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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중요� 사항을� 알아둔다�.

�A�C� 어댑터는� 아이들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 제품은� �3세� 이하의� 아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에� 맞는� 정확한� 어댑터를� 사용한다�.

�C�T�K�-�2�4�0� 모델은� 오로지� �C�A�S�I�O� �A�D�-�E�9�5�1�0�0�L� 어댑터만을� 사용해야� 한다�.

�A�C�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을� 위해� 
전기� 코드의� 파손�,� 잘림�,� 피복의� 벗겨짐� 등� 다른� 위험� 요소들을� 주의깊게� 확인한다�.

�A�C� 어댑터는� 장난감이� 아니다�.

제품� 청소�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의� 전원을� 끄고�,� �A�C� 어댑터를� 제품에서� 분리해야� 한다�.

건전지� 충전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충전용� 건전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른� 유형의� 건전지들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하던� 건전지와� 새� 건전지를�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건전지� 수명이� 다한�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건전지� 단자� 간� 쇼트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품에� 맞는� 건전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형식을� 갖춘� 전원� 연결�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건전지의� 양극�(�+�)과� 음극�(�-�)을� 표시된� 대로� 정확하게� 맞추어� 넣어야� 한다�.

중� � � 요�!



차� � � 례

사용� 전� 주의� 사항

차례

종합� 안내

보면대� 설치

화면표시창� 사용하기

송� 뱅크� 간편� 작동

송� 뱅크� 곡� 재생하기

전원� 공급

건전지� 사용하기

자동� 전원� 꺼짐

설정

연결
헤드폰�/출력� 단자

제공되는� 부속품� 및� 별도� 구매용� 부속품

키보드� 연주하기

음색� 선택하기

자동� 반주
리듬� 선택하기

리듬� 재생하기

템포� 조절하기

자동� 반주� 사용하기

필�-인� 패턴� 사용하기

리듬� 재생과� 동시� 시작� 반주

반주� 음량� 조절하기

송� 뱅크� 사용하기
송� 뱅크� 곡� 재생하기

송� 뱅크� 모드� 표시

송� 뱅크� 곡의� 리듬� 조절하기

송� 뱅크� 곡의� 멜로디� 음색� 변경하기

송� 뱅크� 곡에� 맞춰� 연주하기

박수� 갈채� 소리

송� 뱅크� 곡� 연속� 재생하기

키보드� 설정
키보드� 조� 옮기기

키보드� 조율하기

문제� 해결

제품� 사양

작동� 시� 주의사항

부록
음색� 목록

리듬� 목록

음� 목록

핑거드� 코드표

타악기� 목록

곡�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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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어댑터� 사용하기

기본�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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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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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내

아래� 그림과� 같이� 키보드� 윗면에� 있는� 구멍에� 보면대� 양끝을� 끼워� 넣는다�.

�*� 보면대� 설치

�[전원�/모드�]스위치

�[주� 음량�]버튼

�[조� 옮김�/조율�]버튼

�[반주� 음량�]버튼

�[싱크로�/필�-인�]버튼

�[시작�/정지�]버튼

�[템포�]버튼

송� 뱅크� 조절기

� �[멜로디� 켜짐�/꺼짐�]버튼

� �[재생�/멈춤�]버튼

� �[정지�]버튼

�[음색�]버튼

�[리듬�]버튼

�[송� 뱅크�]버튼

스피커

화면표시창

송� 뱅크� 목록

리듬� 목록

음색� 목록

코드� 이름

타악기� 목록

�[�+�]�/�[�-�]버튼

• �[�+�]�/�[�-�]버튼은� 화면에� 표시된� 값을� 
� � � 늘이거나� 줄이는데� 사용된다�.
• 마이너스� 값은� �[�+�]�/�[�-�]버튼으로만� 바꿀� 수� 있다�.

�[숫자�]버튼
• �[숫자�]버튼은� 화면에� 표시된� 설정을� 
� � � 변경하는데� 사용된다�.� 

헤드폰�/출력� 단자

�D�C� �9�.�5�V� 잭

패널�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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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음색� 번호�,� 리듬� 번호�,� 곡� 번호�,� 건반� 설정� 값

�3�. 리듬�,� 자동� 반주�,� 송� 뱅크� 곡� 비트

�4�. 음색� 이름�,� 리듬� 이름�,� 곡� 제목�,� 양식� 이름�,� 건반� 설정� 이름

�5�. 자동� 반주와� 송� 뱅크� 이름

�6�.“�M�E�L�O�D�Y”표시는� 송� 뱅크� 재생� 중에� 
� � � 멜로디� 부분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7�. 리듬�,� 자동� 반주�,� 송� 뱅크� 곡� 템포

�8�.

�9�. 송� 뱅크� 조절기� 표시

• 이� 사용설명서에� 실린� 화면표시기의� 예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 � �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는� 수치와� 내용은� 이� 사용설명서의� 예와� 다를� 수� 있다�.

화면� 표시창� 사용하기

O d e T o J o y
1

2 3 4

5678

9

• 이것은 송 뱅크가 사용되는 동안 
   화면 표시창에 어떻게 표시되는 지를 보여준다. 

종합� 안내

표시는� 음색�,� 리듬�,� 송� 뱅크� 등� 현재� 실행� 중인� 설정� 유형� 옆에� 나타난다�.

리듬�,� 자동� 반주�,� 송� 뱅크� 곡� 템포� 및� 음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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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뱅크� 간편� 조작법

�1�.

�2�.

�3�.

�4�.

• 사용� 가능한� 모든� 곡들이� 키보드에� 
� � � 저장되어� 있지� 않다�.� 완전한� 목록을� 보려면
� � � �3�6페이지의“곡� 목록”을� 참고한다�.� 

�5�. 곡을� 재생하려면� 
�[재생�/중지�]버튼을� 누른다�.

• 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된� 후에� 
� � �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 재생된다�.

전원�/모드

송� 뱅크

재생�/멈춤

주� 음량 숫자� 버튼

송� 뱅크� 곡� 재생하기

�[송� 뱅크�]버튼을� 누르면� 표시된다�.

O d e T o J o y

O d e T o J o y

코드� 이름

키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5�0가지의� 송� 뱅크� 곡은
사용자가� 재미있게� 따라서� 연주하거나
사용자의�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 
곡의� 멜로디� 부분을� 제거하고� 연주할� 수� 있다�.� 

송� 뱅크� 곡을� 따라� 연주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송� 뱅크� 사용하기”를� 본다�.

�[전원�/모드�]스위치를� 
�N�O�R�M�A�L�(표준�)으로설정한다�.� 

키보드� 음량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줄이려면� �[주� 음량�]버튼을� 사용한다�.

�S�T�A�T�U�S

�T�E�M�P�O
�M�A�I�N� �V�O�L�U�M�E

송� 뱅크� 모드를� 시작하려면� 
�[송� 뱅크�]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 곡� 재생하기

재생하고� 싶은� 곡� 찾으려면� 
송� 뱅크� 목록을� 사용한다�.

재생하고자� 하는� 곡의� 번호는� 
�[숫자�]버튼을� 사용하여�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한다�.

예�:“�4�0� �O�D�E� �T�O� �J�O�Y”를� 선택하려면
� � � � � � � �4를� 입력한� 뒤� �0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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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뱅크� 간편� 조작법

�6�.

�7�.

�8�.

�9�.

• 송� 뱅크� 곡이� 재생되는� 동안에도
� � � 다음의� 작동은� 실행할� 수� 있다�.

� � � 일시정지�:� �[재생�/멈춤�]버튼을� 누른다�.

재생�/멈춤정지

음색멜로디� 켜짐�/꺼짐

O d e T o J o y

멜로디� 부분을� 끄려면�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누른다�.

꺼진� 멜로디� 부분을� 다시� 켜려면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다시� 누른다�.

