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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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컨트롤 명칭

TOP PANEL

1.	 STANDBY/ON

2.	 MASTER	VOLUME

3.	 LED	DISPLAY

4.	 [DATA	CONTROL]	Knob

5.	 [REVERB]	Button

6.	 [CHORUS]	Button

7.	 [SPLIT]	Button

8.	 [TRANSPOSE]	Button

9.	 [OCTAVE]	Button

10.	 [SONG]	Button

11.	 [METRONOME]	Button

12.	 [FUNCTION]	Button

13.	 VOICE	SELECT

	 Piano	1

	 Piano	2

	 Electric	Piano	1

	 Electric	Piano	2

	 Church	Organ

	 Rock	/	Jazz	Organ

	 Strings

	 Upright	Bass

REAR PANEL

14.		DC	12V	Jack

15.		PHONES	Jack

16.		LINE	OUT	L/R	Jacks

17.		PEDAL	Jack

18.		MIDI	IN/OUT	J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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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	스테이지	피아노	‘N2’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매한	피아노에는	서스테인	페달과	더블	페달	(옵션	사항),	보면대,	전원,	사용자	매뉴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제품	상단의	두	개의	구멍에	보면대를	설치해	주십시오.

							▶	전원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전원	스위치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본체	뒷면의	전원부에	잭을	연결하십시오.

							▶	서스테인	페달	잭을	본체	뒷면에	연결하십시오.

NOTE
전원코드를	연결하기	전에,	전원	스위치가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원을	켜기	전에	,	볼륨	노브가	최소	레벨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

 SETUP 초기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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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IN/ MIDI OUT
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는	신시사이저,	시퀀서,	컴퓨터	등의	연주	정보를	상호	전달하기	위해	정해진	데이터	

전송	규격으로,	MIDI	규격에	대응한	기기에는	MIDI	데이터를		상호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STEREO / MONO LINE OUT
두	개의	잭을	이용하여,	스테레오	또는	왼쪽	잭을	이용하여	모노를	사용합니다.

페달
서스테인	페달	또는	더블	페달	(옵션사항)을	이용	시	사용합니다.

NOTE 
MIDI	IN	은	다른	MIDI	장치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MIDI	OUT은	다른	MIDI	장치에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NOTE 
페달을	연결하기	전에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하십시오.

 CONNECTOR PANEL 외부연결

DOUBLE PEDAL (옵션사항)
본	제품은	더블	페달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프트페달	(왼쪽)	,	서스테인페달	(오른쪽)

헤드폰
헤드폰을	연결하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전원연결
전원	연결	시,	제공된	어댑터를	사용해	주십시오.	(DC	12V	In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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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켜기
[STANDBY/ON]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켜지며,	버튼에	LED	불빛이	들어옵니다.

FUNCTION (기능버튼)
[FUNCTION]버튼을	누르면,	터치감도,	건반	분리,	음색	혼합,	미디	컨트롤이	가능한	EDIT모드로	전환됩니다.

마스터 볼륨 (소리크기)

1.	[STANDBY/ON]

				전원을	킨	후,	30분간	아무런	작동이	없을	시,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2.	STANDBY	기능	무효화

				전원을	켤	때,	건반	맨	왼쪽	부분	흰건반과	검은	건반을	동시에	눌러줍니다.

 PANEL CONTROLS  작동방법

DATA CONTROL KNOB (데이터 컨트롤 노브)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VOICE	음색,	FUNCTION	기능,	VOLUME	볼륨	(0-127),

TEMPO	템포	(20-280),	REVERB/CHORUS	(0-127),	TRANSPOSE	조옮김	(-12,	-		+12),	

OCTAVE		옥타브	(-3	-	+3),	TRACK	등	볼륨	값	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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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8가지	음색의	데모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데모곡 선택
1.	[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선택하기

				[SONG]버튼을	누르고	[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LED	표시창을	통해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SONG]버튼을	다시	눌러주면,	데모곡이	시작됩니다.

