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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 전원 어댑터를 사용하세요, 어댑터 손상시 즉시 어댑터를 교체하십시오.

•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제품 이상 시에는 AS센터에 맡기십시오.

• 제품을 외부기기에 연결할 때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연결하셔야 합니다.

• 연주시에 최대 볼륨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니 전열기구로부터 떨어지게 해주세요.

• 액체, 먼지등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제품의 고장의 원인이 되니 주의하세요.

••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를 뽑지 마시고 제품을 닦을 때에도 전원을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닦을 때에는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시고 알코올등의 화학 용제로 닦으면 제품 표면을 손상 시킬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세요.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분리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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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어댑터

전용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어댑터의 젠더를 제품 후면 패널의 단자에 연결하고 220V용 콘센트를 

연결하세요. (주의사항 : 전압과 전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외부출력/ 헤드폰 연결

    ◆ 외부출력 : 전원이 꺼진 상태의 제품과 연동할 오디오 장치에 오디오 케이블을 이용하여 제품의 후면 

패널의 PHONES/OUTPUT 단자에 연결하고 반대쪽 젠더를 외부 오디오장치의 입력 단자에 연결하세요.

    ◆ 헤드폰 연결 : 헤드폰의 연결 젠더를 제품의 후면 패널의 PHONES/OUTPUT 단자에 연결하세요.     ◆ 헤드폰 연결 : 헤드폰의 연결 젠더를 제품의 후면 패널의 PHONES/OUTPUT 단자에 연결하세요. 

연결하면 헤드폰으로 소리가 출력되어 외부에 소리가 나가지 않게 됩니다.

※주의!  헤드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 볼륨을 오래 유지하여 사용하면 청력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이크 연결 및 오디오 입력

    ◆ 마이크 연결 : 마이크를 MIC 단자에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 오디오 연결 : 본 제품은 스테레오 입력 단자를 통해 다양한 외부기기의 소리를 제품의 스피커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오디오 케이블 한쪽 젠더를 재생하는 장치의 출력단자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오디오 케이블 한쪽 젠더를 재생하는 장치의 출력단자에 

연결하고 반대편 한쪽의 젠더를 제품의 뒷면 패널의 AUDIO INPUT 단자에 연결한 후 제품의 전원을 

켜십시오.

    MP3 음악 듣기

제품의 후면 패널 UDISK 단자에 MP3 파일이 들어 있는 USB 메모리를 꼽으십시오. (최대 32GB까지 지원)

    ◆ 상단 패널의                           눌러 볼륨을 조정하세요.

    ◆ 이전 트랙으로 가려면                버튼, 다음 트랙으로 가려면                 버튼을 누르세요, 

연주나 일시정지는            누르시고, 연주를 정지하려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연주나 일시정지는            누르시고, 연주를 정지하려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 전체 수록곡을 연속 재생 또는 랜덤 재생, 한곡만 재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Effeck] 버튼을 누르면 기본, 팝, 락, 재즈, 클래식 이펙트로 선택할수 있습니다

[POWER On/Off] 버튼을 누르면 건반에 불이 들어오고 표시창이 켜지고 현재 선택된 음색과 템포 및

여러 설정이 표시됩니다.

    라이팅 건반

본 제품의 건반은 발광 건반으로 연주 및 연습 데모곡 연주시에 건반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본 설정은 건반에 불이 들어오게 설정되어 있으며, 변경할 때는 [KEY LIGHTING] 버튼을 누르면 

변경됩니다.

    마스터 볼륨 조정

주 음량을 조절할 때 [MASTER VOL +/-] 버튼으로 조정하십시오. 표시창에는 현재의 볼륨이 표시되어 주 음량을 조절할 때 [MASTER VOL +/-] 버튼으로 조정하십시오. 표시창에는 현재의 볼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볼륨 값으로 가려면 [MASTER VOL +/-]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반주 볼륨 조정

반주 볼륨을 조정할 때 [ACCOM VOL +/-] 버튼으로 조정하십시오. 표시창에는 현재의 볼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볼륨 값으로 가려면 [ACCOM VOL +/-]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음색 선택

본 제품은 255여가지의 음색을 선택할 수 있고 표시창에는 현재 선택된 음색의 번호가 TONE 옆에 숫자로 

표시됩니다. [TIMBRE] 버튼을 누르고 번호버튼으로 입력하거나 “+” / ”-“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표시됩니다. [TIMBRE] 버튼을 누르고 번호버튼으로 입력하거나 “+” / ”-“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000 피아노 음색입니다.