송� 뱅크� 곡의� 재생을� 멈추려면
�[정지�]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 모드를� 나가서� 
음색과� 리듬� 선택� 화면으로� 되돌아가려면
�[음색�]버튼을� 누른다�.

P i a n o 1
표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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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A�C� 어댑터와� 건전지를� 준비한다�.

• 반드시� 이� 사용설명서에� 있는“안전� 규정”을� 
� � � 준수해야� 한다�.�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 � �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지정된� �A�C� 어댑터�:� 

�A�D�-�E�9�5�1�0�0�L� �(�J�E�I�T�A� 표준플러그�)

• �A�C� 어댑터를� 오래� 사용하면� 뜨거워지는� 것은� 
� � �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장이� 아니다�.

• �A�C� 어댑터의� 파손을� 피하려면� 
� � � 어떠한� 전기� 부하도� 걸리게� 해서는� 안� 된다�.� 

�A�A크기� 건전지� �6개를� 사용한다�.

• 알카라인� 건전지나� 징크�-카본� 건전지를� 
� � � 사용한다�.� 옥시라이드� 건전지나� 니켈� 기반의� 
� � � 건전지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건전지� 넣는� 곳은� 디지털� 키보드� 바닥에� 있다�.

  

�A�C� 어댑터� 사용하기 

전선� 구부리기� 금지�!

콘센트

�A�C� 어댑터

건전지� 사용하기

이� 부분을� 누르면서� 
화살표� 방향으로� 민다�.

건전지함� 열기

건전지를� 넣는다�.

• 반드시� 디지털� 키보드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 � � �A�C� 어댑터를� 연결하거나� 빼야� 하며�,� 
� � � 건전지를� 교체해야� 한다�.

반드시� 이� 디지털� 키보드에� 맞는� 지정된� 
�A�C� 어댑터를� 사용해야� 한다�.� 다른� �A�C� 어댑터를� 
사용하면� 오작동이� 발생될� 수� 있다�.

�D�C� �9�.�5�V� 단자

전선� 감아두기� 금지�!

• 건전지� 넣는� 곳의� �(�+�)�,� �(�-�)에� 
� � � 건전지� 양극� �(�+�)�,� �(�-�)를� 
� � � 정확하게� 맞추어�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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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건전지� 수명
징크�-카본� 건전지�.�.�.�.�.�.�.�.�.�.�.�.�.�.�.�.�.�.�.�.�.�.�.�.�.�.약� �6� 시간

• 키보드가� 켜지지� 않는� 경우�.

• 표시창이� 깜빡이거나� 흐려져서� 보기가� 어려운� 경우�.

• 스피커나� 헤드폰의� 소리�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 � � 작은� 경우�.

• 소리가� 찌그러져� 출력되는� 경우�.

• 고음으로� 연주할� 때� 가끔씩� 소리가� 끊기는� 경우�.

• 고음으로� 연주할� 때�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경우�.

• 고음으로� 연주할� 때� 표시창이� 깜빡이거나� 
� � � 흐려지는� 경우�.

• 건반에서� 손을� 떼도� 계속� 소리가� 나는� 경우�.

• 선택한� 음색과� 전혀� 다른� 소리가� 나는� 경우�.� 

• 리듬� 패턴이나� 송� 뱅크가� 비정상적으로� 
� � � 재생되는� 경우�.

•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이� 해제되어� 있는� 경우�,� 
� � � 오랫동안� 키보드를� 작동시키지� 않아도� 
� � �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지� 않는다�.� 

•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은� 키보드를� 켤� 때마다� 
� � � 자동으로� 작동된다�.

중요한� 건전지� 정보 자동� 전원� 꺼짐

설정

�*

위의� 값은� 상온에서� 디지털� 키보드의� 소리� 
크기를� 중간으로� 조정했을� 경우의� 건전지의� 
표준� 수명이다�.� 건전지의� 수명은� 온도나� 
소리� 크기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전지� 교체� 징후

아래의� 현상이� 발생하면� 즉시� 건전지를� 교체한다�.

�6분� 정도� 아무런� 기능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절약을�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진다�.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을� 해제하려면

음색� 버튼을� 길게� 누르면� 
자동� 전원� 꺼짐� 기능이� 해제된다�.

모든� 키보드� 설정을� 초기화� 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켠다�.

�[전원�/모드�]스위치로� 전원을� 끄거나� 
�[자동� 전원� 꺼짐�]에� 의해� 전원이� 차단된� 후� 
다시� 켜면�,� 키보드의� 모든� 설정은� 초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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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제품별� 부속품에� 관한� 정보가� 있는� 
� � � �C�A�S�I�O� 카탈로그는� 구입처나� 
� � � 아래� �C�A�S�I�O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o�r�l�d�.�c�a�s�i�o�.�c�o�m�/

헤드폰�/출력� 단자

제공되는부속품과
별도� 구매용� 부속품

연결

헤드폰이나� 외부� 장비를� 키보드에�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연결할� 기기의� 음량을� 줄여야� 한다�.

음량은� 장치가� 완전하게� 연결된� 후에� 
원하는� 수준으로� 다시� 설정한다�.

헤드폰�/출력� 단자

왼쪽

유사한� 오디오� 단자

오른쪽

흰색 빨강

핀� 플러그

스테레오� 표준� 플러그

키보드� 앰프�,� 
기타� 앰프� 등등�.

오디오� 연결

�A�U�X� �I�N
또는

헤드폰� 연결� �(� � � �)
헤드폰을� 연결하면� 키보드의�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늦은� 밤에도� 
주변에� 방해를� 주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다�.

오디오� 기기� 연결� �(� � � �)

외부� 오디오� 기기를� 키보드에� 연결하려면� 
한� 쪽에는� 표준플러그가�,� 
다른� 한� 쪽에는� �2핀� 플러그가� 있는� 
연결� 코드를� 별도� 구매해야� 한다�.� 

오디오� 기기의� 입력� 장치는� 
보통� �A�U�X� �I�N� 표시가� 된� 부분� 또는� 
그와� 비슷하게� 표시된� 부분에� 꽂는다�.� 

자세한� 내용은� 외부� 오디오� 기기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한다�.

�[패널� 뒷면�]

앰프� 연결� �(� � � �)

앰프를� 키보드에� 연결하려면� 
연결� 코드를� 별도� 구매해야� 한다�.

반드시� 양� 끝이� 표준� 플러그로� 된� 
연결� 코드를� 사용하여� 앰프와� 연결한다�.

앰프를� 연결할� 경우
키보드의� 음량을� 작게� 설정한� 상태에서
앰프의� 음량� 조절기를� 사용하여
출력� 음량을� 조절한다�.

INPUT

�[연결의� 예�]

키보드� 
헤드폰�/출력� 잭

표준� 플러그
키보드� 앰프

또는
기타� 앰프

⇦

제품에� 맞는� 지정된� 정품� 부속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정품이� 아닌� 부속품의� 사용은� 
화재�,� 감전�,� 인명� 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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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이� 부분은� 기본적인� 키보드� 작동� 정보를� 제공한다�.

�1�. �[전원�/모드�]스위치를� �N�O�R�M�A�L�(표준�)에
맞춘다�.
� 

�2�. 키보드의� 음량을� 줄이려면� 
�[주� 음량�]버튼을� 사용한다�.

• 연주� 전에는� 키보드� 음량을� 
� � �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설정된� 음량이
� � � 화면� 표시창에� 나타난다�.

�3�. 키보드를� 연주한다�.

이� 키보드에는� �1�0�0가지� 음색이� 내장되어� 있다�.�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 사용� 가능한� 음색의� 모든� 목록이� 
� � � 키보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 � � 완전한� 음색� 목록을� 보려면
� � � �2�9페이지의“음색� 목록”을� 참조한다�.

�2�. �[음색�]버튼을� 누른다�.

�3�. �[숫자�]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하고� 싶은� 
음색의�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한다�.