2.	[VOICE	SELECT]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하기

				[SONG]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악기	음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DEMO SONGS  데모곡

데모곡 멈추기
[SONG]버튼을	눌러	연주	중인		데모송을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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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곡 리스트

[SONG]버튼을	다시	눌러	데모곡을		멈추기	전까지,		데모곡은	1~8까지	연속되어	재생됩니다.

REVERB (리버브)
[REVERB]버튼을	눌러	리버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한번	더	[REVERB]버튼을	눌러주면	리버브	기능이	꺼집니다.

CHORUS (코러스) 
[CHORUS]버튼을	눌러	리버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한번	더	[CHORUS]버튼을	눌러주면	리버브	기능이	꺼집니다.

[REVERB]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원하는	값(0-127)	의	리버브를	선택합니다.

[CHORUS]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원하는	값(0-127)의	리버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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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8개의	음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색 선택
원하는	음색을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창에	선택한	음색이	표시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OICE  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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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모드는	건반을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왼손,	오른손	다른	음색으로	연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건반분리 지점 바꾸기
[SPLIT]버튼을	1초	이상	누른	후,	원하는	지점의	건반을	눌러주십시오.

건반분리 모드 실행
[SPLIT]버튼을	누르시면,	표시창에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왼손		음색은	UPRIGHT	BASS	음색이고,	분리	지점은	B2	지점이	될	것입니다.

 SPLIT MODE  건반분리 모드

음색 바꾸기 
							1.왼손

							[SPLIT]버튼을	누른상태에서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2.오른손

							[SPLIT]버튼을	다시	눌러,	건반	분리	모드를	빠져나간	후,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고	다시	[SPLIT]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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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른손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가		F#O	건반을	눌러주면,	표시창에																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	후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원하는	볼륨	값	(0-127)을	선택하여	줍니다.

      볼륨 조절
							1.	왼손

							[SPLIT]버튼을	다시	눌러,	건반	분리	모드를	빠져나간	후,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고	다시	[SPLIT]버튼을	눌러줍니다.

      건반 분리모드 끝내기
							[SPLIT]버튼을	누르면	건반	분리	모드가	종료되며																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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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건반을	누르면,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음색	혼합	모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인	음색을	누른	상태에서,	혼합될	음색	사운드를	눌러줍니다.	두	가지	음색	버튼에	불이	들어

오며,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DATAT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	볼륨	값	(0-127)을	선택합니다.

메인음색 볼륨 조정
[FUNC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LAYER MODE  음색혼합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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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음색 조정
[FUNC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음색 혼합 모드 끝내기
음색	버튼을	하나	선택해주시면,	음색	혼합	모드가	종료됩니다.

	AbO건반을	누르면,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DATAT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	볼륨	값	(0-127)을	선택합니다.

NOTE 
만약	SPLIT	(건반	분리)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음색	혼합	모드를	선택	시,	혼합	음색은	오직	오른손	분리	지점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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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메트로놈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템포
조정가능	템포는	20-280(BPM)	입니다.

템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템포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 박자
	2/2	,	2/4	,	3/4,	4/4	,	5/4,		6/8	,	7/8	,9/8,	12/8

박자 선택하기
[FUNTION]버튼을	누르고,	Eb1건반을	눌러주세요.

[DATA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	박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	예:	4/4박자	선택시	표시창에	4.4	라고	표시됩니다.)

 METRONOME  메트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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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조옮김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범위(	-12	-	+12)

[TRANSPOSE]버튼을	누른후	[DATA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선택합니다.

[TRANSPOSE]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건반	조작을	통해,	원하는	값을	(C2-C4)	선택할	수	있습니다.

 TRANSPOSE 조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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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옥타브	변경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범위	(-3	-	+3)

[OCTAVE]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나면	[DATA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	높이의	옥타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OCTAVE 옥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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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녹음
[SONG]버튼과	[OCTAVE]버튼을	동시에	눌러주면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SONG]버튼에	불빛이	들어오며,	최근	선택된	템포로	메트로놈이	시작됩니다.

