택

홈 스크린
w .//
찾아보기 기능은 경우 편리 하게 많은 파일 탐색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 변경

홈 스크린
w MENU w REC SETTING w FILE FORMAT
BWF 포맷, WAV 포맷 등 녹음에 사용되는 파일 형식을 지정 합니다.

로우 컷 필터 설정

로우 컷 필터 기능

녹음
입력 레벨 자동 조절
다른 입력에 의한 2개의
동시 녹음

홈 스크린
레벨 조절 기능

2중 녹음 기능

MS 마이크 사용
마크 기능 더하기

마킹 기능

수동으로 트랙 증가

자동으로 파일 변경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자동으로 트랙 증가

홈 스크린
w MENU w REC SETTING w MS MIC
MS 마이크에 대한 설정을 구성 합니다.
녹음화면
w ENTER/MARK
이 기능은 인덱스 재생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파일에 표시

파일조작
(4채널 모드
에서만)

홈 스크린 w MENU w AUTO FUNCTION w TRACK INCREMENT
이 기능은 자동으로 설정된 크기에서 다른 트랙으로 파일을 증가시키는 기능

w MENU w REC SETTING w PRE REC

녹음 버튼을 누르기 이전의 소리에 대하여 녹음 데이터로 간주합니다.

w MENU w BROWSE w Wheel w QUICK w INFORMATION

이 기능을 사용 하 여 녹음, 파일 크기 등의 날짜를 확인 합니다.

파일 지우기

홈 스크린 w MENU w BROWSE w Wheel w QUICK w FILE DELETE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파일 지우기

홈 스크린 w QUICK w DELETE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합니다.

동시에 폴더의 모든
파일 삭제

홈 스크린 w MENU w BROWSE w Wheel w QUICK w ALL DELETE
폴더 안의 모든 파일을 동시에 삭제 합니다.

파일 분할

분할 기능

홈 스크린 w MENU w SYSTEM w INFORMATION

기기와 카드에 대한
정보 확인
자동 절전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한 기능 설정 변경

홈 스크린 w QUICK w DIVIDE
하나의 파일을 2개로 분할 합니다.
홈 스크린 w MENU w SYSTEM w DATE/TIME
이 기능을 사용하여 파일에 기록하는 기록 날짜와 시간을 설정 합니다.

날자 시간 설정

기기의 펌웨어 버전 및 카드에 남아 있는 공간의 크기를 확인합니다.

자동 절전 기능

홈 스크린 w MENU w POWER/DISPLAY w AUTO PWR SAVE
자동으로 절전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설정
홈 스크린 w MENU w POWER/DISPLAY w BACKLIGHT
백 라이트의 설정을 변경

백라이트 설정을 변경
기기설정

w/

다른 파일을 변경하고 노래 사이의 간격에 같이 녹음을 계속 하려면 이 기능을 사용

홈 스크린
파일 정보 확인

w INPUT w INPUT SETTING w LEVEL CTRL

홈 스크린
w MENU w REC SETTING w DUAL REC
2중 녹음 기능에 대한 설정을 구성합니다

홈 스크린
사전 녹음

w INPUT LEVEL

이 기능은 녹음 레벨을 자동으로 변경하여 최대 레벨 이상의 녹음을 방지 하기 위한 기능.

녹음화면

수동으로 기록 하는 동안
스위치 파일

녹음을 누르기 전에 사전에
녹음을 시작합니다

홈 스크린
w INPUT w INPUT SETTING w LOW CUT
이 기능은 잡음과 낮은 주파수 소리를 제거합니다. 컷오프 주파수 선택
홈 스크린 w INPUT LEVEL
w TRACK/INPUT
레벨 미터 가이드 표시를 사용하여 녹음 레벨 조정

