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매뉴얼
The ONE Keyboard Pro

www.smartpiano.com | www.samickst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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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
더원 키보드 프로를 구매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품 구성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품 구성품에 이상이 있거나, 불량이 확인되시면, support@smartpiano.com로 연락주세요.

The ONE Smart Piano

공식 수입원 | (주) 삼익악기

TEL : 1688-3151 | E-mail : online@samick.co.kr

더원 정품과 제품 보증은 공식 수입처 (주)삼익악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 삼익악기 외의 병행 수입, 정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ONE Keyboard Pro
* 더원 키보드 프로 본체

* 전원 어댑터 (DC 15V)

* 사용자 매뉴얼

* 케이블 4종

사용자 매뉴얼

Apple Lightning Cable

Micro USB Cable

Android Type C Cable

USB Cable

구글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The ONE
Smart Piano_by The ONE” 를 다운 받으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martpiano.com/pages/app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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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소개

더원 키보드 프로는 고객님의 연주를 교육해 드리는 휴대용 88 건반 입니다. 교육 모드는 초보자, 그리고 상급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동봉 제품에 포함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Android 또는 Apple 스마트 장치에 연결 할 수 있습니다.
(Android 4.4 + USB 호스트 또는 iOS 9.0 이상 필요, iPad 1은 지원되지 않음). “The ONE Smart Piano_by the
ONE” 앱을 사용하여 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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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연결/구동
제품 연주와, 설정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전원 연결
전원을 켜기 전에, 제품 볼륨이 가장 낮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1. DC잭이 있는 곳에 전원 어댑터 케이블을 연결 합니다.
2. 가정용 220V 전원 단자에 제품 플러그를 연결 합니다.
3. 제품의 [POWER] 버튼을 눌러 제품을 구동 합니다. 제품의 전원이
연결이 되면, 볼륩 단자에 불이 들어 옵니다.
4. 제품의 [POWER]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전원을 종료 합니다.

주의
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천둥 번개 동반 시에는 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두세요.

보면대 사용

Music Stand Panel

보면대를 키보드 슬롯에 간단히 삽입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다.
악보 및 스마트 장치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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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Fixed Slot

컨트롤패널
메인패널


마스터 볼륨/사운드 선택 버튼을 누르면 마스터 볼륨 컨트롤과
사운드 선택의 두 가지 모드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증가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볼륨이 감소합니다.
사운드 선택 모드에서 버튼을 돌려서 88개의 음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각 음색에 해당하는 LED 표시등이 켜집니다.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전원이 켜지면 볼륨 표시기가 점등됩니다.





제품 후면부


iOS/Android 디바이스 단자
동봉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 iOS/Android 스마트 기기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서스테인 페달 단자
별도 구매품 페달을 사용하여 서스테인 효과를 사용합니다.



6.35mm AUX OUT 단자
AUX OUT 단자를 활용하여 제품의 소리를 출력 할 수 있습니다.





6.35mm AUX IN 단자





AUX IN 단자를 활용하여 오디오 기기를 제품의 스피커에서 재생
할 수 있습니다.



DC IN (15V)
DC 15V 어댑터를 연결 합니다.





페달단자
SOFT, SOSTENUTO 그리고 SUSTAIN (HALF PEDAL) 페달의
확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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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결
스마트 기기연결
소비자의 다양한 즐거움을 위해 다양한 디바이스 외부 연결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iOS 9.0 이상의 애플 기기 (ipad 1은 지원되지
않음)와 안드로이드 4.4 이상의 USB 호스트/ OTG 안드로이드
기기를 연결하여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음악 학습을 경험하세요.

양방향 USB 미디 데이터 전송
스마트 장치를 연결 후 스마트 장치에서 사운드를 녹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장치가 저장된 MIDI파일 또한 재생할 수
있습니다.

USB 오디오 플레이백
스마트 장치에 간단히 연결하여 스마트 기기에서 고품질의 더원
키보드 프로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세요.

전용 앱을 다운 받아 다양한 기능을 누리세요
구글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The ONE Smart Piano_by The
ONE”을 다운받아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세요.

