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 사용설명서
KMS-Q100 / KMS-Q200
KMS-Q250R

사용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시요.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상의 그림은 설명을 위해 그려진 것으로 실제의 모양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품의 특징
•기본정보
- Audio 출력 : 4CH
- 영상출력 : 컴포지트(3ch), 컴포넌트, HDMI

•인터페이스
- USB 단자
- 앰프 마이크 입력단자
- 조명 Box 단자
- 통신 앰프단자
- 코인중앙제어, 코인/화재경보(5P), 전용 코인단자
- 조명/보너스/외부리모콘(8P), 외부 리모콘(3.5’)
- 인터넷(10/100 BASE-T)

•컨텐츠 특징
- 세계 여러나라의 곡 지원
팝송, 일본, 중국, 베트남곡 등 세계 여러나라의 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장르의 메들리곡 지원
락, 관광, 나이트, 캬바레, 민요, 무드, 디스코, 뽕짝, 삼태기블루
스, X세대, 가수/장르별의 다양한 메들리 수록

- 신곡 연습 기능(가수 기능)
국내 정상급의 가수가 직접 노래를 불러 사용자가 노래를 부르
지 않더라도 분위기에 맞게 즐길 수 있으며, 신곡을 들으면서
노래를 배우는 기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어린이곡 수록
어린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모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
도록 목록을 제공합니다.

- 합창단 코러스 기능
수준높은 편곡을 바탕으로 한 국내 최정상급의 코러스가 사용
자의 노래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자유로운 Key/Tempo 조정
으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 입체 음향의 편곡
4CH, RDS SYSTEM을 지원하고 있어 공간의 면적, 비용을 감안
하여 설치 하더라도 최상의 입체음향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 세미라이브(리얼 악기연주)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의 수준 높은 연주와 실제 악기에 가까운
음원으로 제작된 세미라이브 형태의 음악이 지속적으로 서비스
됩니다.

- 색소폰 연습곡 탑재
색소폰 동호인들을 위하여 국내 정상급의 전문 연주자가 녹음
한 다양한 연습곡이 악보와 함께 서비스 됩니다.

•새로운 기능
- 악보 기능 지원
직관적이고 편리한 GUI를 비롯하여 음표, 폰트, 컬러 변경과 이
조기능 외에도 인시악보(멀티트랙악보)를 스크롤 방식으로 구
현하여 전문가형 악보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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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HD 영상 지원(HDMI 단자 적용)
FULL HD 화질로 최신 뮤직비디오, Flash, 미개봉 홍보영화 및
가수/자연/성인/3D댄스 애니메이션 영상과 모션 그래픽/가수
이미지를 다양한 고화질 배경영상을 지원합니다.

- 실기간 점수 채점 기능(설정 적용시)
음정 박자를 고정밀 실시간으로 채점합니다.

- 파워 곡목 검색기능(초성검색, Fulltext 가사 검색)
사용자가 제목을 모르더라도 가사 일부만 입력해도 곡목이 검
색되는 가사 검색기능과 제목, 가수의 초성 입력만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초성 검색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 노래 가사의 다양한 폰트 지원
5가지 종류의 폰트를 탑재하여 노래 부를 때 즐거움을 더하였
으며, 설정에서 다양한 폰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신곡 입력속도 향상(USB 신곡 입력방식)
USB 2.0 채용으로 대용량 신곡&영상 UpGrade 속도가 향상
되었습니다.

- 곡 추천 기능
사람이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을 8가지로 구분해서 당사의
보유곡을 음악추천 엔진을 통해 분석/분류하여 사용자에게 느
낌에 따라 선곡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노래배틀 기능
자신이 부른곡의 점수를 통해 전국 순위에 도전하는 전국온라
인노래랭킹과 두 팀이 노래하여 얻은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노
래배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편의기능
- 검색 기능 지원
제목별, 가수별, 국가별, 테마별, 가사검색, 초성검색 월별 신곡
리스트, BEST20, 인기순위, 애창100선 다양한 검색 List를 제
공합니다.

- 음량조절 기능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뮤직, 에코,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자사 통신 Amp 연결시 지원)

- MP3 재생 기능
USB에 저장되어 있는 MP3곡을 재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멜로디 조절, 리듬변환, 영상 선택 기능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멜로디 기능, 사용자가 원하는 분위기
를 연출할 수 있는 리듬변환 기능, 실시간 배경 영상 선택 기능

- 다양한 곡 재생 컨트롤 기능
노래 연주중 곡의 템포 조절기능, 마디 점프기능, 간주점프 기
능, 1절 재생기능, 한곡 반복기능, 연속 재생기능, 무작위 재생
기능, 음정 조정기능, 남/여 음정변환기능, 2절점프 기능, 코러
스 On/Off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 나의 애창곡, Net 기능
자신의 애창곡을 등록하여 나만의 애창곡 리스트를 만들수 있
으며, Net 기능을 사용하여 다양한 컨텐츠 참여 이벤트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 녹음 기능
자신이 부른 노래를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귀하께서 저희 금영의 고객이 되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 금영 전 가족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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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주의사항
제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위험 또는 물적 손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주십시요. 다 읽으신 후에는 버리지 마시고 사용중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표시에 관한 내용

위 험 : 이 표시는 “화재 혹은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 되는 내용입니다.
경 고 : 이 표시는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 되는 내용입니다.
주 의 : 이 표시는 “사람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나 물적 손해 발생이 예상” 되는 내용입니다.
표시의 예
·위험, 주의, 경고를 알리는 그림입니다.
(그림의 예는 감전의 주의)

·행위의 금지를 나타냅니다.
(그림의 예는 분해 금지)

·강제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나타냅니다.
(그림의 예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라는 내용)

설치할 때

위험
·허용된 전압(AC220V)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 전기 누전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용입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고
·진동이 많은 장소나 기울어진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제품의 중량에 견딜 수 있는 확실한 장
소를 선택하시고, 움직이거나 높은 장소에는 설치하
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져 파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품에 물이 묻을 수 있는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위에 꽃병이나 물이 담긴 그릇 등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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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품을 접지하여 주십시오. 접지를 따로 하지
않을 경우 접지가 가능한 콘센트를 사용하십시오.
접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고장 및 감전의 원인이 됩
니다.
·제품을 다른 기기와 접속 하실 때는 본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접속할 기기의 사용설명서의 접속 방법에
대해 설명을 잘 읽으신 후 접속하십시오.
제대로 접속을 하지 않으실 경우, 화재 및 전기의 누
전,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설치한 경우 기기와 주변의 물건 사이에 적
어도 5cm이상의 거리를 두십시오.
특히 벽면으로 부터는 10c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십
시오.
통풍이 되지않아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제품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 제품의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상 주의사항
·전열기구나 열이 발생하는 물건 주위에 설치 하지
마십시오.
특히 전원코드를 열기구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화재, 전기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되며,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킵
니다.