• 키보드는‘어쿠스틱� 우드� 베이스� 사운드’� 
� � � 음으로� 연주된다�.� 

• 음색� 번호는� 반드시� �0을� 포함한� �2자리수로� 
� � � 입력해야� 한다�.� 

• 화면에� 표시되는� 음색� 번호는� �[�+�]�[�-�]버튼을
� � � 눌러� 증감할� 수� 있다�.� 

• �7�7� �V�E�H�I�C�L�E과� 같은� 음향효과� 음색은� 
� � � 건반을� 깊게� 눌러야� 최고의� 소리가� 출력된다�.� � 

전원�/모드 음색

주� 음량 숫자� 버튼

키보드� 연주하기

키보드를� 연주하려면

음색� 선택하기

음색을� 선택하려면

�P �i �a �n �o �1

�[음색�]버튼을� 누르면� 표시된다�.

�W�o �o �d �B �a �s �s

�[�+�]�/�[�-�]

▲� 

사용하려는� 음색번호를� 음색� 목록에서� 
찾는다�.

예�:“�2�6� �W�O�O�D� �B�A�S�S”를� 선택하려면
� � � � � � � �2를� 입력한� 후� �6을� 입력한다�.

�1자리수만� 입력하면� 몇� 초� 후에� 입력한� 숫자는� 
자동적으로� 지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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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작동

다음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음색�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레이어드�(겹침�)� 음색� ⇨� 음색� 번호�:� �8�0� �~� �8�9

예�: �8�0� �S�T�R� �P�I�A�N�O

이� 음색은� 현악기� 음색과� 피아노� 음색이� 겹쳐
건반을� 누르면� 두� 음색이� 동시에� 출력되도록� 한다�.� 

스플릿�(나뉨�)� 음색� ⇨� 음색� 번호�:� �9�0� �~� �9�6

예�: �9�0� �B�A�S�S�/�P�I�A�N�O

이� 음색은� 건반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쪽에는� 베이스� 음색으로
다른� 쪽은� 피아노� 음색으로� 지정한다�.

타악기� 소리� 음색

예�: �9�9� �P�E�R�C�U�S�S�I�O�N

리듬� 또는� 자동반주가� 연주되고� 있을� 경우
동시에� 재생되는� 음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음색� 조합

�P�I�A�N�O�B�A�S�S

폴리포니

디지털� 샘플링

이� 음색은� 다양한� 타악기� 소리를� 건반에� 지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2�9페이지의“타악기� 목록”을� 
참조한다�.

음향� 효과� 음색

�7�7에서� �7�9까지가� 음향� 효과� 음색이다�.� 
생산되는� 사운드� 형식은� 누르는� 건반의� 위치에� 
따른� 옥타브에� 달려있다�.

�7�8� �P�H�O�N�E� 음색이� 선택되어졌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운드� 형식은� �P�U�S�H� �T�O�N�E� �1�,� 
�P�U�S�H� �T�O�N�E� �2�,� �R�I�N�G� �1�,� �R�I�N�G� �2이다�.

폴리포니란�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음의� 최대� 수이다�.

이� 키보드는� �1�2�-음� 폴리포니이다�.

�1�2�-음� 폴리포니에는� 직접� 연주하는� 음�,� 키보드에� 
의해� 연주되는� 리듬과� 자동반주� 패턴이� 포함된다�.

이것은� 키보드에서� 리듬이나� 자동반주� 패턴이� 
연주되고� 있으면� 키보드에서� 직접� 연주할� 수� 있는
음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특정� 음색의� 음은� �6�-음� 폴리포니를� 
제공한다�.

이� 키보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음색들은
디지털� 샘플링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이용하여
녹음되고� 처리되었다�.� 

고품질� 음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샘플들은� 낮은� 음역�,� 중간� 음역�,� 높은� 음역에서� 
취합하여� 조합함으로써� 놀라우리만큼�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제공한다�.

어떤� 음색들에서는� 건반� 연주의� 위치에� 따라
음량이나� 음질에� 아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느낄� 수도� 있으나�,� 이것은� 복합� 샘플링� 과정에서
생기는� 피할� 수� 없는� 결과이지� 오작동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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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주

�1�.

• 사용� 가능한� 리듬의� 모든� 목록이� 
� � � 키보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 � � 완전한� 리듬� 목록을� 보려면� �3�0페이지의� 
� “리듬� 목록”을� 참고한다�.

�3�.

• “�0�0� �C�L�U�B� �P�O�P”� 은� 키보드를� 켤� 때마다� 
� � � 설정되는� 리듬의� 초기� 설정값이다�.� 

• 화면에� 표시되는� 리듬� 번호는� �[�+�]�/�[�-�]버튼을� 
� � � 눌러� 증감할� 수� 있다�.� 

리듬

숫자� 버튼

리듬� 선택하기

리듬을� 선택하려면

C l u b P o p

W a l t z

�[�+�]�/�[�-�]

이� 키보드는� 연주자가� 운지하는� 코드에� 맞추어
자동으로� 베이스와� 코드� 부분이� 연주된다�.

연주자가� 사용하려는� 리듬을� 위해� 
베이스와� 코드� 부분은� 자동� 선택된� 사운드와� 
음색을� 이용하여� 연주된다�.

이로써� 연주자는� 
오른손으로� 연주하는� 멜로디� 음을� 위한� 
완전하고� 실질적인� 반주를� 얻게� 된다�.

이� 키보드는� �1�0�0가지의� 흥미로운� 리듬을� 제공한다�.
원하는� 리듬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사용하려는� 리듬� 번호를� 
리듬� 목록에서� 찾는다�.

�[리듬�]버튼을� 누른다�.

�[리듬�]버튼을� 누르면� 표시된다�.

�[숫자�]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하고� 싶은
음색의� 두� 자리� 숫자를� 입력한다�.

예�:“�6�4� �W�A�L�T�Z”를� 선택하려면
� � � � � � � �6을� 입력한� 후� �4를� 입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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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주

리듬� 재생을� 시작하거나� 중지하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원�/모드�]스위치를� 표준�(�N�O�R�M�A�L�)에
맞춘다�.

�2�. 현재� 선택된� 리듬� 재생을� 시작하려면
�[시작�/정지�]버튼을� 누른다�.� 

�3�. 리듬� 재생을� 정지하려면
�[시작�/정지�]버튼을� 다시� 누른다�.

• �[전원�/모드�]스위치가� 표준�(�N�O�R�M�A�L�)으로� 
설정되어� 있는� 동안에는� 키보드의� 모든� 건반은� 
멜로디� 건반이� 된다�.

�1�.

• �[템포�]버튼� �[▲�]�/�[▼�]을� 동시에� 누르면
현재� 선택된� 리듬의� 초기� 설정값으로� 
템포가� 재설정된다�.

전원�/모드

템포시작�/정지

리듬� 재생하기

리듬을� 재생하려면

템포� 조절하기

템포를� 조절하려면

그래픽� 메트로놈에� 관하여

비트

템포� 값 그래픽
메트로놈

리듬� 재생의� 템포는� 
분당� �2�0에서� �2�5�5비트� 범위� 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템포� 설정은� 
자동� 반주� 코드� 재생과� 송� 뱅크� 작동에도� 적용된다�.

템포를� 조절하려면� 
�[템포�]버튼� �(▲�/▼�)을� 사용한다�.

▲�:� 템포� 값� 증가
▼�:� 템포� 값� 감소

예�:� �[▼�]버튼을� 길게� 누르면� 
� � � � � 템포� 값� �1�1�0이� 표시창에� 나타난다�.� � 

그래픽� 메트로놈은� 
템포� 값과� 내장된� 곡� 또는� 리듬의� 비트에� 따라
화면에� 표시된다�.

그래픽� 메트로놈은� 리듬� 또는� 내장된� 곡에� 맞추어
제� 때� 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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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주

�1�.

�2�.

�3�.
• 코드� 연주에� 사용해야� 하는� 실제적인� 절차는
� � � 현재� �[전원�/모드�]스위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

• 코드� 연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한다�.