입력 레벨 수동 조절

기타
녹음 기능

절차, 버튼 사용 설명

8/HOME

홈 스크린 w MENU w POWER/DISPLAY w CONTRAST
화면의 명암을 조절

화면 명암 조절

홈 스크린

건전지의 종류

w MENU w POWER/DISPLAY w BATTERY TYPE

건전지의 종류를 설정. 이 기능은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남은양을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홈 스크린 w MENU w POWER/DISPLAY w PHANTOM VOLT

팬텀전원 전압설정
공장 초기화
SD 카드의 포맷
파일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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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화 기능

홈 스크린 w MENU w SYSTEM w INITIALIZE
공장 초기화 상태로 되돌림

포맷기능

홈 스크린 w MENU w SYSTEM w MEDIA FORMAT
카드의 포맷
홈 스크린 w MENU w SYSTEM w FILE NAME
자동으로 할당 된 파일 이름에 사용 되는 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라 생각들 때

메시지
다음은 팝업 메시지의 목록입니다.
이러한 팝업 메시지 중 하나가 나타납니다 경우 확인 하려면이 목록을 참조 하십시오
문제 처리 방법을 결정 하기 위하여 참조 하십시오.
메시지
Battery Empty

Can't Divide
Card Error
Card Full
Current File MP3

Dup File Name

File Full

의미와 문제를 다루는 방법
건전지가 소모 되었습니다. 교환 하여 주십시오.
분할 하려는 파일의 선택된 포인트의 시작 또는 파일의 끝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카드가 불량입니다. 카드를 교환 하십시오.

카드에 남은 용량이 적습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거나
컴퓨터로 파일을 옮겨 용량을 확보하십시오.

장치가 제대로 작동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점검 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으면, 구입처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기기가 켜지지 않을 경우

• 배터리가 소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설치된 배터리의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 합니다.
• AC 어댑터 (GPE053B)와 함께 제공 된 케이블을 확인하고
콘센트와 장치의 USB 커넥터에 연결 합니다.

•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케이블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USB 허브를 통하는지 확인 합니다.

•

HOLD/

스위치가 HOLD에 의해 제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꺼질 때
MP3 파일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

만들어진 파일의 동일한 이름을 가진 파일이 같은 폴더에
존재합니다. 분할 함수 추가 "a" 또는 파일 이름 끝에 "b"를
붙혀 중복을 피합니다.

자동 절전 기능이 켜져 있는지 확인 합니다. ( w "자동 절전 기능 설정"에서 "설정
및 정보 참조 설명서의 표시 ")

i 이 기기는 유럽 대기 전력 규정을 준수 (ErP) 합니다. , 자동 절전 기능 작동 여부에

관계 없이 기기는 AC 어댑터 또는 건전지에 의해 자동 절전 기능을 사용 하지 않으
려면 "OFF"로 설정 합니다. (공장 기본값은 "30 분"입니다.)

폴더안의 파일의 허용 수치는 최대 5,000개 까지 입니다.
불필요한 파일을 지우거나 컴퓨터로 옮겨 줍니다.

기기의 조작이 되지 않을 때

File Name ERR

파일 이름의 문자 수가 200을 초과 했습니다.
"a" 또는 "b"를 파일 이름에 추가하여 중복을 피합니다.
파일에 사용하는 문자는 컴퓨터와 편집 장치 이름 보다는
적은 198 문자 까지 입니다.

스위치가 HOLD에 의해 제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 HOLD /
•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 하였는지 확인. 연결시 화면에 표시.
SD 카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File Not Found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File Not Found
Make Sys File

시스템 파일이 손상 되었습니다. 메뉴에서 ENTER/MARK
버튼을 눌러 시스템 파일을 생성 합니다.

File Protected

파일의 속성이 읽기전용입니다. 삭제할 수 없습니다.

Format Error
Format CARD

SD 카드가 제대로 포맷 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카드가 망가진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USB를 통해 연결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포맷 된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항상 DR-44WL에서 포맷하여야
합니다. 메뉴에서 ENTER/MARK를 눌러 포맷합니다.
포맷하면 SD 카드의 모든 내용이 지워집니다.