·제품의 사용 중에 이상한 소리나 심한 냄새 혹은 연
기가 발생하면 즉시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맨손으
로 사용하지 마시고, 두꺼운 장갑이나 마른천을 이용
하십시오.) 전원 플러그를 뽑고 금영 대리점 및 서비
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본 제품의 설치가 끝나기 전에는 전원코드를 전원
콘센트에 꽂지 마십시오.
화재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손상, 파손, 가공하거나 코드를 손상시
킬수 있는 물건을 주위에 두지 마십시오.
전원플러그나 코드가 손상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
의 위험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할 때

경고

주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의 수리는 반드시 구입처, 금영 대리점 및 A/S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만일, 제품을 사용자가 임의로 분해 하였을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본사나 판매점에서는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전원 코드를 꽂거나 뺄 때는 반드시 손에 물기가 없
는 상태에서 꽂거나 빼어 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물이 들어 가거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십시
오. 전기 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되며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원 코드를 뽑으실 때 코드를 잡고 무리하게 당겨
뽑지 마십시오.
코드에 이상이 발생하여 화재, 누전 및 감전의 원인
이 됩니다.

·머리핀, 동전과 같은 금속류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등의 이물질이 제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
습니다.

·전원 코드가 손상 되었거나 콘센트가 흔들릴 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
습니다.

·제품 위에 물이나 작은 금속류가 담긴 그릇을 올려
두지 마십시오. 내용물이 제품 안으로 들어갈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손상되게 하거나 가공 또는 무리하게
휘거나 비트는 경우, 혹은 잡아당기거나 가열을 하지
마십시오.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 전원 플러그를 만지지 말아
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코드가 손상되었을 때 (내선의 노출, 단선 등) 는
구입처에서 교환을 의뢰 하십시오.
그대로 사용할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젖은 손으로 제품이나 전원코드를 만지지 마십시오.
화재, 전기 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되며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먼지가 많은 곳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한개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의 전원 플러그를 동시에
꽂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만약, 동시에 여러 제품을 연결할 경우에는 총 전력
소비량이 200W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특히 전열기구, 모니터, 텔레비전, 헤어드라이기, 전
자 조리기 등과 절대로 접속하지 마십시오.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헙이 있습니다.
·제품을 앰프 위에 직접 올려 놓지 마십시오.
앰프의 영향을 받아 부품이 열화되어 화재 및 감전
의 위험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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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 주의사항
주의
·제품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곳에는 설치 하지 마십
시오.
전기 누전 및 감전, 제품의 변형 및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에 물, 음료, 주류 등의 액체를 뿌리지 마십시오.
화재나 누전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사에서 공급되는 신곡을 제품에 매월 순서별로 입
력하여 주십시오.

·전열기구나 열이 발생하는 물건 주위에 설치하지 마
십시오.
·버튼을 무리하게 누르지 마십시오.
제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경고

·장기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
하게 전원 코드를 뽑으십시오.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지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전지의 파괴나 건전지 내의 액체가 흘러 나오는 등
화재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만일 제품이 떨어지거나 케이스가 손상된 경우에는
제품의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전원 플러그를 뽑은
후 대리점으로 연락하십시오.
그대로 사용할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지는 유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십시오.
만일, 어린이가 삼킬 경우,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
야 합니다.

·제품을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 스위치를 내린
후 전원 코드를 뽑은 다음 다른 기기와의 접속된 코
드를 모두 제거 하십시오.
코드가 손상될 경우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 음량(볼륨, Volume)을 최소로 조
정해 주십시오. 갑자기 큰 소리가 날 경우 청력 장애
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위에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등을 올려 둔채로
이동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떨어지거나 쓰러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습
니다.
·전원코드를 열기구 주변에 두지 마십시오.
화재 및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 위에 올라가거나 제품에 설치된 장비에 매달리
지 마십시오.
특히, 어린이의 주의를 요합니다. 제품이 쓰러지거나
파손이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속품으로 제공된 리모콘이나 노래 목차집 또는 제
품에 연결된 마이크 등을 사람이나 물건을 향해 던
지지 마십시오.
화재, 누전 및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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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에 관한 주의사항

·마이크에 심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스피커와 가까이 할 경우 이상 음이 생길 수 있으며,
마이크의 충격은 제품의 성능저하 및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지정된 전지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새로운 건전지와 오래된 건전지를 함께 사용하지 마
십시오.
전지의 파열이나 전지 내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등에
의해 화재 부상 또는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
니다.
·전지와 금속성의 볼펜이나, 핀, 동전 등과는 함께 보
관하지 마십시오.
전지의 +극과 -극간에 숏트가 되면, 전지의 파열이
나 전지 내의 액이 흘러 나와서 화재나 부상의 원인
이 됩니다.
·전지를 가열하거나 분해 또는 물이나 불 속에 넣지
말아 주십시오.
전지가 파열하거나 전지 내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등
의 원인이 되어 화재 및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속품으로 제공된 리모콘 등에 건전지를 끼우실 때
는 반드시 극성을 잘 확인 하십시오.
반대로 연결할 경우 전지가 파열 하거나 내부의 액
체가 흘러나와 화재나 부상 또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안전상 주의사항
청소할 때
·부속품으로 제공된 리모콘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지를 빼놓아 주십시오.
리모콘에 전지를 오래 두시게 되면, 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리모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주의