카시오� 코드�.�.�.�.�.�.�.�.�.�.�.�.�.�.�.�.�.�.�.�.�.�.�.�.�.�.�.�.�.�.�.�.�.�.�. 현재� 페이지

핑거드� 코드�.�.�.�.�.�.�.�.�.�.�.�.�.�.�.�.�.�.�.�.�.�.�.�.�.�.�.�.�.�.�.�.�.�.�. �1�6페이지

�4�.

• 반주� 건반은� 
� � � 오로지� 코드� 연주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 � 반주� 건반에서는
� � � 단일� 멜로디� 음을� 연주하면� 
� � �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자동� 반주� 사용하기

�C �l �u �b �P �o�p

코드� 이름

�C� �M�a�j�o�r� �(�C�)

�C� �m�i�n�o�r� �(�C�m�)

�C� �s�e�v�e�n�t�h� �(�C�7�)

�C� �m�i�n�o�r� �s�e�v�e�n�t�h� 
�(�C�m�7�)

키보드의� 자동� 반주� 기능�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 반주를� 사용하려면

�[전원�/모드�]스위치를� �[카시오� 코드�]� 또는� 
�[핑거드� 코드�]로� 설정한다�.

현재� 선택된� 리듬을� 시작하려면
�[시작�/정지�]버튼을� 누른다�.

코드를� 연주한다�.

자동� 반주� 연주를� 정지하려면
�[시작�/정지�]버튼을� 다시� 누른다�.

카시오� 코드

이� 코드� 연주� 방법은� 
음악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경험과�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코드� 연주가� 가능하게� 만든다�.

카시오� 코드“반주� 건반”과� “멜로디� 건반”에� 
대한� 설명과� 카시오� 코드�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코드� 유형

카시오� 코드� 반주는� 최소의� 운지로� 
�4가지� 유형의� 코드� 연주가� 가능하게� 만든다�.

코드� 유형 예

메이저� 코드
메이저� 코드� 이름은� 반주� 건반의
건반� 위에� 표시되어� 있다�.

반주� 건반을� 눌러� 만드는� 코드는
연주하는� 건반에� 상관없이� 
옥타브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마이너� 코드

마이너� 코드를� 연주하려면
메이저� 코드�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메이저� 코드� 건반� 오른쪽에� 있는
반주� 건반� �1개를� 누른다�.

세븐스� 코드

세븐스� 코드를� 연주하려면
메이저� 코드�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메이저� 코드� 건반� 오른쪽에� 있는
반주� 건반� �2개를� 누른다�.

마이너� 세븐스� 코드를� 연주하려면
메이저� 코드� 건반을� 누른� 상태에서

메이저� 코드� 건반� 오른쪽에� 있는
반주� 건반� �3개를� 누른다�.

마이너� 세븐스� 코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용하려는� 리듬을� 선택하고
리듬의� 템포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한다�.

반주� 건반

멜로디� 건반

카시오� 코드“반주� 건반”과� “멜로디� 건반”

• 마이너� 코드와� 세븐스� 코드를� 연주할� 때는
� � � 메이저� 코드� 건반의� 오른쪽에� 있는� 
� � � 흰� 건반을� 누르든�,� 검은� 건반을� 누르든� 
� � � 아무� 차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1�5



자동� 반주

•

• �*�1에� 설명된� 코드를� 제외하면� 거꾸로� 된� 운지법� 
� � � �(�C�-�E�-�G� 대신에� �E�-�G�-�C� 또는� �G�-�C�-�E�)도� 
� � � 표준� 운지법처럼� 같은� 화음을� 낼� 수� 있다�.

� � 

• �*�2에� 설명된� 코드를� 제외하면
� � � 화음을� 만드는� 모든� 건반은� 눌러져야� 한다�.

� � � 하나의� 건반이라도� 눌러지지� 않으면
� � � 원하는� 핑거드� 코드는� 연주되지� 않는다�.

�*

�*

핑거드� 코드

핑거드� 코드는� 
총� �1�5가지의� 다른� 유형의� 코드를� 제공한다�.

핑거드� 코드“반주� 건반”과� “멜로디� 건반”에
대한� 설명과� �C음을� 기본으로� 하는� 핑거드� 코드� 
연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핑거드� 코드의“반주� 건반”과“멜로디� 건반”

반주� 건반

멜로디� 건반

반주� 건반은� 
오로지� 코드� 연주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반주� 건반에서는
단일� 멜로디� 음을� 연주하면�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기본음과� 함께� 연주하는� 코드� 연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3�3페이지의“핑거드� 코드� 표”를� 본다�.

�1�:� 거꾸로� 된� 운지법은� 사용할� 수� 없다�.
� � � � 가장� 낮은� 음이� 기본음이다�.

�2�:� 같은� 코드는� 다섯� 번째� �G를� 누르지� 않고도
� � � � 연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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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주

�1�.

�2�.

�1�.

�2�.

• �[전원�/모드�]스위치가� 표준�(�N�O�R�M�A�L�)에� 
� � � 맞춰져� 있으면� 반주� 건반에서� 연주를� 할� 때� 
� � � 코드� 없이� 리듬만� 연주된다�.� 

• 동시� 시작� 대기상태를� 취소하려면�,� 
� � � �[싱크로�/필�-인�]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

전원�/모드

싱크로�/필�-인

시작�/정지

필�-인� 패턴� 사용하기

반주와� 리듬� 연주를� 
동시에� 시작하기� 

�F�l�a�s�h

필�-인� 패턴은� 
연주에� 어떤� 흥미로운� 변주를� 추가시켜
순간적으로� 리듬� 패턴을� 변화시키는� 기능이다�.

필�-인�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필�-인을� 삽입하려면

리듬� 연주를� 시작하려면� 
�[시작�/정지�]버튼을� 누른다�.

사용� 중인� 리듬에� 필�-인� 패턴을� 
삽입하려면� �[싱크로�/필�-인�]버튼을� 누른다�.

싱크로는� 반주와� 리듬� 연주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동시� 시작�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동시� 시작을� 하기� 전에
원하는� 리듬을� 선택하고�,� 템포를� 정하고�,
�[전원�/모드�]스위치로� 사용하려는� 코드� 연주� 방법
�(카시오� 코드�,� 핑거드� 코드�)를� 선택해야� 한다�.

동시� 시작을� 사용하려면

동시� 시작�(싱크로� 스타트�)� 기능이� 
대기� 상태가� 되도록� 
싱크로�/필�-인� 버튼을� 누른다�.

반주� 건반에서� 코드를� 연주하면
리듬� 패턴이
자동적으로� 연주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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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반주

�1�.

�2�.

• �1단계에� 표시된� 현재� 반주� 음량� 값은
� � � 약� �5초� 동안� 아무� 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 � � 표시창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 � � 

• �[�+�]와� �[�-�]�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 � � 반주� 음량이� �7로� 설정된다�.

반주� 음량

반주� 음량� 조절하기� 

�A�c�c�m�p�V�o�l

�[�+�]�/�[�-�]

숫자� 버튼

최소� �0에서� �9까지� 범위� 내의� 값으로
반주� 음량을� 조절할� 수� 있다�.

�[반주� 음량�]버튼을� 누른다�.

현재� 반주� 음량� 설정

현재� 반주� 음량� 설정을� 변경하려면
�[숫자�]버튼� 또는� �[�+�]�/�[�-�]버튼을� 사용한다�.

예�:� �5

�A�c�c�m�p�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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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뱅크� 사용하기

�1�.

�2�.

�3�.

�4�.

• “�0�0�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반짝� 반짝� 작은� 별�)은� 키보드� 전원을� 켰을� 때
처음� 설정되는� 송� 뱅크� 곡이다�.

• 화면에� 표시되는� 곡� 번호는� �[�+�]�[�-�]버튼을� 
� � � 눌러� 증감할� 수� 있다�.

