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주의 사항  

중요 안전수칙  

1.	 안전	수칙을	읽어보십시오.

2.	 안전	수칙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4.	 모든	안전	수칙을	따르십시오.

5.	 물	주위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헝겊으로	청소하십시오.

7.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환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8.	 라디에이터,	난방용	통풍장치,	스토브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9.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접지	형태의	플러그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접지형	플러그는	두	개의	날과	하나의	접지용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접지용	가지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10.	플러그나	콘센트,	그리고	기기에서	나오는	전선	부위가	밟히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11.	제조사가	지정하는	부품만을	사용하십시오.

12.	설계된	카트,	스탠드,	선반,	테이블만을	사용하십시오.

13.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시	플러그를	제거하십시오.

14.	전선이나	플러그가	훼손되거나,	액체를	기기에	쏟았거나	혹은	물체를	기기	위에	떨어뜨렸을	때,	

									비	또는	습기에	노출	되었을	때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경고  :  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나 습기가 높은 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  액체가 흐를 수 있는 곳의 주변에 본 제품을 놓지 않습니다.

본 마크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위한 표시로서, 전기쇼크의 위험에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 마크는 사용자에게 경고를 위한 표시로서, 제품 작동에 중요한 부분으로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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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CONTROL 패널 컨트롤 명칭

1.	 전원버튼

2.	 메인볼륨키

3.	 반주볼륨	버튼

4.	 템포(빠르기)버튼		

5.	 조옮김/조율	버튼

6.	 KBD	모드버튼

7.	 터치버튼

8.	 서스테인버튼

9.	 효과음버튼

10.	 코드버튼

11.	 SYNCHRO/FILL	IN	버튼

12.	 시작/멈추기	버튼

13.	 INTRO/	ENDING	버튼

14.	 메트로놈	버튼

15.	 VOICE/STYLE	버튼

16.	 [+][-]	버튼

17.	 SETUP	버튼

18.	 코드표	버튼

19.	 DEMO	재생버튼

20.	 3STEPS	버튼

20.	 3STEPS	버튼

21.	 녹음	버튼

22.	 재생버튼

23.	 LCD	DISPLAY

24.	 헤드폰	단자

25.	 DC12V	전원	단자

PANE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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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D DISPLAY  디스플레이 안내

1.	 VOICE	/	STYLE	/	DEMO	상태

2.	 VOICE	/	STYLE	/	DEMO	기능값	조정

3.	 템포	(빠르기)

4.	 박자	표시기

5.	 메트로놈

6.	 코드타입

7.	 CONTROL	:	코드,	건반분리,터치,효과,서스테인,비브라토

8.	 VOICE

9.	 STYLE

10.	 SONG

	LC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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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안전을 위해 ,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번개가 치는 날에는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NOTE
청력보호를 위해, 절대로 헤드폰을 사용 시에는 높은 볼륨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BASIC OPERATION  기본조작

TURING ON THE POWER (전원켜기)
전원을	켜거나	끌	때는	항상	볼륨을	가장	낮게	조정	한	후에	조작해주세요.

HEADPHONE JACK (헤드폰)
헤드폰을	헤드폰	단자에	연결하면,	외부	스피커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차단됩니다.

MUSIC REST (보면대)
아래	그림을	따라,		보면대를	설치하세요.

	BAS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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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THE MAIN VOLUME  (메인볼륨 조정)
볼륨	키	조작으로	원하는	볼륨을	선택해주세요.

DEMO PLAY (데모재생)
본	제품은	10개의	프리셋	데모곡과	100개	교육곡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1.	[DEMO/PLAY]	버튼을	누르면,	데모곡이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2.	숫자버튼	[0]~[9]	또는		[+/-]	버튼을	눌러	데모송을	선택합니다.

				01-09	데모		01~09	버튼을	누릅니다.

				10-99	데모	11~99버튼을	누릅니다.

				100~110	데모		[1]버튼을	길게	누른	후	LCD디스플레이에	1_	표시되면,	원하는	숫자버튼을	눌러	데모송을	선택합니다.

3.	[DEMO/PLAY]	버튼을	다시	누르면,	재생이	정지	됩니다.