·다 쓴 전지를 버리실 때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리
지 마시고,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본 제품의 외부를 닦으실 때는 물, 가솔린, 벤젠, 신
나 등을 이용하지 마시고 또한 주위에 살충제 등을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부속품으로 제공된 리모콘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지를 빼놓아 주십시오.
리모콘에 전지를 오래 두시게 되면, 오염의 원인이
되거나 리모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다 쓴 전지를 버리실 때는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리
지 마시고, 반드시 분리수거 하여 주십시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1년에 1회 정도 내부청소를 구입처와 상담하시기 바
랍니다.
기기 내부에 먼지나 쥐, 바퀴벌레 등의 배설물이 쌓
일 경우 화재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코드를 꽂거나 뺄 때는 반드시 손에 물기가 없
는 상태에서 꽂거나 빼어 주십시오.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
1. 반주기 뒤의 전원을 ON 하면 부팅을 시작합니다.
2. 부팅 중에는 절대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반주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주기 케이스를 열거나 신곡 업그레이드를 할 경우에는
HDD 및 제품에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OFF한 상태에서 작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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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사용방법

※ 당사 제품은 AC 220V~ 전용입니다.

부속품

제품구성물 및 보증서

KMS-Q100 / KMS-Q200 / KMS-Q300

- 저희 (주)금영의 노래반주기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취급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본기기의 취급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umyoung.com)
- 본 제품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저작권자가 변경 또는 삭제 요청 시 (주)금영에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기능 변경 및 보정,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권리는 (주)금영에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문의

KY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전국어디서나)
제품 / 서비스 문의

1644-3360
부속품

제품구성물 및 보증서

KMS-Q100 / KMS-Q200 / KMS-Q300

- 저희 (주)금영의 노래반주기를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본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취급설명서를 잘 읽고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 본기기의 취급설명서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kumyoung.com)
- 본 제품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저작권자가 변경 또는 삭제 요청 시 (주)금영에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기능 변경 및 보정,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권리는 (주)금영에 있습니다.

제품 서비스 문의

KY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전국어디서나)
제품 / 서비스 문의

1644-3360
부속품

노래반주기 사용설명서
KHK-200

사용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해 주십시요.
사용설명서에 제품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설명서 상의 그림은 설명을 위해 그려진 것으로 실제의 모양과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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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구성물 및 보증서

음향케이블 2조

원격조정기
(리모콘)

리모콘용 건전지(2개)
(권장사양:알카라인)

컴퍼넌트케이블 1조

AC코드

노래목차집

8PIN JACK1

8PIN JACK2

※ HDMI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제품구성물 및 보증서

음향케이블 2조

원격조정기
(리모콘)

리모콘용 건전지(2개)
(권장사양:알카라인)

컴퍼넌트케이블 1조

AC코드

노래목차집

8PIN JACK1

8PIN JACK2

※ HDMI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제품구성물 및 보증서

음향 케이블 2조

컴퍼넌트 케이블 1조

※ HDMI 케이블은 별매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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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정기
(리모콘)

리모콘용 건전지(2개)
(권장사양:알카라인)

AC코드

노래목차집

8PIN JACK1

8PIN JACK2

반주기 명칭 및 개요
KMS-Q100 전면

1

2

3

8

7

11
12
13
4

5

9

6

10

14

❶ 남/여 음정변환 버튼

❻ 배틀, 디스코 버튼

 예약 버튼

❷ 음정 UP/DOWN 버튼

❼ 전면표시부

 시작 버튼

❸ 템포 UP/DOWN 버튼

❽ 숫자 버튼

 취소 버튼

❹ NET, 녹음 버튼

❾ 우선예약 버튼

 USB 단자

❺ 신곡, 메들리 버튼

❿ 예약취소 버튼

KMS-Q100 후면

9
3

5

6

4

1

2
10

11

7

12

8

14
13

❶ 앰프

마이크입력 : 앰프의 마이크출력을 연결하는 단자

❽ 외부리모콘 : 외부리모콘을 제어하는 단자

❷ 반주출력 : 반주출력 단자

❾ 전용코인제어 : 코인기기를 제어하는 단자

❸ 조명박스 : 딤머기기를 제어하는 단자

❿ 인터넷 : LAN통신을 제어하는 단자

❹ 통신앰프 : 통신앰프를 제어하는 단자

 HDMI출력 : HDMI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❺ 코인중앙제어 : 코인 및 조명을 제어하는 단자

 영상출력 : 컴퍼지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❻ 코인/화재경보 : 코인, 화재경보를 제어하는 단자

 모니터 : 컴퍼지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❼ 조명/보너스/외부리모콘

: 조명, 보너스, 외부리모콘을 제어
하는 단자

 컴퍼넌트출력 : 컴퍼넌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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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명칭 및 개요
KMS-Q200(KMS-Q250R) 전면

1

2

7

3

6
9

8

4

5

10 11

12

❶ 남/여 음정변환 버튼

❺ 디스코 버튼

❾ 취소 버튼

❷ 음정 UP/DOWN 버튼

❻ LCD 전면표시부

❿ 예약 버튼

❸ 템포 UP/DOWN 버튼

❼ 숫자 버튼

 시작 버튼

❹ 메들리 버튼

❽ 예약취소 버튼

 USB 단자

KMS-Q200(KMS-Q250R) 후면

11
12
5

1

6

2

3

7

4
13

8

14

9

17

15
16

❶ 마이크입력 : 마이크를 연결하는 단자(음성검색 전용)

❿ 외부리모콘 : 외부리모콘을 제어하는 단자

❷ 앰프 마이크입력 : 앰프의 마이크출력을 연결하는 단자

 RS-232C : 코인기기를 제어하는 단자(타사코인기 제어전용)