전원�/모드

송� 뱅크 숫자� 버튼

송� 뱅크� 곡� 재생하기

�[�+�]�/�[�-�]

키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5�0가지의� 송� 뱅크� 곡은
사용자가� 재미있게� 따라서� 연주하거나
사용자의�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다�.
� 
멜로디� 부분을� 끄고�,� 나머지� 부분을� 연습할� 수� 있다�.� 

송� 뱅크� 곡을� 재생하려면

�[전원�/모드�]스위치를� 표준�(�N�O�R�M�A�L�)�,� 
핑거드� 코드� 또는� 카시오� 코드로� 설정한다�.

주� 음량과� 반주� 음량을� 조절한다�.

송� 뱅크� 모드를� 시작하려면
�[송� 뱅크�]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버튼을� 누르면� 표시된다�.

재생하고� 싶은� 곡을� 찾으려면� 
송� 뱅크� 목록을� 사용한다�.

재생하고자� 하는� 곡의� 번호는� 
�[숫자�]버튼을� 사용하여� 
두� 자리� 숫자로� 입력한다�.

• 사용� 가능한� 모든� 곡들이� 키보드에� 
� � � 저장되어� 있지� 않다�.� 완전한� 목록을� 보려면
� � � �3�6페이지의“곡� 목록”을� 참고한다�.� 

�A �l �o �h �O �e

곡� 번호 곡� 이름

�1�9



송� 뱅크� 사용하기

�5�.

�6�.

�1�.

�2�.

• 새로운� 송� 뱅크� 곡을� 선택할� 때마다
� � � 각각의� 곡에� 맞게� 프로그램� 된
� � � 음색�,� 템포�,� 리듬이� 자동적으로� 선택된다�.� 

• 송� 뱅크� 곡의� 반주음량도� 조절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페이지� 참조�)

재생�/멈춤

음색
정지

숫자� 버튼

�A �l �o �h �a �O �e

송� 뱅크� 모드� 화면표시

멜로디� 켜짐�/꺼짐템포

�[�+�]�/�[�-�]

곡을� 재생하려면� 
�[재생�/멈춤�]버튼을� 누른다�.

�[재생�/멈춤�]버튼을� 누르면� 표시된다�.

코드� 이름

송� 뱅크� 곡의� 재생을� 정지하려면
�[정지�]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 곡의� 재생을� 일시정지하려면

송� 뱅크� 곡이� 재생되는� 동안
�[재생�/멈춤�]버튼을� 누른다�.

재생이� 일시정지� 되는� 동안에는
� � � � � � � � � � � “∥”표시가� 나타난다�.

재생을� 다시� 하려면� 
�[재생�/멈춤�]버튼을� 한� 번� 더� 누른다�.

• 송� 뱅크� 곡이� 재생되는� 동안
� � � 음색과� 템포는� 변경할� 수� 있지만� 
� � � 리듬은� 변경할� 수� 없다�.

송� 뱅크� 모드에서는� 재생되고� 있는� 곡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화면에� 표시된다�.

�A �l �o �h �a �O �e

�[재생� 화면표시�]

재생� �(재생되는� 동안“▶”표시가� 나타난다�.�)

곡� 템포 코드�(화음�)� 이름

�2�0



송� 뱅크� 사용하기

�1�.

�1�.

�2�.

• �[�+�]와� �[�-�]�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 � “�0�0� �P�I�A�N�O� �1”이� 선택된다�.� 

• 송� 뱅크� 곡의� 원래� 설정으로� 되돌아가려면
� � � 그� 곡을� 다시� 선택한다�.� 

�2�.

• 멜로디� 부분의� 켜짐�/꺼짐� 상태는� 
� � � 표시창에� 나타나는“�M�E�L�O�D�Y”표시로� 
� � � 확인할� 수� 있다�.
� 

송� 뱅크� 곡의� 템포� 조절하기� 

송� 뱅크� 곡의� 
멜로디� 음색� 변경하기� 

�G �u �t �G �t �r

�V �i �o �l �i �n

송� 뱅크� 곡을� 따라� 연주하기

�1�.

송� 뱅크� 곡의� 템포를� 변경하려면

송� 뱅크� 곡의� 템포는
분당� �2�0에서� �2�5�5까지의� 범위내에서� 설정된다�.

템포� 설정은� 
곡이� 정지�,� 재생� 또는� 일시� 정지되어� 있는� 동안� 등
어떤� 상태에서도� 조절할� 수� 있다�.

템포를� 조절하려면� 

�[템포�]버튼� �[▲�/▼�]을� 사용한다�.

▲�:� 템포� 값� 증가
▼�:� 템포� 값� 감소

• �[템포�]버튼� �[▲�]�/�[▼�]을� 동시에� 누르면
� � � 현재� 선택된� 곡의� 초기� 설정값으로� 
� � � 템포가� 재설정된다�.

송� 뱅크� 곡의� 멜로디� 재생에� 사용되는� 음색은
키보드에� 저장된� �1�0�0음색� 중� 선택할� 수� 있다�.

음색� 설정은� 곡이� 정지되거나� 재생되는� 동안에� 
변경할� 수� 있다�.

곡이� 재생되고� 있는� 동안에� 
�[음색�]버튼을� 누른다�.

음색� 목록에서� 원하는� 음색의� 번호를� 찾아
숫자� 버튼� 또는� �[�+�]�/�[�-�]버튼을� 사용하여
음색� 번호를� 지정한다�.

예�:“�3�0� �V�I�O�L�I�N”을� 선택하려면�,� 
� � � � � � � �3을� 입력한� 뒤� �0을� 입력한다�.

각각의� 송� 뱅크� 곡은� 
반주� 부분과� 멜로디� 부분이� 있다�.
멜로디� 부분을� 끄고� 
건반으로� 남은� 부분을� 따라� 연주할� 수도� 있다�.

송� 뱅크� 곡을� 따라� 연주하려면

따라� 연주하고� 싶은� 곡을� 선택하려면� 
�1�9페이지“송� 뱅크� 곡을� 재생하려면”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실행한다�.

멜로디� 부분을� 끄려면�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누른다�.

“�M�E�L�O�D�Y”표시가� 나타나면� 
� � � 멜로디� 부분이� 켜진� 것이고

“�M�E�L�O�D�Y”표시가� 사라지면� 
� � � 멜로디� 부분이� 꺼진� 것이다�.

표시가� 사라짐
�(멜로디�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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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뱅크� 사용하기

�3�.

• 반주� 부분만� 재생되면�,� 
� � � 멜로디� 부분은� 건반으로� 연주할� 수� 있다�.

�4�.

• 선택된� 송� 뱅크� 곡은� 
� � � �[정지�]버튼을� 눌러� 재생을� 정지시킬� 때까지
� � � 연속적으로� 반복� 재생된다�.� 

�1�.

• �[정지�]버튼과�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 � � 한번� 더� 동시에� 누르면
� � � 박수갈채� 소리가� 다시� 난다�.� 

멜로디� 켜짐�/꺼짐

재생�/멈춤

정지

�A �l �o �h �a �O �e

박수갈채� 소리

박수갈채� 소리를� 끄려면

�A �p �l �s �= �O �f �f

음색 리듬

송� 뱅크� 곡을� 재생하려면� 
�[재생�/멈춤�]버튼을� 누른다�.

재생을� 멈추려면� �[정지�]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 곡의� 멜로디� 부분을� 끄고� 연주할� 때마다
곡이� 끝나면� 발수갈채� 소리가� 난다�.

�[정지�]버튼과�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동시에�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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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뱅크� 곡� 사용하기

�1�.

• 송� 뱅크� 옆의� 점은� 표시되지� 않는다�.

�2�.

�3�.