	BASIC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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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A VOICE (음색선택)
					[+/-]	버튼	또는	숫자	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VOICE(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1-09	VOICE		01~09	버튼을	누릅니다.

					10-99	VOICE	11~99버튼을	누릅니다.

				100~110	VOICE	[1]	버튼을	길게	누른	후	LCD디스플레이에	1_	표시되면,	원하는	숫자버튼을	눌러	VOICE(음색)을	선택합니다.

VOICE/STYLE 버튼
					[VOICE/STYLE]버튼을	눌러,	VOICE	또는	STYLE	모드를	실행합니다.

				3TEPS	모드에서는	[VOICE/STYLE]버튼을	눌러	왼쪽/오른쪽을	선택합니다.

KBD. MODE BUTTON
1. SPLIT MODE (건반분리 모드)

				본	제품은	두	개의	섹션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왼	손,	오른	손으로		서로	다른	음색을	사용하여,	동시에	연주가	가능합니다.

     SELECT A SPLIT VOICE (건반분리 음색 선택)

					[KBD	MODE]	버튼을	눌러,	건반	분리	모드에	들어갑니다.	LCD표시창에	건반분리	음색	번호와	이름이	표시되면

					[+/-]	버튼	조작		또는	숫자	버튼으로	원하는	음색을	선택합니다.

    ADJUST THE SPLIT VOICE VOLUME  (건반분리 볼륨 조정)

				[SETUP]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표시창에	“S.VOLUME”메시지가		나타나며,	볼륨	조정을	합니다.

    CHANGE THE SPLIT POINT (건반분리 지점 변경)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표시창에	“S.POINT”메시지가	나타나며,	건반	분리	지점을	지정해줍니다.

본	제품은	129개의	음색	(128	GM	표준음색)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VOICE  음색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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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UAL (듀얼)

				이	기능은	동시에	두	개의	음색을	재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와	스트링음	레이어로,	보다	풍부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만들	때	유용합니다.

				(기능이	꺼져있을	때,	VOICE	R1	표시	/	기능이	켜져있을	때,		VOICE	R2	표시	)

    듀얼 음색 선택

				[KBD.	MODE]버튼을	두	번	눌러	듀얼음색	모드를	선택하면,	LCD표시창에	듀얼음색	번호와	이름이	나타납니다.

				[+/-]버튼	또는	숫자	번호	조작으로	원하는	듀얼	음색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키를	누르면,	이제	두	개의	다른	소리를	동시에	재생할	수	있습니다.

				듀얼	음색을		조정하려면,		[SETUP]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표시창에		“D.VOLUME”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볼륨을	선택합니다.

NOTE
[SPLIT/DUAL] 모드를 선택 후, 3초가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메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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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효과

DIGITAL EFFECT (디지털 효과)

REVERB

				본	제품은	8가지	타입의	리버브	효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초기값	02)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REVERB	MODE	로	들어갑니다.

CHORUS

				본	제품은	8가지	타입의	코러스	효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초기값	00)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CHORUS	MODE	로	들어갑니다.

TEMPO CONTROL BUTTON (템포 컨트롤 버튼)
				[TEMPO]	버튼은	자동반주,	데모곡,	녹음데이터의	빠르기를	조정할	때	사용됩니다.

				[TEMPO]	버튼을	누르면,	LCD창에	TEMPO	BPM	이	표시되며,	[+/-]	버튼을	눌러	원하는	빠르기를	선택하여줍니다.

				(빠르기	20-280)

TRANSPOSE BUTTON (조옮김 버튼)
				조옮김	기능은	12개의	반음계를	위,	아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TRANS/TUNE]	버튼을	누르면	LCD표시창에	TRANS	라는	문구가	나타나며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초기값	:	00)

EFFECT



9

TUNE BUTTON  (조율 버튼)
				TUNE	기능은	연주하고	있는	악기의	음색을	다른	악기와	음색과	같이,	음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조율	범위는	100CENTS	또는	하나의	반음계내에	128단계입니다.