주의
전원을 해지하고, 볼륨을 줄인 상태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헤드폰 연결
두개의 헤드폰 단자를 통하여 헤드폰을 연결하여 연주 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이 연결이 되면, 연주 소리는
헤드폰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의
헤드폰 착용시, 높은 볼륨, 장시간의 사용을 자제하여
주세요. (청각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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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연결상세
오디오 기기 연결
6.35mm AUX OUT 단자를 활용하여 앰프, 스테레오 사운드
시스템, 믹싱 콘솔과 같은 오디오 기기를 연결합니다.

주의
전원을 해지하고, 볼륨을 줄인 상태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MP3/CD 플레이어 연결
AUX IN 단자를 활용하여, 스마트폰/MP3/CD플레이어 같은
기기와 연결이 가능 합니다. 외부 기기를 연결하여 제품의 고품질
스피커에서 음악을 재생해 보세요.

!"#$

서스테인 페달 연결
추가로 서스테인 페달을 구매하여, 더욱더 풍성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페달 연결 (3 UNITS)
3 UNITS 페달을 별도로 구매하여, SOFT, SOSTENUTO 그리고
SUSTAIN (HALF PEDAL) 페달의 확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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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능
전원 스위치
파워 어댑터 사용
1. 전원 어댑터 연결을 확인합니다.
2. 제품의 [POWER] 버튼을 눌러 제품을 구동 합니다. 제품의 전원이 연결이
되면, [Volume]버튼에 불이 들어 옵니다.
3. [Volume]버튼을 눌러서 사운드 선택모드로 들어갑니다. 버튼을 돌려서
음색을 선택합니다. [Volume]버튼을 다시 눌러 마스터 볼륨 모드로 전환 후
볼륨을 조절합니다.

주의
전원을 해지하고, 볼륨을 줄인 상태로 스마트 기기를 연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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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확장
주의
이 페이지는 요약 정보만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앱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다양한 음색 선택 하기
“The ONE Smart Piano_by The ONE” 앱에서 691개의 음색, 11개의 드럼 세트,
256개의 미디 파일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주의
1. 스마트 장치 설정에 대한 정보는 APP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2. 독립적으로 작동하면 악기가 그랜드 피아노 사운드로 전환됩니다.

조 변경
스마트 기기의 옵션을 통해 연주 방법을 변경하지 않고, 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범위는 +-12 입니다.
조 변경 방법 | My Account > Sound setting > Transpose settings.

옥타브
스마트 기기의 옵션을 통해 옥타브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변경 가능 범위는 +-1
입니다.
조 변경 방법 | My Account > Sound settings > Octave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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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주의사항&유지보수
경고
강한 전자기 간섭으로 인하여 제품이 일시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초기 설정을 복원해주세요. 제품 재부팅 후에도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다른 위치에서 제품을 사용해
보세요.

전원
전원부에서 플러그를 해지할 때 코드를 직접 당기지 마세요. 코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를 전원부에
연결하지 마세요. 과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품 외 다른 어댑터를 사용 시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동안은 전원 플러그를 뽑으세요.

외부기기연결
외부 기기 연결을 하기 전에 제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의 전원을 끄고 연결하세요.

제품보관
제품의 변형 및 변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에 제품을 노출시키지 말아 주세요.
-직사광선, 극단적인 온도, 습도 환경, 먼지 나 흙, 강한 진동이나 충격, 강한 자기장

다른 장치와의 혼선주의
본 제품의 근처에 라디오 및 텔레비전이 있을 시 제품 수신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적당한 거리에
두세요.

제품청소
마른 헝겊을 사용하여 제품 관리를 해주세요. 화학 적인 제품을 사용시 제품 외관의 색상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종이, 액체, 금속 같은 것들을 제품에 넣지 마세요.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즉시 어댑터의 플러그를 뽑고
수리 전문 기사에게 검사를 의뢰해 주세요.
악기를 옮기기 전에 모든 전원을 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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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주의
제품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 11 -

문제해결
문제
제품 구동 혹은 전원 종료 시 약간의 잡음 발생

피아노 연주 시 스피커 소리가 나지 않음

해결방안
제품 구동 혹은 전원 종료 시 약간의 기계음
발생은 정상 입니다.
볼륨 노브가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헤드폰
단자에 헤드폰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품의 이상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시 1688-3151 혹은 online@samick.co.kr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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