• 송� 뱅크� 곡의� 재생을� 일시정지시키면
� � � 송� 뱅크� 곡들의� 연속� 재생은� 
� � �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 � � 재생을� 다시� 시작하면� 
� � � 현재� 곡만� 반복� 재생된다�.� 

송� 뱅크� 곡� 연속� 재생하기� 

�G �u �t � �G �t �r

다른� 모드에서� 송� 뱅크� 모드로� 바꾸려면
�[음색�]버튼� 또는� �[리듬�]버튼을� 누른다�.

표시� � 사라짐

송� 뱅크� 곡을� �0�0번부터� 재생하려면
�[재생�/멈춤�]버튼을� 누른다�.

송� 뱅크� 곡의� 재생을� 정지하려면
�[정지�]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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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설정

�1�.

�2�.

• 조� 옮김은� �-�6에서� �+�5�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 키보드를� 켰을� 때� 조� 옮김� 설정값은“�0”이다�.

• 표시창에� 조� 옮김� 화면이� 표시된� 채
� � � 약� �5초� 동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으면
� � � 조� 옮김� 화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 조� 옮김� 설정은� 자동반주에도� 영향을� 준다�.

• 송� 뱅크� 곡이� 재생되면
� � � 조� 옮김� 설정은� 자동으로� 
� � � 그� 곡의� 표준� 설정값“�0”으로� 되돌아간다�.

조� 옮김�/조율

키보드� 조� 옮기기

�T �r �a �n �s

�T �r �a �n �s �( �+�)

�[�+�]�/�[�-�]

조� 옮김으로� 건반� 전체의� 조� 올림�,� 조� 내림을� 
반음� 단위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컬리스트와� 키보드의� 키가� 다른� 경우
조� 옮김을� 사용하여� 
키보드의� 조를� 간단히� 바꿀� 수� 있다�.

키보드� 조� 옮김을� 하려면

조� 옮김� 화면이� 표시창에� 나타날� 때까지
�[조� 옮김�/조율�]버튼을� 누른다�.

키보드의� 조� 옮김� 설정을� 변경하려면
�[�+�]�/�[�-�]버튼을� 사용한다�.

예�:� �5반음� 만큼� 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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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설정

�1�.

�2�.

• 조율� 범위는� �-�5�0� 센트에서� �+�5�0� 센트까지이다�.

• 키보드를� 켰을� 때� 조율� 설정값은“�0”이다�.

•

• 조율� 설정은� 자동� 반주에도� 영향을� 준다�.� 

• 송� 뱅크� 곡이� 재생되면
� � � 조율� 설정은� 자동으로� 그� 곡의� 
� � � 표준� 설정값� “�0”으로� 되돌아간다�.� 

키보드� 조율하기

�T �u �n �e

�T �u �n �e �( �-�)

조율� 기능으로� 
키보드가� 다른� 악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미세한� 조율을� 할� 수� 있다�.

키보드를� 조율� 하려면

표시창에� 조율� 화면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조� 옮김�/조율�]버튼을� 두� 번� 누른다�.

키보드의� 조율� 설정을� 변경하려면
�[�+�]�/�[�-�]버튼을� 사용한다�.

예�:� �2�0만큼� 낮춰� 조율

�*� �1�0�0� 센트는� �1� 반음이다�.

표시창에� 조율� 화면이� 표시된� 채
약� �5초� 동안�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으면
조� 옮김� 화면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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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 � � � � 제 원� � � � � 인 조� � � � � 치 참� 고

•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 화면이� 깜박이거나� 흐려지고� 
� � � 읽기� 어렵다�.� 

•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작다�.

• 찌그러진� 소리가� 난다�.

• 고음으로� 연주할� 때
� � � 소리가� 끊긴다�.� 

• 고음으로� 연주할� 때
� � � 갑자기� 전원이� 꺼진다�.� 

• 고음으로� 연주할� 때
� � � 화면이� 깜박이거나� 흐려진다�.

• 건반에서� 손을� 떼도
� � � 계속� 소리가� 난다�.� 

• 선택한� 음색과� 전혀� 다른� 
� � � 소리가� 난다�.

• 리듬� 패턴과� 송� 뱅크가� 
� � � 이상하게� 재생된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1�.� 전원� 공급� 불량�. �1�.� �A�C� 어댑터가� 
� � � �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 � � � 건전지의� �(�+�/�-�)극이� 
� � � � 바르게� 끼워져� 있는지�,
� � � � 건전지� 수명이� 
� � � � 다� 되었는지� 확인한다�.

�2�.� �[전원�/모드�]스위치를� 
� � � � 표준� 위치에� 놓는다�.

�3�.� �[주� 음량�]버튼으로
� � � � 음량을� 키운다�.
� � � 
�4�.� �[전원�/모드�]스위치가� 
� � � � �[카시오� 코드�]나� 
� � � � �[핑커드� 코드�]� 위치에� 있으면� 
� � � � 반주� 건반에서� 정상적인� 
� � � � 연주가� 불가능하다�.

�2�.� 전원이� 켜져있지� 않음�.

�3�.� 음량� 설정이� 너무� 낮음�.
� � � � 

�4�.� �[전원�/모드�]스위치가
� � � � �[카시오� 코드�]나
� � � � �[핑거드� 코드�]위치에� 있음�.

건전지가� 약함�. 건전지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A�C� 어댑터를� 사용한다�.

� � � 자동반주가
소리나지� 않는다�.

� � � 자동� 반주� 음량이
“�0”으로� 되어� 있다�.

반주� 음량� 버튼을� 사용하여� 
� � � � � � � � 음량을� 키운다�.

다른� 악기와� 함께� 연주할� 때
키� 또는� 조율이� 맞지� 않는다�.

조율� 또는� 조� 옮김� 수치가
� “�0”또는“�0�0”으로� 
� � � � 설정되어� 있지� 않다�.

� � � 조율� 또는� 조� 옮김� 수치값을
“�0”또는“�0�0”으로� 설정한다�.

송� 뱅크� 곡이� 들리지� 않는다�. 멜로디� 부분이� 꺼져� 있다�.
� � � � � � � 멜로디� 부분을� 켜려면
�[멜로디� 켜짐�/꺼짐�]버튼을� 누른다�.

�0�8�,� �0�9
페이지

� � � �1�1
페이지

� � � �1�1
페이지

� � � �1�1
페이지

�0�8�,�0�9
페이지

� � � �1�8
페이지

�2�4�,�2�5
페이지

� � � �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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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 디자인과� 제품� 사양은� 별도의�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다�.

모� � � � � � 델�:

건� � � � � � 반�:

음� � � � � � 색�:

폴리포니�:

자동� 반주
리듬� 패턴�:
템포�:
코드�:
리듬� 조절� 장치�:
반주� 음량�:

송� � 뱅크

표� 시� 창

다른� 기능� 

곡의� 개수�:
작동� 장치�:

표시� 항목�:
템포�:
코드�:
송� 뱅크� 상태�:

조� 옮김�:
조율�:
음량�:

단� � � � � � 자

헤드폰�/출력� 단자

전원� 공급� 단자

전원� 공급
건전지�:

�A�C� 어댑터�:
자동� 전원� 꺼짐�:

스피커� 출력�:

에너지� 소비�:

제품� 크기�:

제품� 무게�:

�C�T�K�-�2�4�0

�4�9� 표준� 크기� 건반�,� �4� 옥타브

�1�0�0

최대� �1�2음� �(단�,� 몇몇� 특정� 음들은� 최대� �6음�)

�1�0�0
가변적� �(�2�3�6단계�,� ♩�=� �2�0�~�2�5�5�)
�2� 운지법� �(카시오� 코드�,� 핑거드� 코드�)
�[시작�/정지�]버튼�,� �[싱크로�/필�-인�]버튼
�0� �~� �9� �(�1�0단계�)

�5�0
�[시작�/멈춤�]버튼�,� �[정지�]버튼�,� �[멜로디� 켜짐�/꺼짐�]버튼

음색�,� 리듬�,� 송� 뱅크� 이름�/번호�,� 키보드� 설정� 이름�/값
템포값�,� 메트로놈�,� 싱크로� 대기�,� 비트� 표시
코드� 이름
시작�,� 멈춤�,� 멜로디� 켜짐�/꺼짐

�1�2단계� �(�-�6반음� �~� �+�5반음�)
가변적� �(�A�4� �=� 약� �4�4�0�H�z� ±� �5�0센트�)
�0� �~� �9� �(�1�0단계�)

�A�A크기� �6개� �(징크�-카본� 건전지� 또는� 알카라인� 건전지�)
건전지� 수명�:� 약� �6시간� �(징크�-카본� 건전지를� 연속해서� 사용했을� 경우�)
�A�D�-�E�9�5�1�0�0�L
약� �6초간� 아무� 작동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짐�.