				[TRANS/TUNE]	버튼을	두	번	누르면	LCD표시창에	TUNE문구가	나타나며,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초기값:	00)

NOTE
[TRANS/TUNE] 모드를 선택 후, 3초가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메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TOUCH BUTTON (터치 버튼)
				본	제품은	3개의	다른	건반터치	감도를	가져,	각기	다른	스타일의		연주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TOUCH]	버튼을	누르면	FixTouch100	이	LCD	표시창에	나타나며,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감도를	선택합니다.

				(초기값:	00)

[TOUCH]	버튼을	다시	누르면,	LCD표시창에	T:NORAML	(초기값:NORMAL)이	나타나며,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으로

감도타입을	정해줍니다.	01.LOW	,	02.NORMAL,		03.HIGH

NOTE
[TOUCH] 모드를 선택 후, 3초가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메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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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RD BUTTON  (코드 버튼)
				[CHORD]	버튼을	누르면,	표시창에	해당	아이콘이	표기됩니다.

				자동반주	기능	사용	시		건반	왼쪽	부분		최저음부	부터	분리	지점	건반까지	코드	기능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연주	시	여러가지	타입의	코드를	감지하여,	보다	즐겁고	활기찬	반주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CHORD]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면,	기능이	종료되며	표시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SUSTAIN BUTTON (서스테인 버튼)
				[SUSTAIN]	버튼을	누르면,	서스테인	기능으로	들어가며,	표시등이	점등됩니다.

EFFECT BUTTON (효과음 버튼)
				이	기능은	REVERB	/	CHORUS	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전원을	켜면,	표시창에	기본값	상태인“	:.EFFECT”이	나타납니다.	[EFFECT]기능이	켜져있어야,	REVER	B,	CHORUS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SUSTAIN]]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르면,	서스테인	기능이	꺼지며,	점등	된	표시등이	꺼지게	됩니다.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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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 ACCOMPANIMENT  자동반주 기능

본	제품은	100가지	스타일의	자동반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동	반주	연주	시,	건반	분리	초기값은	F#2	지점이며,	F#2	기준	왼쪽	건반들이	자동반주	연주	시	사용됩니다.

SELECTING A STYLE (스타일 선택)
				[VOICE/STYLE]	버튼을	누르면	LCD표시창에	STYLE	문구가	표시되며,	[+/-]	또는	숫자	버튼으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STARTING A STYLE (스타일 시작하기)
				[START/STOP]	버튼을	눌러	스타일	기능을	시작합니다.

SYNCHRO START (싱크로 스타트 사용)

				[SYNCHRO/FILL	IN]	버튼을	눌러	싱크로	스타트	“WAITING”모드로	들어간	후,	자동	반주	건반	부분에서	첫	코드를

				시작하면,	자동연주가	시작됩니다.

	AUTO	ACCOMPAN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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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PING THE STYLE (스타일 끝내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스타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INTRO / ENDING (인트로/ 엔딩)

 1.INTRO

				[INTO/ENDING]	버튼을	눌러,	인트로와	INTRO연주와	함께	자동반주를	시작합니다.

 2.ENDING

				[INTRO/ENDING]	버튼을	눌러,	ENDING과	함께		자동반주를	멈추게합니다.

바로끝내기 (STOP IMMEDIATELY)

				연주	중	원하는	순간에		[START/	STOP]	버튼을	눌러	바로	반주	기능을	멈출	수	있습니다.

ENDING과 끝내기 

				[INTRO/ENDING]	버튼을	누르면,	해당	섹션의	엔딩	연주가	마무리되며,	스타일을	끝내게	됩니다.

SYNCHRO START (싱크로 스타트 사용)

				[INTRO/ENDING]	버튼을	눌러,	적절한	반주의	인트로로	자동반주가	시작됩니다.

				만약	[SYNCHRO/FILL	IN]	버튼을	누른	후	[INTRO/ENDING]	버튼을	누르면	자동반주	건반	부분에서	첫	코드를	시작하면,

				인트로를	시작으로	자동반주가	시작됩니다.

	AUTO	ACCOMPANIMENT



13

FILL IN [필인]
				STYLE	연주되는	동안	[SYNCHRO/FILL	IN]	버튼을	누르면,

				한마디	드럼	필인	패턴이	연주된	후	기본	자동반주	STYLE	로	돌아가게	됩니다.