건반을	눌러	연주를	시작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SONG]버튼을	눌러	녹음을	멈춥니다

 SONG RECORDING 곡 녹음하기

본	제품은	두	개의	독립적인	트랙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녹음	시작	시,	이미	트랙	1에	녹음이	되어있다면,	표시창에													,	메시지가	나타나며,	2번	트랙에	녹음이	됩니다.

만약,	마지막	녹음이	실행된	트랙이	트랙	1이라면,	녹음	시	트랙	2가	자동으로	선택되며,	마지막	녹음이	실행된	트랙이	트랙	2이라면,	

녹음시	트랙	1이	자동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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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으로 녹음하기
[SONG]버튼과	[METRONOME]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녹음	대기	상태가	됩니다.

[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트랙을	선택합니다.

만약	두	개의	트랙에	녹음	데이터가	있다면,		표시창에																															메시지	우측밑에		“	.	“	마크가	표시됩니다.	

표시창에	희망	녹음	트랙이	표시되면,	연주가	시작되는	동시에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대기상태에서 녹음 취소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될	때까지	만들어	준	후	[SONG]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대기상태에서 메트로놈 템포 바꾸기
[METORONOME]버튼을	길게	누르고	[DATA	CONTROL]노브를	조작해,	원하는	템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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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녹음데이터 지우기
[SONG]버튼과	[METRONOME]버튼을	동시에	눌러,	녹음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DATA	CONTROL]노브를	조작해,	표시창에															을	선택해줍니다.

녹음 중 메트로놈 끄기
[METRONOME]버튼을	누르면,	녹음	중	메트로놈이	종료되고.	다시	한번	[METRONOME]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메트로놈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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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트랙 녹음데이터 지우기
[SONG]버튼과	[METRONOME]버튼을	동시에	눌러,	녹음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DATA	CONTROL]노브를	조작해,	표시창에																을	선택해줍니다.

[SONG]버튼을	두	번	누르면	녹음	트랙은	지워지고	연주	모드로	돌아갑니다.	

재생 모드에서 녹음 데이터 지우기
[SONG]버튼을	누르고,	[DATA	COLTROL]노브	조작을	통해																	또는																															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SONG]버튼을	두번	누르면,																메시지가	나타나며	,	이것은	반대	녹음	데이터를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개의	트랙	녹음	데이터를	동시에	지우기

트랙1	녹음	데이터	지우기

트랙2	녹음데	이터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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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데이터 재생하기
연주	모드에서	[SONG]버튼을	눌러,	재생	모드로	들어갑니다.

[DATA	CONTROL]노브	조작으로	다음	리스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트랙	녹음	데이터를	동시에	재생하기

트랙	1	녹음	데이터	재생하기

트랙	2	녹음	데이터	재생하기

재생 멈춤과 재생모드 나가기
재생	중	[SONG]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멈추고,	재생	모드에서	나가게	되며,	표시창에는	최근	선택된	악기	음색이	표시됩니다.

[SONG]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곡이	재생되는	동안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OTE 
만약	트랙	1,	트랙	2에	녹음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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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멈춤과 재생모드 나가기
재생	중	[SONG]버튼을	누르면,	재생이	멈추고,	재생	모드에서	나가게	되며,	표시창에는	최근	선택된	악기	음색이	표시됩니다.

[SONG]버튼을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곡이	재생되는	동안	표시창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OTE 
만약	트랙	1,	트랙	2에	녹음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면,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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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조율은	항상	반드시		-0-으로	수동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모드에서는	[DATA	CONTROL]노브로	수정	값들을	조정합니다.

기능키 사용하기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MASTER TUNING 조율
전원이	켜졌을	때	피아노는	A440으로	조율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64	에서	+63까지	미세	조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율하기
[FUNTION]버튼을	눌러	EDIT모드로	들어갑니다.

F#2건반을	누르면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되며,	[DATA	CONTROL]노브	조작을	통해	원하는값의	(-64	-	+63)미세조율을	

합니다.