❸ 반주출력 : 반주출력 단자

 전용코인제어 : 코인기기를 제어하는 단자

❹ 마이크출력 : 마이크출력 단자

 인터넷 : LAN통신을 제어하는 단자

❺ 조명박스 : 딤머기기를 제어하는 단자

 HDMI출력 : HDMI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❻ 통신앰프 : 통신앰프를 제어하는 단자

 영상출력 : 컴퍼지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❼ 코인중앙제어 : 코인 및 조명을 제어하는 단자

 모니터 : 컴퍼지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❽ 코인/화재경보 : 코인, 화재경보를 제어하는 단자

 컴퍼넌트출력 : 컴퍼넌트 영상이 출력되는 단자

❾ 조명/보너스/외부리모콘 : 조명, 보너스, 외부리모콘을 제어
하는 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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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C 리모콘 명칭 및 개요
1

2

3

7

8

9

11

12

13

14

15

16

17

18

20

21

22

23

24

25

26

27

28

42

33
43

34

5

6

10

19

32

4

29

30

35

36

37

38

31
39
41

40

44

45

46
47

4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반주 UP/DOWN : 곡의 반주음을 증감(통신앰프 연결시 동작)
마이크 UP/DOWN : 사용자의 마이크 볼륨을 증감(통신앰프 연결시 동작)
에코 UP/DOWN : 에코(반향음)의 볼륨을 증감(통신앰프 연결시 동작)
남/여 음정변환 : 남/여 표준음정으로 변화시킴
음정 UP/DOWN : 음정 높이를 변화시킴
템포 UP/DOWN : 음악, 코러스의 템포를 조절
가수/장르 메들리 : 유명가수 및 다양한 장르의 히트곡을 연속해서 연주
댄스/애창 메들리 : 댄스곡 및 디스코, 블루스, 뽕짝, 삼태기, X세대의 곡을
연속해서 연주
나의 애창곡 : 인터넷에 연결이 안되어있을 경우 선곡한 애창곡 100선을 연
주하는 기능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있을 경우 자신이 저장해
놓은 애창곡 번호를 나타내주는 기능
독음기능 : 연주중인 곡의 가사를 영어 또는 일어 발음으로 표시해주는 기능
배경영상 : 자동, 스타라이브, 어린이(성인), 자연, 외부1, 외부2의 영상을 전환
어린이곡 :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만화곡, 캐릭터송을 선택
일시정지 : 노래중 일시정지 기능
코러스 : 코러스를 ON/OFF 하는 기능
가수제거 : 가수가 노래하는 기능을 ON/OFF
점수제거 : 연주중인 곡이 끝나도 점수를 표시하지 않음(1곡만 적용됨)
자 막 : 자막의 위치를 설정하거나, 악보, 일어독음, 영어독음으로 표시하는
기능
모 드 : 음악연주의 한곡, 반복, 무작위, 연속, 1절로 기능을 선택
간주점프 : 연주중인 곡의 전주와 간주를 뛰어넘어 다음 소절의 처음으로 이동
1 절 : 연주중인 곡을 1절만 연주하고 종료시킴
디스코 : 연주중인 곡을 다양한 리듬으로 변환하는 기능
멜로디 : 멜로디의 세기를 조절
신곡/연습 : 최신곡을 검색하거나 또는 신곡을 연습하는 기능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마디점프 : 현재 연주하고 있는 소절을 건너뛰어 다음 소절의 처음으로 이동
2절시작 : 연주중인 곡의 2절 시작 부분으로 이동
원리듬 : 디스코 버튼으로 변환된 리듬을 원리듬으로 복구시키는 기능
NET :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기능
인기순위 : 금영에서 자체 집계한 인기순위를 보여줌
숫 자 : 선곡용 숫자 버튼
취 소 : 선택한 기능을 취소
시 작 : 선택한 곡을 시작
OK(선택) : 원하는 기능의 메뉴로 이동 후 선택하는 버튼
이 동 : 모니터상의 선곡 및 메뉴의 이동에 사용
PAGE 이동 : 선택된 리스트가 여러 페이지인 경우 페이지를 이동하는 기능
feel TONG : 다양한 사용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금영의 새로운 서비스 기능
노래배틀 : 자신이

부른곡의 점수를 통해 전국 순위에 도전하는 전국 온라
인 노래 랭킹과 두 팀이 노래하여 얻은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노
래배틀 기능을 제공
녹 음 : 자신이 부른 노래를 녹음/저장하여 들어볼 수 있는 기능
악 보 : 연주중인 곡의 악보를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
우선예약 : 이미 예약된 곡보다 우선순위로 예약
예약취소 : 예약된 곡을 취소
예 약 : 연주할 곡을 예약하는 버튼
제목/가수별 : 제목별 또는 가수별로 분류된 곡을 검색하는 기능
가사별 : 가사별로 분류된 곡을 검색하는 기능
국가별 : 국가별로 분류된 곡을 검색하는 기능
음성검색 :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으로 곡을 검색하는 기능
한/영 Shift : 국문, 영문을 변환하는 기능
SPACE/에코ON/OFF : 빈 공간을 삽입하는 기능(에코 ON/OFF 하는 기능)
ENTER : 입력 완료 버튼/QR코드 생성(대기상태)

※ 특수문자는 영문 선택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건전지는 반드시 규격품(AA)을 사용하고, 사용한 건전지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분리수거해 폐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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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리모콘 수신기 연결 방법(별매품)

※ RF 리모콘 수신기의 연결은 8PIN 커넥터 케이블과 3.5pi 스트레오 잭 케이블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연결 가능합니다.

RF(2.4GHz) 리모콘 설정 방법(별매품)
① 무선 리모콘 수신기(KRF-100)와 노래반주기의 뒷면에 있는 외부리모콘 단자를 케이블로 연결한다.
② 리모콘에 건전지를 넣는다.
③ 리모콘의

버튼과

버튼을 리모콘 LED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누르고 불이 들어오면 버튼에서 손을 뗀다.