ACC VOLUME (반주 볼륨)
				자동반주	볼륨은	00~31	범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ACC.VOLUME]	버튼을	누르면	LCD표시창에	ACC.VOL	메시지가	나타나며,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눌러	원하는

				볼륨을	선택하여	줍니다.

NOTE
[ACC	VOLUME]	모드를	선택	후,	3초가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메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METRONOME (메트로놈)
					메트로놈	기능은	연주	및	녹음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	됩니다.	메트로놈	사운드는	[METRONOME]	버튼을	눌러,		조작하여	줍니다.

TIME SIGNATURE 박자

						N1-PRO는	다음	박자를	메트로놈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2/2,	1/4,	2/4,	3/4,	5/4,	6/4,	3/8,	6/8,	7/8,	9/8,	12/8	(기본값	4/4)

	AUTO	ACCOMPAN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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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UP  셋업

				[SETUP]	버튼을	눌러,	기능	메뉴로	들어갑니다.	메뉴	기능의	기본값은	[M.VOLUME]입니다.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후	[+][-]	버튼을	눌러,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NOTE
모드를 선택 후, 3초가 버튼 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메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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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VOICE VOLUME (메인 음색 볼륨)
				[SETUP]	버튼을	눌러	M.VOLUME”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127	(기본값	127)

SPLIT VOICE VOLUME (분리 음색 볼륨)
				[SETUP]	버튼을	“S.VOLUME”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127	(기본값	127)

DUAL VOICE VOULME (듀얼 보이스 볼륨)
				[SETUP]	버튼을	“D.VOLUME”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127	(기본값	100)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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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VOICE PAN (메인 음색 PAN)
				이	기능은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의	좌,	우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SETUP]	버튼을	“M.PAN”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4~63	(기본값		00)

NOTE
-64 부터 -1 까지의 범위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SPLIT VOICE PAN (분리 음색 PAN)
				[SETUP]버튼을	“S.PAN”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4~63	(기본값		00)

NOTE
-64 부터 -1 까지의 범위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DUAL VOICE PAN (듀얼 음색 PAN)
				[SETUP]	버튼을	“D.PAN”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4~63	(기본값		00)

NOTE
-64 부터 -1 까지의 범위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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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VOICE OTAVE (메인 음색 옥타브)
				[SETUP]	버튼을	“M.OCTAVE”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3~	2	(기본값		00)

NOTE
-3부터 -1은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SPLIT VOICE OTAVE (분리 음색 옥타브)
				[SETUP]	버튼을	“S.OCTAVE”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

				범위	-3~	2	(기본값		00)

NOTE
-3부터 -1은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DUAL VOICE OTAVE (분리음색 옥타브)
				[SETUP]	버튼을	“D.OCTAVE”을	선택한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3~	2	(기본값		00)

NOTE
-3부터 -1은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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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BRATO (비브라토)
				본	제품은	비브라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SETUP]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VIBRATO”를	선택한	후,	[+][-]	버튼	조작으로	ON	또는	OFF	해줍니다.	(기본값	OFF)	

TICK  (박자 변경)
				이	기능을	통해	박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SETUP]버튼	을	반복적으로	눌러	“TICK4/4”	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	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박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기본값	4/4)

SPLIT POINT (건반분리 지점)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S.POINT’	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	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지점의	건반	분리					

				지점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60	(기본값	19)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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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B (리버브)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REVERB”	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8	(기본값	02)

REVERB DEPTH (리버브 DEPTH)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R.LEVEL”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	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127	(기본값	80)

CHORUS (코러스)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CHORUS”	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	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0~8	(기본값	00)

SETUP



20

CHORUS DEPTH (코러스 DEPTH)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C.LEVEL”을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	6	(기본값	00)

EQ BASS (저음 세팅)
				이	기능은	음색의	EQ	BASS(저음)를	세팅가능하게	해줍니다.

				[SETUP]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EQ.BASS”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6	(기본값	00)

NOTE
-6부터 -1은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EQ TREBLE (고음 세팅)
				이	기능은	음색의	EQ	TREBLE(고음)	세팅가능하게	해줍니다.