 EDIT FUNCTION 부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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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감도
본	제품은	4단계	터치감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Normal (Ab3 key)	 터치감도	초기값이며,	선택시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LOW (F#3 key)	 LOW는	똑	같은	터치로	연주시,	보다	낮은	볼륨이	재생되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HIGH (Bb3	key)	 HIGH	는	똑	같은	터치로	연주	시,	보다	높은	볼륨이	재생되며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Fixed (F3	key)		 Fixed	는	연주에	따른	볼륨	감도를	없애줍니다.	(기준값	0~127	/셋팅값	100)	표시창에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터치 감도 세팅방법
[FUNTION]버튼을	눌러	EDIT모드로	들어갑니다.

원하는	터치	감도를	건반조작으로	선택합니다.	표시창에	선택한	터치감도가	표시되어집니다.	(F3,	F#3,	Ab3,	B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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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는	신시사이저,	시퀀서,	컴퓨터	등의	연주	정보를	상호	전달하기	위해	정해진	데이터	전송	

규격으로,	MIDI	규격에	대응한	기기에는	MIDI	데이터를		상호	주고	받을수	있습니다.

MIDI 연결
본제품과	연결을	원하는	MIDI	장비를	다음과	같이	연결합니다.

MIDI 채널
본제품은	16개의	MIDI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송	채널은	다음과	같이	고정됩니다.

 MIDI FUNCTIONS 미디기능

본	제품은	동시	16채널에	MIDI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멀티	트랙	녹음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16개의	각기	다른	파트로	녹음이	가능하며,	각	채널	별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NOTE 
본제품은	MIDI	를	통해	재생	정보를	받기	때문에,	현재	선택한	음색과	재생	음색이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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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ON/OFF (C#3)
LOCAL	ON/OFF	기능을	통해,	본	제품의	음원	연결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것은	MIDI	컨트롤러로써	다른	미디	장비를	컨트롤	및	가상

악기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LOCAL ON/OFF_OFF 하기
[FUNCTION]키를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LOCAL	ON/OFF		건반인	C#3를	누르면,	표시창에	OFF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LOCAL	OFF	상태가	됩니다.

LOCAL ON/OF_ON 하기
LOCAL	OFF	방법을	반복하면,	표시창에	ON메시지가	표시되면	LOCAL	ON	상태가	됩니다.

MAIN MIDI 전송
본	제품은	필요에	따라	MAIN	MIDI	채널	숫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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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원하는	MAIN	MIDI	전송채널을	선택합니다.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 (G5, A5, B5, C6, E6, F6, G6, A6, B6)

고급	미디	편집	기능을	위해,	본	제품은	일부	숫자	값을	입력을	요구합니다.	

이	피아노에	대한	고급	미디	편집	기능	중	일부는	숫자	값을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IDI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숫자	입력을	요구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로그램	변경

							▶	bank	LSB

							▶	Bank	MSB

							▶	데이터	컨트롤	할당

NOTE 
숫자입력	기능	건반	대신,	[DATA	CONTROL]노브	사용을	선호한다면	노브	사용을	통해	원하는	값의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AIN MIDI 전송채널 변경하기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MIDI	전송	채널		건반인	C#2	를	누르면,	순간적으로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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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 keys Enter 기능건반  (C7) 
EDIT	모드에서	Enter	기능	건반을	누르면	,	MIDI	명령으로	선택된	데이터를	본	제품에	보낼	수	있습니다.

Cancel Key 취소 기능건반 (Bb6)
EDIT	모드	사용	중	취소	기능건반을	누르면,	연주	모드로	돌아갑니다.	

설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Enter기능건반을	다시	누르면,	연주	모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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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컨트롤	할당	기능건반	(C#6)	을	누릅니다.

숫자	입력값	기능	건반을	사용하여,	[DATA	CONTROL]노브에	할당될	숫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ENTER	기능건반을	누르면,	연주	모드로	돌아가며,	[DATA	CONTROL]노브는	할당된	컨트롤러써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NOTE 
음색	선택에	대한	데이터	컨트롤	노브를	재	할당,		[기능]	버튼을	누른	다음		Eb	건반을	눌러줍니다.