Invalid Card
Change Card

형식이 다른 카드 입니다. 올바른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Invalid SysFile
Make Sys File

올바른 시스템 파일이 아닙니다.
메뉴에서 ENTER/MARK를 눌러 올바른 시스템 파일을
생성 합니다.

I/O Too Short
Layer too Deep
Max File Size

MBR Error
Init CARD

•

카드가 올바르게 삽입되었는지 확인

기기가 재생되지 않을 때

• WAV 파일을 재생 하려는 경우 기기가 지원하는 샘플링 주파수 인지 확인.
•

MP3 파일을 선택한 경우 기기가 지원하는 샘플링 주파수 인지 확인.

스피커를 통해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
•
•
•
•

헤드폰의 연결 여부를 확인.
SPEAKER 를 OFF 하였는지 확인
모니터 시스템과의 연결 확인.
모니터 시스템의 볼륨이 최소화 되었는지 확인.
출력 레벨이 최소화 되었는지 확인.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

시작점과 끝점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적절한 간격을 유지 하십시오.
폴더에 두 개의 레이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폴더를 만들 수 없습니다.
파일이 지정 된 크기 보다 큽니다.
SD 카드가 제대로 포맷 되지 않은 경우 입니다.
카드가 망가진 경우 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메뉴에서 ENTER/MARK를 눌러 포맷합니다.
포맷하면 SD 카드의 모든 내용이 지워집니다

•
•
•

모니터 시스템과의 연결 확인.
모니터 시스템의 볼륨이 최소화 되었는지 확인.
출력 레벨이 최소화 되었는지 확인.

녹음이 되지 않을 때

•
•
•
•
•

외부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연결을 다시 확인 합니다.
입력 신호의 게인을 확인.
입력 레벨이 너무 낮은지 확인.
SD 카드의 용량이 꽉찾는지 확인.
적정 파일의 수에 도달 하였는지,최대치를 확인
입력 레벨이 적을 때

No Card

녹음 가능한 카드를 삽입하여 줍니다.

No PB File

재생 가능한 파일이 없습니다.

Non-Supported

기기가 지정하지 않는 파일 형식 입니다.
컴퓨터를 연결하여 확입 합니다.

Switched To Internal
전원이 USB 버스 파워에서 내부의 배터리로 전환 되었습니다.
Battery
Write Timeout

SD 카드에 쓰기 시간이 초과 되었습니다.
컴퓨터에 내용을 옮기고 SD 카드를 포맷합니다.

•
•

입력 레벨을 확인
출력 레벨을 확인
녹음된 소리가 찌그러질 때

•
•

입력 레벨이 너무 높은지 확인
리버브 기능을 OFF
재생되는 소리가 부자연 스러울 때

•
•
•
•

재생 속도가 바뀌었는지 확인.
재생 이퀄라이저를 OFF
레벨 조절 기능을 의 OFF
리버브 기능을 OFF
파일을 지울 수 없을 때

•

컴퓨터에서 파일 속성이 쓰기 방지용으로 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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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기의 파일이 컴퓨터에 표시 되지 않습니다.

•
•
•

녹음시간
컴퓨터와 연결된 USB 케이블을 확인.
USB 허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녹음 대기 상태에서 단위 녹음하려는지 확인.

기기가 스 마트폰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들 사이의 통신이 중지 될 때

• Wi-Fi 기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
• 사용하는 Wi Fi 장치 사이의 거리를 확인 하고 기기와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벽 이나 장애물이 사이에 있는지 확인 합니다.
Wi Fi 장치는 이 기기의 후방 쪽으로 기기 자체의 통신 인터럽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 Fi 장치 와 기기의 위치를 변경 합니다.

•
•

기기를 껏다가 켭니다.
DR-44WL에 등록된 Wi-F- 기기를 지우고 다시 등록합니다.