				[SETUP]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EQ.TREBL”를	선택한	후		[+][-]	버튼	또는	숫자버튼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하여	줍니다.					

				범위	-6~	6	(기본값	00)

NOTE
-6부터 -1은 숫자버튼을 조작하여,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버튼을 조작하시기 바랍니다.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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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녹음하기

    녹음 시작하기

				[RECORD]	버튼을	누르면,	LCD	표시창에		:RECORD	메시지가	나타나며	아무	건반이나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 멈추기

				[RECORD]	버튼을	다시	누르면,	LCD표시창에	END	메시지가	나타나며,	녹음을	멈추게	됩니다.

LISTENING YOUR RECORDING 녹음재생하기
				[PLAY]	버튼을	누르면	LCD표시창에	“PLAYING”	메시지가	나타나며

				녹음된	곡이	재생되며	다시한번	[PLAY]버튼을	눌러	재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RECORDING  녹음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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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CHING FUNTION 교육기능

본	제품은	세단계의	교육능탑재로,	초보자도	쉽게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LEARN 1 (배우기1단계) 

				[3	STEPS]	버튼을	눌러	“LESSON	1R”	을	선택하여	첫	번째	교육모드	단계로	들어갑니다.

			건반을	눌러주면,	교육곡이	각	음별로	연주되게	됩니다.

LEARN 2 (배우기2단계)

				[3STEPS]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LESSON	2R”	을	선택하여	두	번째	교육	모드	단계로	들어갑니다.

				교육곡은	연주자가	올바른	음을	연주할	때까지	재생이	되게	됩니다.

LEARN 3 (배우기3단계)

				[3STEPS]	버튼을	반복적으로	눌러	‘LESSON	3R”	을	선택하여	세	번째	교육	모드	단계로	들어갑니다.

				기악	연주와	함께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초간	연주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교육곡	멜로디가	자동으로	연주됩니다.

LCD DISPLAY (LCD표시창)

				교육	기능을	사용할	때,	LCD표시창에	현재의	음을	나타내줍니다.

				LCD표시창에	나타나는	음을	올바르게	연주했을	경우,		그	음은	LCD표시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LEFT /RIGHT (왼쪽/오른쪽)

				[3	STEPS]	버튼	조작으로	원하는	단계의	교육	모드로	들어간	후,	[LEFT	/	RIGHT]	버튼을	눌러	LEFT	/RIGHT	모드를	선택합니다.

“R” : 오른쪽 교육 모드       “L” : 왼쪽 교육 모드

[DEMO/PLAY]	버튼을	눌러,	교육	모드로	들어갑니다.

	TEACHING	FU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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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근음(ROOT)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	참조)

[CHORD DICTIONARY] 버튼을 누릅니다.

코드 타입 선택

코드	근음(ROOT)를	누른	후,	원하는	타입의	코드	타입을	선택하면,	LCD	표시창에	코드	타입과	건반	포지션이	표시됩니다.

만약	표시창에	나타나는	음들을	올바르게	누르면,	삐(BEEP~)~	소리가	나게	됩니다.

본	제품은	메이저,	마이너,	7TH	코드를	지원합니다.

 CHORD DICTIONARY  코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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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반주 FINGERING

1.SINGLE	FINGER	모드		

				SINGLE	FINGER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아름다운	반주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2.	MAJOR	CHORD

			원하는	근음을	눌러줍니다.	(그림	참조)

3.	MINOR	CHORD

			원하는	근음과	근음	왼편의	검은	건반을	동시에	줍니다.	(그림	참조)

4.	SEVENTH	CHORD.

			원하는	근음과	근음	왼편의	흰	건반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림	참조)

5.	MINOR-SEVENTH	CHORD

			원하는	근음과	근음	왼편의	검은	건반	/흰	건반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림	참조)

6.	FINGERED	MODE

				이미	코드	연주를	할	줄	아는	연주자라면,	아래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HORD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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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DIX 부록

음색 리스트

APPE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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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DIX 부록

스타일 리스트

	APPE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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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ATIONS 제품 사양

	SPECIFICATIONS

* 이 기기는 업무용 환경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기로서

   가정용 환경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파간섭의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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