�1�0�c�m� �X� �2� �(�1�.�6�W� �+� �1�.�6�W�)

스테레오� 표준� 잭� �(모노� 출력�)
출력� 저항�:� �7�8� � � � 출력� 전압�:� �1�.�9�V� �(�R�M�S�)�M�A�X

�9�.�5�V� �=� �5�.�0�W

�9�1�.�4� �X� �2�3�.�7� �X� �7�.�5� �c�m� �(�3�6� �X� �9�5�/�1�6� �X� �2�1�5�/�1�6� �i�n�c�h�)

약� �2�.�8� �k�g� �(�6�.�2� �l�b�s�)� �(건전지� 제외�)

�2�7

�9�.�5�V� �D�C

듀얼� 파워� 공급시스템



작동� 시� 주의사항

• 직사광선이나� 습기가� 많은� 곳�.

• 온도차가� 심한� 곳�.

• 라디오�,� �T�V�,� 비디오� 또는� 튜너� 근처�.

• 벤젠�,� 알콜�,� 신나� 또는� 다른� 화학� 약품으로� 청소해서는� 안� 된다�.

• 부드러운� 천으로� 중성세제를� 사용하여� 청소한� 후�,� 남은� 물기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제공되는� 부속품� 및� 별도� 구매용� 부속품

디지털� 키보드를� 작동시킬� 때에는� 다음� 주의사항을� 잘� 읽고� 준수해야� 한다�.

사용� 장소

위의� 전자제품들이� 디지털� 키보드의� 오작동을� 유발시키지는� 않지만�,� 
디지털� 키보드로� 인해� 주변� 전자제품들의� 오디오�,� 비디오�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청소� 및� 유지� 관리

제품에� 맞는� 지정된� 정품� 부속품만을� 사용한다�.

정품이� 아닌� 부속품의� 사용은� 화재�,� 감전�,� 인명� 피해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온도�:� �0� �t�o� �4�0� �C

습도�:� �1�0�%� �t�o� �9�0�%� �R�H

• 출력� 극성�:

�A�C� 어댑터� 취급� 주의사항
• 오작동� 등� �A�C� 어댑터를� 전원에서� 분리해야� 할� 경우� 빠르고�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 � � 전원� 콘센트와� 가까운� 곳에서� 사용한다�.

• �A�C� 어댑터는� 오로지�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물기�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 개방된� 공간�,�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한다�.

• 신문�,� 식탁보�,� 커튼과� 같은� 다른� 물건으로� �A�C� 어댑터를� 덮어두지� 않는다�.

•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콘센트에서� 빼둔다�.

•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리� 또는� 개조해서는� 안� 된다�.

• �A�C� 어댑터� 운영� 환경

용접선
제품� 표면에� 있는� 몇� 개의� 선은� 제품� 성형� 과정에서� 발생한� 용접선으로� 

제품이� 깨지거나� 금이� 간� 것도� 아니고�,� 흠집도� 아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에는� 항상� 주변사람들을� 배려한다�.
특히� 늦은� 밤에� 연주할� 때는� 창문을� 닫고�,� 볼륨을� 줄이거나� 헤드폰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에티켓

� �C�A�S�I�O는� 이� 제품� 또는� 이� 사용설명서를�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업무� 중단�,� 정보의� 손실�,� 이익의� 손실� 등� 
� 어떠한� 경우의� 직접�,� 간접�,� 특별�,� 기타� 파생적인� 손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이� 사용설명서의� 내용은� 공지없이� 바뀔� 수� 있다�.

제품의� 실제� 외관은� 이� 사용설명서의� 그림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사용설명서에� 사용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등록상표이다�.

이� 사용설명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C�A�S�I�O의� 동의없이� 이� 사용설명서의�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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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부� � � 록