④ 무선 리모콘 수신기 (KRF-100)의 바닥면에 있는 스위치를 누른다.
⑤ 리모콘의 LED가 3회 깜빡이고 설정이 완료된다.
※ 설정시 주의사항
- 리모콘과 수신기(KRF-100)의 RED LED가 정면으로 보이게 한 후 설정하십시오.
- 리모콘이 동작되지 않을 경우 리모콘의 건전지 및 수신기의 케이블을 점검 후 위의 리모콘 설정방법을 다시 설정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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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결하기
영상 및 기타 제어기기 연결 방법
GND
+5V

시작시 : H
정지시 : L
조명 제어기

코인중앙제어

타사전용 코인기

외부리모콘

금영전용 코인기

접지선
지면

통신 앰프
무대용
모니터

코인/화재경보

컨포넌트
출력

조명제어/보너스 기기제어/외부리모콘

★ 상세내역 81, 82page 확인바랍니다.

HDMI
출력

모니터
(영상출력 1, 2 동일)

참고하세요
•KMS-Q200 제품을 영상 및 기타제어기기 연결방법 설치예시로 표기하였습니다.
•반드시 제품과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품과 함께 포장된 전원 코드에는 접지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접지단자가 처리되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접지단자가 없는 콘센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접지선을 동판에 연결하여 습기가 많은 땅속에 25cm이상의 깊이로 묻거나,
누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전원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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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 앰프 연결방식
반주기 뒷면

앰프 전면
마이크 입력

앰프 후면

F/R

F/L

참고하세요
•반주기(KMS-Q200), 앰프(KYA-1100R) 제품을 2ch 앰프연결방식 설치예시로 표기하였습니다.
•2ch 연결시는 연주 출력의 전면에 오디오 출력을 연결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설정 모드의 오디오 설정 모드에서 오디오 채널을 2ch로 선택하십시오. (반주출력 전면선택)
※ 스피커의 연결은 코드의 색상을 구별하여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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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h 앰프 연결방식
반주기 뒷면

앰프 전면
마이크 입력

앰프 후면

F/R

F/L

R/R

R/L

참고하세요
•반주기(KMS-Q200), 앰프(KYA-1100R) 제품을 4ch 앰프연결방식 설치예시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용자 설정 모드의 오디오 설정 모드에서 오디오 채널을 4ch로 선택하십시오. (초기설정 4ch)
※ 스피커의 연결은 코드의 색상을 구별하여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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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시스템 기능 설정 방법
1. 사용자 설정 들어가기
▶ 사용자 설정 들어가기
① 업주용 리모콘의 [기능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② 반주기로 입력할 경우 두개의 템포
누르고 땐 후

버튼을 동시에 2초정도

키를 누르십시오.

▶ 비밀번호 입력하기
①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십시오.
를 누르십시오.
제품출고시 비밀번호

▶ PLAY COUNT
① 곡 재생시 카운트가 증가되고

버튼을 누르면

‘0’으로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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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설정 - 제어 설정
▶ 제어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제어설정]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제어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제어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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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설정
● 코인기 선택
▶ 구형, 신형, FMS 코인기 설정시
제조사의 매뉴얼을 참고 후 설정바랍니다.

※ 퀴즈모드는 오락실 전용모드입니다.
(퀴즈모드를 사용시 구입하신 대리점에 문의바랍니다.)

● 코인기당 시간(분)
▶ 코인기 입력을 시간단위로 설정
▶ 설정된 값은 3분, 5분, 7분, 10분, 30분, 60분
(한 개의 코인이 반주기에 입력되는 시간값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1곡당 코인수
▶ 노래 1곡 선곡시 소비되는 코인수 설정
▶ 선택되면 ( < = )가 표시됩니다.
▶ 설정된 값은 코인없음, 1개~10개
▶ ‘코인없음’ 으로 선택하시면 코인이 없이 반주기가 동작됩니다.

● 방번호
▶ 반주기가 설치된 방번호를 선택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번~255번까지 선택됩니다.

※ 방번호를 중복으로 설정시 전용코인기 오동작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되오니
중복설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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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어 설정
● 회사 Logo 표시
▶ 대기화면에서 제조회사의 Logo 및 배너광고 표시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부팅송
▶ 반주기가 켜질때 연주되는 음악출력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신곡 표시
▶ 대기화면에서 최신곡 List 표시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배경 음악
▶ 대기화면에서 배경음악의 종류 또는 On/Off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기성세대, 신세대, WINE, 7080, SUMMER,
경음악으로 선택됩니다.
※ 참고
1. 대기화면에서 시간/코인 및 KEY 입력이 없는 조건에서 출력됩니다.
2. 배경음악 출력간격 : 3분~5분 출력 ON  3분~5분 출력 OFF 순으로
반복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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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설정
● 벨소리 광고
▶ 노래 간주구간에 벨소리관련 광고표시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비상 경보
▶ 화재나 긴급상황에서 반주기 화면으로 피난안내 메시지를
표출하도록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주의사항
꺼짐으로 설정 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설정 관련하여
당사에게는 어떠한 법률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운터에서 화재경보 신호를 보낼경우 동작합니다.