DATA CONTROL ASSIGN KEY 데이터 컨트롤 할당 기능 건반 (C#6)
MIDI	연속	명령	값을	보내도록	[DATA	CONTROL	KNOB]할당하기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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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ic KEY 패닉기능건반 (F#6)
패닉	기능	건반은	모든	MIDI	메시지를	리셋	할	때	사용합니다.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패닉	기능	건반을	누릅니다.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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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값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에	들어갑니다.

디폴트	값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숫자입력	값을	눌러줍니다.

(예	:	PROGRAM	파라미터	디폴트	값	변경시)

F5	디폴트	기능	건반을	누르면,	선택된	EDIT	모드	파라미터가	디폴트	값으로	되돌아	가며,	연주모드로	돌아갑니다.

NOTE 
EDIT	모드에서	,	EDIT	모드	파라미터	조정을	선택하지	않고,	디폴트	기능건반을	누를시,		파라미터	값		변화없이

연주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DEFAULT KEY 디폴트 기능건반(F5)
디폴트	기능	건반은	다음의	EDIT	모드	파라미터에서	디폴트	값을	리셋할	때	사용합니다.

---	PROGRAM	(F#5)						---	BANK	LSB(Ab5)

---	Bank	MSB	(Bb5)					---	Datat	Ctrl	assign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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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프로그램 변경 전송
두	가지	방법으로		MIDI	프로그램	변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1.특정	프로그램	번호	보내기	([DATA	CONTROL]노브	할당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F#5]	프로그램	기능	건반을	누릅니다.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여,	

보내려는	MIDI	프로그램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NOTE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지	않고,	[DATA	CONTROL]노브를	사용하여,	MIDI	프로그램	변경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세요

[C7]	ENTER	기능건반을	눌러	MIDI	명령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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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 CONTROL] 노브 할당을 통해 MIDI 프로그램 변경 전송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DATA	CONTROL]	기능	건반인	F#1키를	누르면	표시창에	순간적으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피아노		연주	모드로	되돌아가며,		[DATA	CONTROL]노브는		노브조작을	통해	MIDI	프로그램을	보낼	수	있도록	할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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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LSB 변경 보내기
두	가지		BANK	LSB	변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1.특정 프로그램 번호 보내기

	([DATA	CONTROL]	노브	할당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FUNTION]	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Ab5]	프로그램	기능	건반을	누릅니다.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여,	보내려는	MIDI	프로그램의	번호를	입력합니다.

NOTE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지	않고,	[DATA	CONTROL]	노브를	사용하여,	BANK	LSB값을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세요.

[C7]	ENTER	기능	건반을	눌러	MIDI	명령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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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ATA CONTROL] 노브 할당을 통해 BANK LSB 변경 전송

[FUNTION]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bank	LSB]	기능	건반인	Ab1	키를	누르면	표시창에	순간적으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피아노는		연주	모드로	되돌아가며,		[DATA	CONTROL]노브는		BANK	LBS값을	보낼	수	있도록	할당됩니다.

MIDI	BANK	LSB	변경은,	[DATA	CONTROL]	노브를	조작할	때마다	보내집니다.	LED	표시창에는	노브로	조작하여	선택한	BANK	

LSB	값	(0~127)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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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MSB  변경 보내기
두	가지		BANK	LSB	변경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1.기능 건반을 사용하여 특정 BANK MSB 값 보내기 

[FUNTION]	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BANK	MSB]	기능건반인	Bb5	키를	누르고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여,

보내려는	BANK	MSB	값을	입력합니다

NOTE 
숫자	데이터	입력	건반을	사용하지	않고,	[DATA	CONTROL]	노브를	사용하여,	BANK	MSB	값을		전송하는	방법은	

다음	장을	참고해	주세요.

[C7]	ENTER	기능건반을	눌러	MIDI	명령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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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TA CONTROL] 노브 할당을 통해 BANK MSB 변경 전송

[FUNTION]	버튼을	눌러	EDIT	모드로	들어갑니다.