    퍼커션 기능

본 제품에 [KEYBOARD PERCUSSION] 을 누르면 건반을 타악기 연주 모드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건반에는 타악기 음색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기능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 기능은 해제됩니다.

    데모곡 재생

본 제품에는 50곡의 데모곡이 내장되어 있고 [DEMO SONG] 버튼 누르면 활성화 되며, 표시창에는 

데모곡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또한 연주하는 곡의 음에 해당하는 건반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모곡을 데모곡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또한 연주하는 곡의 음에 해당하는 건반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데모곡을 

변경하고 싶으면 번호 버튼으로 해당하는 번호를 입력하거나 “+” / ”-“  버튼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주 도중 [TIMBRE]버튼을 누르고 번호버튼으로 입력하거나 “+” / ”-“  버튼으로 연주하는 악기의 음색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데모곡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START / STOP] 또는 [DEMO SONG]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리듬 선택

본 제품에는 255여가지의 리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려면 [RHYTHM] 버튼을 누르십시오 

표시창에 “RHYM”과 기본 설정된 “000”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번호 버튼을 입력하거나 “+” / ”-“ 버튼을 

이용해 원하는 리듬을 선택하여 연주하십시오.

    리듬 컨트롤

1. 리듬 켜기

    ◆ [START/ STOP] 버튼을 누르세요.     ◆ [START/ STOP] 버튼을 누르세요. 

    ◆ 다음으로 [SYNC]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SYN”이 표시되고 박자 표시가 깜빡이며 활성화됩니다. 

코드키 영역 (저음 건반으로 1~19번까지) 건반을 누르면 리듬이 연주가 시작됩니다.

2. 변주

리듬 연주시 [FILL-IN] 건반을 누르면 일반 반주중 변주하게 됩니다.

3. 리듬 연주 중지

※ 리듬 연주중 [START/ STOP] 버튼을 누르면 연주가 중지됩니다.

        메트로놈

메트로놈은 1/4, 2/4, 3/4, 4/4 총 4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ETRONOME] 버튼을 눌러 원하는 

박자를 선택합니다.

    템포 설정

연주 속도를 조정하려면 [TEMPO +/-] 버튼을 누르세요. 기본 설정 값으로 돌아가려면 두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됩니다.

    싱글 코드

리듬 기능 연주 상태에서 [SINGLE CHORD]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SIN”이 표시되고 건반 하나로 

코드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Page 5. 싱글 코드표 참조)

    핑거드 코드

리듬 기능 연주 상태에서 [SINGLE CHORD] 버튼을 누르고 코드 영역 건반의 코드 운지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Page 5. 핑거드 코드표 참조)

    코드 오프

싱글 코드나 핑거드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CHORD OFF] 버튼을 누르세요

    



    코드 음색 설정

싱글 코드, 핑거드 코드 연주중에 [CHORD TIMBRE] 버튼을 누르면 코드 연주 음색을 변경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본 코드 반주 음색으로 변경됩니다.

메모리 기능을 사용하면 자주 사용하는 연주 설정을 (음색, 리듬, 템포등의 연주 설정) 저장하여 연주시 

빠르게 원하는 설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3가지의 설정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주 설정 저장

본 제품의 [MEMORY] 선택부의 [MEMORY1]~ [MEMORY3]에 원하는 음색, 리듬, 템포, 코드 모드를 

설정한 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연주 설정 불러 오기

본 제품의 [MEMORY] 선택부의 [MEMORY1]~ [MEMORY3]에 저장된 설정 중 원하는 설정 상태의 본 제품의 [MEMORY] 선택부의 [MEMORY1]~ [MEMORY3]에 저장된 설정 중 원하는 설정 상태의 

메모리 번호를 누르세요.     

※ 저장된 설정은 전원이 꺼진 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조옮김 기능

[TRANSPOSE] 버튼을 눌러 이 기능을 사용하면 어려운 운지의 곡을 쉬운 운지로 연주할수 있습니다. 

[TRANSPOSE+] 또는 [TRANSPOSE-] 버튼을 눌러 키를 조정하면 되고 조정 영역은 +- 6 이며 

[TRANSPOSE+], [TRANSPOSE-] 버튼 동시에 누르면 기본 키로 복귀합니다.