● 누락곡 확인
▶ 서버와 통신하여 누락된 곡을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 해당 년, 월을 입력하여 누락곡을 확인합니다.
▶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누락곡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수키
▶ 업주용 리모콘의 코인키 및 비밀번호 초기화키의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기본 : 켜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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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어 설정
● 음성검색 안내
▶ 음성검색 기능 사용시 사용안내 멘트 설정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해당 설정을 켜짐으로 설정시 음성검색 사용에 대한 멘트가 나옵니다.
▶ 해당 설정을 꺼짐으로 설정시 음성검색 사용에 대한 멘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곡추천 표시
▶ 곡추천 표시 설정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해당 설정을 켜짐으로 설정시 대기화면의 좌측에 곡추천 메뉴가
표출됩니다.
▶ 해당 설정을 꺼짐으로 설정시 대기화면의 좌측에 표시되는 곡추천
메뉴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 노래배틀 진입표시
▶ 노래배틀 진입표시 설정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해당 설정을 켜짐으로 설정시 코인 입력과 동시에 온라인 노래배틀
진입여부 화면 표출이 나타납니다.
▶ 해당 설정을 꺼짐으로 설정시 코인 입력과 동시에 온라인 노래배틀
진입여부 화면 표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듀얼뷰
▶ 듀얼뷰 출력을 설정합니다.
▶ 노래 반주 화면 이외의 다른 정보 화면이 선택한 출력 단자로 표출됩니다.
▶ 기능선택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 애창곡TOP10, 트롯트TOP10, OST
TOP10의 리스트가 10초 간격으로 슬라이드 되면서 서브화면에 표출됩
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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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설정
● 듀얼뷰 사용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초기값은 꺼짐입니다.
▶ 켜짐이 선택되었을 경우 메인화면 이외 서브화면이 활성화되어 선택된
출력단자로 화면이 표출됩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듀얼뷰 출력
▶ 설정된 값은 컴포넌트, 컴포지트, HDMI로 선택되어집니다.
▶ 초기값은 컴포넌트입니다.
▶ 컴포지트 선택시 전면 LCD에도 동일하게 표출됩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애창곡 Top 10
▶ 애창곡 Top10 정보를 표출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초기값은 켜짐입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OST Top 10
▶ OST Top10 정보를 표출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초기값은 켜짐입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트롯트 Top 10
▶ 트롯트 Top10 정보를 표출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초기값은 켜짐입니다.
※ KMS-Q100 모델은 해당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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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 설정 - 점수 설정
▶ 점수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점수설정]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점수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점수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

점수 설정
● 점수 Gain
▶ 점수출력에 있어서 가중치를 주는 설정입니다. (기본 : 1.0)
▶ 설정된 값은 0.1~10.0까지 0.1 단위로 증감됩니다.
▶ 설정된 값이 높을수록 점수에 가중치가 더해지므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평균 점수
▶ 설정된 값에 따라 점수의 평균구간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60점~95점으로 5점 단위로 증감됩니다.

● 화면표시 최소 점수
▶ 점수출력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 이상으로 점수가 나오면 반주기 화면에 점수화면이
표출되고, 설정값 미만이면 점수화면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점~95점까지로 5점 단위로 증감됩니다.

예) 점수를

60점으로 설정해 놓았을 경우, 사용자가 노래를 하고 점수가 59점
이하로 채점 되었을 경우 점수화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60점 이
상의 점수로 채점 되었을 경우 점수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점수표출 없음”으로 설정하면 항상 점수가 표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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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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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설정
● 보너스
▶ 반주기 외 상품 등 외부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상품이 나오도록
하는 설정입니다.
▶ 외부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사용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보너스 점수
▶ 보너스 기기가 동작될 점수 구간을 선택합니다.
▶ 설정된 값은 85점~100점까지 5점 단위로 증갑됩니다.
▶ 보너스 외부기기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사용됩니다.
▶ 보너스 값이 켜짐으로 되어 있어야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사용자의 노래 점수에 보너스로 몇점 더해서 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 100점 확률
▶ 점수출력에 있어서 사용자의 점수가 100점이 나올 확률값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100~1/1로 설정되어 집니다.
▶ 항상 100점이 나오도록 한다면 1/1=10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95점 이상일 경우 확률 적용)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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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설정
● 보너스 음성표시
▶ 보너스 외부기기와 연결되었을 경우, 셋팅 되어있는 보너스 점수에
당첨되었을 경우, 음성을 표출하는 기능입니다.
▶ 보너스 기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보너스 출력
▶ 보너스 외부기기와 연결되었을 경우 보너스 출력신호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Active low, Active high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채점 방식
▶ 음정, 박자를 실시간 채점기능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실시간 채점, 일반채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점수 설정시에는 먼저 앰프 마이크의 볼륨을 이용하여 녹음 음량부터 조절한 후 사용자 설정의 점수 Gain을 조절하여 주십시오.
(24page 참조)
•앰프 마이크의 볼륨은 녹음 음량과 점수 음량이 동시에 조절되므로 과다하게 증가시에는 녹음 음량이 왜곡(찌그러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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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 설정 - 기능 설정
▶ 기능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기능설정]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기능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리모콘의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② 리모콘의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계속 기능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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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성인물 영상
▶ 성인물 영상의 표출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업주용 리모콘의 [성인영상] 버튼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성인물 영상이 꺼짐일 경우 반주기의 [배경영상]에 어린이 영상으로
대체됩니다.

★ 성인영상 상영시 주의사항
본 성인영상의 상영으로 인해 고객에 따라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등 고객의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먼저 고객에게 성인영상물을 상영해도 무
방한지 확인하시고,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상영을 필히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노래방 및 관련 업소에서 성인영상을 상영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고객에 의하
여 제기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소에 국한되며, 당사에게는 어
떠한 법률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디 fadeout
▶ 연주되는 곡이 종료될 때 음량을 천천히 줄이면서 종료하는 기능설정
입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화면 위치
▶ 내부 화면의 기계적 화면 표출위치를 조절합니다.
▶ 값의 범위는 -5에서 5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화면이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출력되는 경우 사용합니다.

★ 화면조정은 좌, 우로 가능합니다. 위, 아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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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 한글 루비표시
▶ 일본곡 연주시 일본어 상단에 한글로 발음을 표기해 주는 기능설정
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멘트 볼륨
▶ 반주기 부팅 완료시 출력되는 인사말 멘트와 입실/퇴실 멘트 소리값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입실/퇴실 멘트
▶ 반주기에 시간/코인을 입력 후 첫곡 연주시 또는 시간/코인 종료시
마지막 곡을 재생 후 출력되는 멘트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입실만, 입/퇴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약노래의 가수
▶ 가수 기능곡으로 제작된 곡을 예약 또는 선곡 후 재생시 가수기능곡
또는 일반곡으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참고
가수기능곡이란 신곡연습곡 LIST에 있는 곡을 말하며, 가수가 곡을 1절까지 불러
녹음된 곡을 의미합니다. (설정이 켜짐으로 되어있는 경우 리모콘의
버튼
을 이용하여 가수육성음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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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기능 화면
▶ 영상출력 화면과 반주기 전면부 패널의 부가적인 기능에 대한 값을
설정합니다.