	[bank	MSB]	기능	건반인	Bb1	키를	누르면	표시창에	순간적으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피아노는		연주	모드로	되돌아가며,		[DATA	CONTROL]노브는		BANK	MBS값을	보낼	수	있도록	할당됩니다.

MIDI	BANK	MSB	변경은,	[DATA	CONTROL]	노브를	조작할	때마다	보내집니다.	LED	표시창에는	노브로	조작하여	선택한	BANK	\

MSB	값	(0~127)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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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Implementation Char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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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trol Assignments and MIDI CC List 
When	the	Data	Control	back	in	Tempo,	the	metronome	button’s	red	light	will	flash	3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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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ault Settings 

The	table	below	shows	the	piano	factory	default	settings	and	whether	or	not	user	changes	to	these	settings	are	

retained	after	a	power-cycle	(turning	the	device	off	and	on):	

At	power-on,	the	following	MIDI	data	will	be	sent	to	the	sound	engine,	the	USB	MIDI	and	the	MIDI	Out:	

							1.	Bank	Change	MSB=0,	LSB=0,	PGM=0	-	Set	sound	engine	to	piano	voice	

							2.	Reverb	default	value	

기본 설정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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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 Default Information 

1. Effects Defaults 

2. Other Defaults

1	tone	=	200	cents,	therefore	-100	to	+100	cents	=	-1	to	+1	semi-tone.	Note	this	is	shown	in	MIDI	steps	-64	to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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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능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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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리셋하기
[TRANSPOSE	]버튼과	[OCTAVE]버튼을	동시에	눌러	피아노를	리셋합니다.

1.		 Turn	Local	On	

2.		 Send	“	All	Notes	Off”		Command	on	MIDI	Channel	1	-	external	and	to	the	internal	sound	engine	

3.	 	Send	“	Reset	All	Controllers”		Command	on	MIDI	Channel	1	-	external	and	to	the	internal	sound	engine	

4.		 Assign	Data	Control	to	Tempo	

5.		 Set	Volume	levels	for	Main	Voice,	Split	Voice	and	Layer	Voice	to	defaults	

6.		 Set	Pan	to	64	for	Main	Voice,	Split	Voice	and	Layer	Voice	

7.		 Turn	off	Layer	Mode	and	Split	Mode	

8.		 Set	Main	MIDI	Transmit	Channel	to	1	

9.		 Set	Transpose	and	Octave	Shift	both	back	to	zero	

10.	Send	a	Program	Change	=	0	on	Channel	1	

11.	Send	a	Bank	Change	MSB	=	0	and	Bank	Change	LSB	=	0	on	Channel	1	

12.	Set	the	Reverb	Depth	back	to	the	default	value	for	the	Default	Voice	

13.		Set	the	Chorus	Depth	back	to	the	default	value	for	the	Default	Voice	

14.	Se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ustain	Pedal	on	Channel	1	

공장 초기화
공장	초기화를	하면,	녹음된	테이터가	지워지며,	처음	구매	상태로	피아노	세팅이	됩니다.

표시창	및	버튼들에	LED	빛이	나타나며,	누르고	있던	[REVERB]	/	[CHORUS]버튼을	떼어주셔도	됩니다.

1.	 전원	끄기

2.		 [REVERB]	/	[CHORUS]버튼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전원	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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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Keyboard :	88	weighted	/	hammer-action	/	velocity-sensitive	keys	

Display	:	LED	Display	

Voice	:	8	

Polyphony :	64	

Voice Control :	Layer,	Touch,	Trans,	Split,	Metro	

Pedals :	Sustain	

Effect :	Reverb,	Chorus	

Demo Song :	8	

Song Recording	:	Two	track		/	10,000	notes	per	track

Midi	:	Transmit	Settings	/	Local	Control

Connectors :	MIDI	In/Out,	Sustain	Pedal,	Line		Out	L/R,	Phones

Speakers :	YDT816:	4Ù*10W*2

Dimensions (W x D x H)	:	1143mm	x	515mm	x	310	mm

Weight :	17.1Kg

Supplied Accessories :	Owner’s	Manu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