    서스테인 기능

[SUSTAIN]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SUS”가 표시되고 피아노의 서스테인 페달의 효과로 연주하게 됩니다. 

한번 더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능은 비활성화 됩니다.한번 더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능은 비활성화 됩니다.

    비브라토 기능

[VIBRATO]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VIB”가 표시되고 비브라토 효과로 연주하게 됩니다. 

한번 더 해당 버튼을 누르면 기능은 비활성화 됩니다.

    건반분리 기능

[SPLIT]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SPLIT”이 표시됩니다.

저음 건반의 24개의 건반과 나머지 건반의 음색이 분리되어 연주할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역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SPLIT]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건반분리 기능은 중지 됩니다.

    녹음 기능

[REC]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REC”이 표시되고 연주를 기록하게 됩니다.. 메모리가 가득 차면 자동으로 

녹음은 중지 됩니다. 

     ◆ 녹음된 연주를 재생하려면 [Play]를 누르면 표시창에 “PLAY”가 표시됩니다. 재생이 

끝나면 표시창은 다시 “REC”로 표시됩니다. 

     ◆ [REC]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녹음기능에서 벗어나면서 녹음된 모든 기록은 삭제 됩니다. 

해당 연주 녹음은 기능을 벗어나는 순간 제거되기 때문에 연주 기록은 보관되지 않습니다.해당 연주 녹음은 기능을 벗어나는 순간 제거되기 때문에 연주 기록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리듬 프로그래밍

[PROG]버튼을 누르면 리듬 프로그래밍이 활성화 되고 표시창에는 “PRG”가 표시됩니다. 

건반은 퍼커션 모드로 변경되어 연주자가 원하는 리듬 패턴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최대 32마디 패턴을 저장할수 있고 “PRG” 표시가 깜빡이면 프로그래밍은 중단됩니다. 

녹음된 리듬을 재생하려면 [Play]를 누르면 표시창에 “PLAY”가 표시됩니다. 

재생이 끝나면 표시창은 다시 “PRG”으로 표시됩니다. 

     ◆ [REC]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리듬 프로그래밍 기능에서 벗어나면서. 기록된 리듬은 삭제 됩니다.      ◆ [REC] 버튼을 다시 한번 누르면 리듬 프로그래밍 기능에서 벗어나면서. 기록된 리듬은 삭제 됩니다. 

해당 리듬 패턴은 기능을 벗어나는 순간 제거되기 때문에 연주 기록은 보관되지 않습니다.

    1단계 ONE KEY 교육기능

[ONE KEY] 버튼을 누른후 “LEARN”, “SONG”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 / ”-“ 버튼으로 교육할 연주곡을 

선택합니다.



연주되는 주 멜로디 음의 건반이 불이 켜지게 되며, 불이 들어온 건반의 안내에 딸라 연주하며 연주를 배우게 

됩니다. 모드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연주 연습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START/ STOP]이나 [ONE KEY] 버튼을 누르면 기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2단계 Follow 교육기능

[FOLLOW] 버튼을 누른 후 “LEARN”, “SONG”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 / ”-“ 버튼으로 교육할 연주곡을 

선택합니다. [FOLLOW] 교육에서는 올바른 음을 연주할수 있게 도움을 주고 해당하는 멜로디의 음의 건반이 

불이 들어오고 정확한 음을 연주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불이 들어오고 정확한 음을 연주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ONE KEY MODE는 음이 틀려도 지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START/ STOP]이나 [FOLLOW] 버튼을 누르면 기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단계 ENSEMBLE 교육기능 

[ENSEMBLE] 버튼을 누른 후 “LEARN”, “SONG” 기능을 활성화 한 다음 “+” / ”-“ 버튼으로 교육할 연주곡을 

선택합니다. 해당 교육 모드는 음의 길이와 정확한 음을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 멜로디의 해당음에 불리 켜지고 불이 켜지는 건반의 지시에 따라 연주하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음의 길이도 맞추어 연주해야합니다. 이는 정확한 음의 길이도 맞추어 연주해야합니다. 

3초이내에 해당하는 음을 연주하지 못하면 교육모드가 자동으로 정확한 연주를 재생하고 넘어갑니다.  

[START/ STOP]이나 [ENSEMBLE] 버튼을 누르면 기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