● 기능 화면 - 시간/코인 표시
▶ 시간/코인 : 노래를 부를수 있는 가용시간과 코인을 반주기 화면에 표시
1. 선택 항목을 [시간/코인]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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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 기능 화면 - 멜로디 표시
▶ 멜로디 : 현재 설정중인 멜로디의 설정값을 반주기 화면에 표시
1. 선택 항목을 [멜로디]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기능 화면 - 자막 표시
▶ 자막 : 현재 설정중인 자막의 설정값을 반주기 화면에 표시
1. 선택 항목을 [자막]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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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기능 화면 - 모드 표시
▶ 모드 : 현재 설정중인 노래모드의 설정값을 반주기 화면에 표시
1. 선택 항목을 [모드]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기능 화면 - 표출시간 표시
▶ 표출시간 : 반주기 패널의 현재 시간/코인 표시간격 설정
1. 선택 항목을 [표출시간]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KMS-Q100, KMS-Q200 모델은 본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기능 화면 - 패널시간
▶ 패널시간 : 반주기 패널의 시간/코인 출력을 On/Off 하는 설정
1. 선택 항목을 [패널시간]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KMS-Q200 모델은 본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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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 자막위치
▶ 자막위치 : 자막의 위치를 조정(특수업소 지원)
1. 선택 항목을 [자막위치]에 위치 시킵니다.
2. 리모콘의
3. 방향키
4.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를 눌러 원하는 값으로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 반주기의 자막의 위치는 하단, 상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업소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특수업소 지원)

▶ 피난 안내도
▶ USB로 피난 안내도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 선택 항목을 [피난안내도]에 위치하고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선택하면 피난 안내도가 반주기에 입력됩니다.
▶ 입력이 성공하면 입력 완료, 입력이 실패하면 입력 실패가 표출됩니다.
★ 피난 안내도 제작 방법 및 세부 설명참조(94page)

▶ 모니터 절전 기능
▶ 모니터의 절전 기능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시간동안 반주기에 입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주기에서
모니터에 신호를 출력하지 않게 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5분, 10분, 15분, 20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절전모드를 지원하는 모니터를 확인바랍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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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정
● 자막 글꼴
▶ 자막의 글꼴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아이리스체, 하늬체, 연인체, 하늘체, 세종체, 레인보우체,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 기본값은 아이리스체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한국곡 독음 표시
▶ 한국곡의 가사를 영어나 일어 발음으로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일어독음, 영어독음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어독음 또는 영어독음으로 설정시, 한국곡 가사위에 해당 언어의
독음 표시가 됩니다.
▶ 리모콘의

버튼으로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리모콘으로 변경한 언어는 현재 재생중인 곡에만 적용됩니다.
다음곡 시작시 설정된 언어로 초기화됩니다.

▶ 기본값은 꺼짐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꺼짐으로 설정된 경우, 자막 설정에 일어독음, 영어독음이 비활성화됩니다.

● 일시정지 제어
▶ 리모콘의

버튼의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켜짐과 꺼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꺼짐으로 설정된 경우 리모콘의

버튼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 기본값은 켜짐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 버튼 효과음
▶ 버튼의 효과음을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음성, 비프음, 꺼짐으로 선택됩니다.
▶ 기본값은 음성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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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능 설정
● 시간 충전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시간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 3분, 5분, 10분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설정된 값은 충전 가능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시간이 5분 남았을 때 시간 충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띄워주게 되며
스마트폰의 타임업 기능으로 진입 후 스마트폰을 흔들어주면 설정된 시
간이 충전됩니다. (충전이 한번 완료되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시
간이 0이 되면 기능 사용이 가능해짐)
※ 본기능은 무선네트워크 AP가 설치되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50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클럽 라이브 영상
▶ 클럽 DJ 리믹스 곡을 연주시 배경영상을 클럽라이브영상을 재생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되어집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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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자 설정 - 오디오 설정
▶ 오디오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오디오]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오디오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오디오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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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설정
● 오디오 채널
▶ 오디오의 출력을 설정합니다.
▶ 각 모델에 따라 2채널, 4채널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 가수 음량
▶ 노래에서 가수 육성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코러스 음량
▶ 노래에서 코러스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RDS효과 음량
RDS효과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RDS란?
→ 공통 effect 효과를 말하며, 노래를 부를 때 나오는 기차소리나 빗방울소리
등을 말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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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
● 녹음 음량
▶ 사용자가 녹음 기능을 설정하고 노래를 부른 후 저장된 곡의 녹음듣기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인사말 음량
▶ 광고설정에서 예약된 인사말 중에서 설정을 하였을 경우 육성으로
나오는 소리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MPEG 음량
▶ 수출용 반주기의 노래와 영상이 함께 있는 제품에 사용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 배경음악 음량
▶ 대기 상태에서 배경음악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제어설정에서 배경음악의 사용이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적용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0~200까지 5단위로 증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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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사용자 설정 - 악기 음량
▶ 악기 음량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악기음량]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악기 음량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악기 음량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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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음량
● 리드 & 파이프
▶ 리드 & 파이프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브레스
▶ 브레스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피아노
▶ 피아노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SYNTH
▶ SYNTH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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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악기 음량
● 기타
▶ 기타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스트링
▶ 스트링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SFX
▶ SFX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멜로디
▶ 멜로디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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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음량
● 베이스
▶ 베이스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드럼
▶ 드럼 악기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범위는 -100~100까지 1단위로 증감합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기본값
▶ 악기의 음량의 초기설정으로 되돌리는 상태값입니다.
▶ 각 악기의 값을 변경하다 실수로 값이 틀려졌을 경우 기본값 선택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악기 음량 조정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문가가 아니면 모든 값을 기본값으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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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 설정 - 4채널 음량
▶ 4채널 음량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4/5 채널 음량]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4채널 음량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리모콘의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② 방향키
③ 리모콘의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④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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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용자 설정 - 광고 설정
▶ 광고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광고설정]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메뉴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리모콘의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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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설정
● 상호명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 > ] 표시가 나타나며 입력대기