SDHC 카드
용량

파일포맷(녹음으로 설정시)

4 GB
WAV/BWF 16 bit (스테레오)

44.1 kHz 6시간 44분

WAV/BWF 24 bit (스테레오)

96 kHz

2시간 4분

•

위에 표시 된 기록 시간은 추정치입니다. 시간 사용은 SD, SDHC, 그리고 SDXC 카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에 표시 된 기록 시간은 연속 녹음 시간이 아닙니다.SD, SDHC, 그리고 SDXC
카드에 대한 총 녹음 시간입니다.

•

모노 WAV 포맷에서에 기록 하는 경우 최대 녹음은 두배로 증가합니다.

•

듀얼 녹음 WAV/BWF 형식으로 녹음 또는 4 채널 녹음하는 경우 최대 녹음은 위의
수치의 절반입니다.

연결 된 컴퓨터에 대한 요구 사항
지원 되는 운영 체제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내용은 TEAC 글로벌 사이트
(http://teac-global.com/)를 확인 합니다.
지원되는 운영체제

규격

Windows: Windows XP, Windows Vista, Windows 7, Windows 8 (including 8.1)
Mac: Mac OS X 10.2 or later

등급

Wi-Fi

녹음 미디어

무선표준

SD card (64 MB - 2 GB), SDHC card (4 GB - 32 GB), SDXC card
(64 GB - 128 GB)

Compliant with IEEE 802.11b/g/n (2.4 GHz only)

녹음 포맷
무선통신 모드

BWF: 44.1/48/96 kHz, 16/24 bit
WAV: 44.1/48/96 kHz, 16/24 bit
MP3: 44.1/48 kHz, 32/64/96/128/192/256/320 kbps

Simple access point (Limited AP)
보안

WPA2-PSK (WPS2.0-supported)

채널의 수

표준

4 channels
i 4CH mode

mono: Up to 4 files
Stereo: Up to 2 files
Stereo (1 file) + mono (up to 2 files)

i MTR mode

전원공급

4 AA batteries (alkaline or NiMH)
USB bus power from a computer
Dedicated AC adapter (GPE053B supplied with the unit)

mono: Up to 4 files

입력과 출력

소비전력

외부 마이크/라인 입력 잭(팬텀전원 사용)

2.5 W (maximum)
배터리 사용시간(연속 사용시)

Connector: XLR-3-31, φ6.3 mm (1/4”) TRS standard jack
라인 출력 잭

•

Connector: φ3.5 mm (1/8”) stereo mini jack

알카라인 건전지(EVOLTA)
포맷

Recorded in 2ch WAV, 44.1
kHz, 16 bit

내장 스피커

0.3 W (mono)

•

USB 단자

노트

When MIC input is selected
About 16 hours
(phantom is not used)

니켈 수소전지(eneloop)
포맷

Connector: Micro-B type
Format: USB 2.0 HIGH SPEED mass storage class

동작시간

Recorded in 2ch WAV, 44.1
kHz, 16 bit

동작시간

About 12 hours

오디오 성능

노트

When MIC input is selected
(phantom is not used)

노트

주파수 특성

팬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사용 하는 마이크에 따라 짧아질 수 있습니다.

20-20 kHz +1/-3 dB (EXT IN to LINE OUT, 44.1 kHz sampling frequency, JEITA)
20-22 kHz +1/-3 dB (EXT IN to LINE OUT, 48 kHz sampling frequency, JEITA)
20-40 kHz +1/-3 dB (EXT IN to LINE OUT, 96 kHz sampling frequency, JEITA)

크기

79 × 162.2 × 42.5 mm (W × H × D)

찌그러짐

무게

0.05% or less (EXT IN to LINE OUT, 44.1/48/96 kHz sampling frequency, JEITA)

346 g/251 g (건전지 포함/ 건전지 미포함)

신호 : 잡음비

동작온도

92 dB or higher (EXT IN to LINE OUT, 44.1/48/96 kHz sampling frequency, JEITA)

0 °C–40 °C

Note: JEITA indicates compliance with JEITA CP-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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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은 실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규격은 성능 개선을 위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자세한 규격은 설명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