음색� 목록

PIANO/ORGAN

00 PIANO1

01 PIANO2

02 HONKY-TONK

03 STUDIOPIANO

04 ELEC PIANO1

05 ELEC PIANO2

06 ELEC PIANO3

07 ELEC PIANO4

08 HARPSICHORD

09 CLAVELECTRO

10 ELEC ORGAN1

11 ELEC ORGAN2

12 ELEC ORGAN3

13 ELEC ORGAN4

14 CHURCH ORGAN

15 PIPE ORGAN

16 REED ORGAN

17 ACCORDION

18 BANDONEON

19 HARMONICA

GUITAR/BASS/STRINGS

20 GUT GUITAR

21 ACOUS GUITAR

22 JAZZ GUITAR

23 ELEC GUITAR

24 MUTE GUITAR

25 DIST GUITAR

26 WOOD BASS

27 ELEC BASS

28 SLAP BASS

29 BANJO

30 VIOLIN

31 CELLO

32 HARP

33 STRINGS1

34 STRINGS2

35 STRINGS3

36 SYNTH-STR1

37 SYNTH-STR2

38 CHOIR

39 VOICE OOH

BRASS/REED/PIPE

40 TRUMPET

41 TUBA

42 BRASS ENS

43 FR.HORN1

44 FR.HORN2

45 BRASS1

46 BRASS2

47 SYN-BRASS1

48 SYN-BRASS2

49 SYN-BRASS3

50 SOPRANO SAX

51 ALTO SAX

52 TENOR SAX

53 OBOE

54 CLARINET

55 PICCOLO

56 FLUTE

57 RECORDER

58 PAN FLUTE

59 WHISTLE

SYNTH-SOUND

60 SYN-LEAD1

61 SYN-LEAD2

62 SYN-LEAD3

63 SYN-CALLIOPE

64 SYN-PAD1

65 SYN-PAD2

66 SYN-PAD3

67 GLASS HMCA

68 COUNTRY FARM

69 SYN-BASS

70 PEARL DROP

71 COSMIC SOUND

72 SOUNDTRACK

73 SPACE PAD

74 VOICE BASS

75 APPLAUSE

76 SYNTH-SFX

77 VEHICLE

78 PHONE

79 FUNNY

LAYER/SPLIT/PERCUSSION

80 STR PIANO

81 STR E.PIANO

82 CHOIRE.P

83 CHOIR ORGAN

84 STR GUITAR

85 STR HARP

86 BRASS STR

87 VIB PAD

88 12 STR GTR

89 CHOIR STR

90 BASS/PIANO

91 BASS/E.PIANO

92 BASS/VIB

93 BASS/GUT GTR

94 V.BASS/OOH

95 STR/PIANO

96 STR/TRUMPET

97 VIBRAPHONE

98 MARIMBA

99 PERCUSSION

�2�9



부� � � 록

리듬� 목록

POPS I
00 CLUB POP

01 VOCAL POP

02 RAP POP

03 FUNKY POP 1

04 SOUL BALLAD

05 POP BALLAD

06 LOVE BALLAD

07 FUNKY POP 2

08 EPIC BALLAD

09 LITE POP

POPS II
10 16 BEAT SHUFFLE

11 16 BEAT POP

12 16 BEAT FUNK

13 8 BEAT POP

14 8 BEAT SOUL

15 8 BEAT SHUFFLE

16 DANCE POP 1

17 DANCE POP 2

18 POP FUSION

19 FOLKIE POP

ROCK I
20 ROCK WALTZ

21 SLOW ROCK 1

22 SLOW ROCK 2

23 SOFT ROCK 1

24 SOFT ROCK 2

25 SOFT ROCK 3

26 POP ROCK 1

27 POP ROCK 2

28 50’S ROCK

29 60’S SOUL

ROCK II
30 4 BEAT ROCK

31 ROCK

32 HEAVY ROCK

33 8 BEAT ROCK

34 STRAIGHT ROCK

35 HEAVY METAL

36 TWIST

37 NEW ORLNS R&R

38 CHICAGO BLUES

39 R&B

JAZZ/FUSION

40 BIG BAND

41 SLOW SWING

42 SWING

43 FOX TROT

44 JAZZ WALTZ

45 MODERN JAZZ

46 COOL

47 HARD BOP

48 ACID JAZZ

49 LATIN FUSION

DANCE/FUNK

50 VOCAL GROOVE

51 RAVE

52 CLUB GROOVE

53 TECHNO

54 TRANCE

55 HOUSE

56 GROOVE SOUL

57 DISCO

58 RAP

59 FUNK

EUROPEAN

60 POLKA 1

61 POLKA 2

62 MARCH 1

63 MARCH 2

64 WALTZ

65 VIENNESE WALTZ

66 FRENCH WALTZ

67 SLOW WALTZ

68 SERENADE

69 TANGO 1

LATIN I
70 BOSSA NOVA

71 SAMBA

72 MAMBO

73 RHUMBA

74 CHA-CHA-CHA

75 MERENGUE

76 REGGAE

77 BOLERO

78 TANGO 2

79 LAMBADA

LATIN II/VARIOUS I
80 PUNTA

81 CUMBIA

82 SKA

83 TEX-MEX

84 SALSA

85 FOLKLORE

86 PASODOBLE

87 RUMBA CATALANA

88 SEVILLANA

89 FOLK

VARIOUS II
90 COUNTRY

91 BLUEGRASS

92 TOWNSHIP

93 FAST GOSPEL

94 SLOW GOSPEL

95 ADANI

96 BALADI

97 BAROQUE

98 ENKA

99 NEW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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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록

�(�1�)�:� 음색� 번호

�(�2�)�:� 최대� 폴리포니

�(�3�)�:� 음역� 유형

음� 목록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2
12
6
6
12
12
6
6
12
12

A
A
A
A
A
A
A
A
A
A

(1) (2) (3)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12
12
6
12
6
12
6
12
12

A
A
A
A
A
A
A
A
A
A

(1) (2) (3)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A
A
A
A
A
A
B
B
B
A

(1) (2) (3)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12
12
12
12
12
6
12
6
12
12

A
B
A
A
A
A
A
A
A
A

(1) (2) (3)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12
12
6
12
6
12
6
12
6
6

A
B
A
B
B
B
B
B
B
B

(1) (2) (3)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A
A
A
A
A
C
A
A
A
A

(1) (2) (3)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12
6
12
6
6
6
6
6
6
12

A
A
A
A
A
A
A
A
A
B

(1) (2) (3)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6
6
6
6
12
12
6
6
12
6

A
A
A
A
B
D
A
D
D
D

(1) (2) (3)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6
6
6
6
6
6
6
6
6
6

A
A
A
A
A
A
B
A
A
A

(1) (2) (3)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2
6
12
12
12
12
12
12
12
12

E
E
E
E
E
E
E
A
A
D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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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록

• 음역� 유형은� 아래� 그림과� 같이� �A에서� �E까지이다�.

........건반� 연주� 범위

음역� 유형 �C�-�1

�A
�(표준형�)

�E
�(나뉨� 음�)

�D
�(음향� 효과�)

C9C8C7C6C5C4C3C2C1C0 A0 A1 A2 G9

�C

음향� 효과를� 위한� 음계� 없음�.

음색에� 따라� 음계가� 변화함�.

�(“�5�5� 피콜로”만�)

�B
�(낮은� 음�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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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 록

이� 표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의� 왼손� 운지법�(변형된� 형식을� 포함�)을� 보여준다�.

• 이� 키보드에서는� 별표�(�*�)가� 표시된� 코드는� 핑거드� 모드에서� 연주될� 수� 없다�.

핑거드� 코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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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자주� 사용되는� 코드의� 왼손� 운지법�(변형된� 형식을� 포함�)을� 보여준다�.

• 이� 키보드에서는� 별표�(�*�)가� 표시된� 코드는� 핑거드� 모드에서� 연주될� 수� 없다�.

핑거드� 코드표

Chord
 Type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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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악기�(음색� �9�9�)는� 아래� 그림과� 같이� �3�9가지의� 타악기� 소리를� 각각의� 건반에� 지정한다�.

각각의� 건반에� 지정된� 타악기� 소리는� 키보드� 위에� 표시되어� 있다�.

타악기� 목록

별표�(�*�)� 범위� 내의� 건반은� 눌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는다�.� 

BASS DRUM

SIDE STICK

ACOUSTIC SNARE

HAND CLAP

ELECTRIC SNARE

LOW TOM 2

CLOSED HI-HAT

LOW TOM 1

PEDAL HI-HAT

MID TOM 2

OPEN HI-HAT

MID TOM 1

HIGH TOM 2

CRASH CYMBAL 1

HIGH TOM 1

RIDE CYMBAL 1

CHINESE CYMBAL

RIDE BELL

TAMBOURINE

SPLASH CYMBAL

COWBELL

CRASH CYMBAL 2

CLAVES

RIDE CYMBAL 2

HIGH BONGO

LOW BONGO

MUTE HIGH CONGA

OPEN HIGH CONGA

LOW CONGA

HIGH TIMBALE

LOW TIMBALE

HIGH AGOGO

LOW AGOGO

CABASA

MARACAS

VOICE BASS DRUM

VOICE SNARE

VOICE CLOSED HI-HAT

VOICE OPEN HI-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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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 목록

송� 뱅크

00 TWINKLE TWINKLE LITTLE STAR

01 GRANDFATHER’S CLOCK

02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03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04 JINGLE BELLS

05 SILENT NIGHT

06 O CHRISTMAS TREE

07 GREENSLEEVES

08 AMAZING GRACE

09 AULD LANG SYNE

10 ACH DU LIEBER AUGUSTIN

11 LONDON BRIDGE

12 J’AI PERDU LE DO DE MA CLARINETTE

13 SUR LE PONT D’AVIGNON

14 I’VE BEEN WORKING ON THE RAILROAD

15 LITTLE BROWN JUG

16 LONG LONG AGO

17 SIPPIN’ CIDER THROUGH A STRAW

18 UNDER THE SPREADING CHESTNUT 
TREE

19 SUMM SUMM SUMM

20 DANNY BOY

21 MY DARLING CLEMENTINE

22 HOUSE OF THE RISING SUN

23 AURA LEE

24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

25 SWANEE RIVER (OLD FOLKS AT HOME)

26 YANKEE DOODLE

27 HOME ON THE RANGE

28 OH! SUSANNA

29 BEAUTIFUL DREAMER

30 TURKEY IN THE STRAW

31 ALOHA OE

32 JAMAICA FAREWELL

33 LA CUCARACHA

34 LA PALOMA

35 TROIKA

36 SZLA DZIEWECZKA

37 WALTZING MATILDA

38 AJO MAMMA

39 RASA SAYANG

40 ODE TO JOY

41 BRIDAL MARCH FROM “LOHENGRIN”

42 AIR FROM “SUITE no.3”

43 SCENE FROM “SWAN LAKE”

44 MARCH FROM “THE NUTCRACKER”

45 TRIUMPHAL MARCH FROM “AIDA”

46 TOY SYMPHONY

47 SERENADE FROM “EINE KLEINE 
NACHTMUSIK”

48 CHANSON DU TOREADOR FROM 
“CARMEN”

49 SPRING FROM “THE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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