상태가 됩니다.
▶ 원하는 상호명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2자)
▶ 입력하실 글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하단에 한글, 영문 입력상태가 나타납니다.
★ 사용자 리모콘의 한/영 키를 눌러 원하는 입력상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 키를 반복시 한글  영소  영대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 전화번호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 > ] 표시가 나타나며 입력대기

상태가 됩니다.
▶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력하실 글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하단에 한글, 영문 입력상태가 나타납니다.
★ 사용자 리모콘의 한/영 키를 눌러 원하는 입력상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 키를 반복시 한글  영소  영대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 인사말 첫째줄 입력하기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 > ] 표시가 나타나며 입력대기

상태가 됩니다.
▶ 원하는 인사말 첫째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2자)
▶ 입력하실 글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하단에 한글, 영문 입력상태가 나타납니다.
★ 사용자 리모콘의 한/영 키를 눌러 원하는 입력상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 키를 반복시 한글  영소  영대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 인사말 둘째줄 입력하기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 > ] 표시가 나타나며 입력대기

상태가 됩니다.
▶ 원하는 인사말 둘째줄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12자)
▶ 입력하실 글을 모두 완료하고 나면

버튼을 눌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 하단에 한글, 영문 입력상태가 나타납니다.
★ 사용자 리모콘의 한/영 키를 눌러 원하는 입력상태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한/영 키를 반복시 한글  영소  영대로 순차적으로 변경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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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설정
● 인사말 예약어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여러종류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 상황에 맞게 미리 인사말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 일반, 계절, 명절, 생일/회갑/돌, 결혼, 취입/퇴임, 기념일, 입학/졸업/
합격, 회사, 성탄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원하시는 분류로 이동하여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카테고리의 세부 예약어가 나타납니다.
★ 이전 화면으로 이동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인사말 지움
▶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면 작성된 인사말이 삭제됩니다.

● 코레일 설정
▶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 후 방향키

로 해지 및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업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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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고 설정 - 인사말 약어표

종류

인사말

종류

인사말
펄펄 눈이 옵니다

최고의 사운드를 자랑하는 금영반주기
계절
최고의 음질, 최신 시설 저희 업소를 이용해 주세요

눈썰매와 같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즐겁게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뜻한 바 모두 이루시길 빕니다

저희 업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행운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일반

한가위를 맞아 집안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추석을 맞아 웃음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분위기 만점! 반주기 만점! 여러분의 기분 만점!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

설을 맞아 집안이 두루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강남제비가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설을 맞아 화목하시고 건강하기 바랍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즐거운 시간 되세요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하오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따스한 봄바람 만끽하며, 즐거운 하루 되세요
생일

계절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시원한 여름 되세요

사랑하는 당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파도가 춤추는 시원한 해변을 걸어 보셨습니까?

오늘은 기쁜날 생일을 축하합니다

추억을 이 여름에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회갑을 축하하오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갑 맞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사랑을 노래하세요
회갑
풍요로운 황금벌판, 건강한 가을 되세요

고희를 축하하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여유있는 나날 되세요

고희 맞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겨울 되십시오

아기의 첫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번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겨울 되세요

돌

첫돌을 축하하며 귀엽고 튼튼하게 키우길 바랍니다

흰눈이 내리네요 사랑을 속삭이세요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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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설정 - 인사말 약어표

종류

인사말

종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사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
결혼을 축하하며 복된 새 가정 이루기를 바랍니다
결혼

앞날의 성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합격
두분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합격을 축하하며 앞날의 행운이 함께 하길 빕니다

두분앞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개업을 축하합니다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업을 축하하며 앞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취임을 축하하며 앞날의 더 큰 영광을 기원합니다

창립을 축하합니다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합니다

창립을 축하하며 앞날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취임

퇴임

기념일

회사

퇴임을 맞아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창립 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예로운 퇴임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를 빕니다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높고 깊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축하하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뜻 깊은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뜻 깊은 대회에 성원을 보냅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즐거운 X-mas 보내세요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이끌고 가르치신 선생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성탄절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내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온 가정에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길 빕니다

성년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성탄절이 되길 빕니다

이웃과 사회에 큰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석가

부처님 오신날을 온 마음을 다하여 봉축합니다

성년을 축하하며 앞날의 발전을 바랍니다

탄신일

귀댁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착하고 씩씩하게 자라거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입학

어린이날
입학을 축하하며 앞날의 정진과 성취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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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오월, 푸른 꿈을 간직한 어린이가 되어라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사용자 설정 - 네트워크 설정
▶ 네트워크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네트워크]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네트워크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네트워크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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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 IP 설정
▶ 네트워크의 LAN 방식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의 항목은 고정 IP, DHCP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고정 IP]는 반주기의 IP를 직접 입력하여 사용합니다. 이때는 IP가 미리 할당
받아 있을 때 사용합니다.
★ [DHCP 모드]는 서버나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IP를 할당 받아 사용합니다.

● IP 설정

[ DHCP 사용 ]

[ 고정 IP 사용 ]

● 고정 IP 입력방법
▶ 고정 IP에 사용되는 모든 숫자는 .을 기준으로 각각 3자리 입니다.
▶ 예를들어 IP 192.168.1.1을 입력한다면 실제 입력 숫자는 192.168.001.001을 입력하고

버튼으로 저장을 합니다.

▶ 나머지 NETMASK, GATEWAY, DNS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반주기 AP 설정
▶ 반주기와 스마트폰을 WI-FI로 연동하기 위해 AP를 설정합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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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반주기 AP 설정 - AP 설정 타입
▶ AP의 연결 방식을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미설정, 오프라인, 유선 온라인, 무선 멀티브릿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미설정시 AP를 연결하지 않습니다.
▶ 오프라인 설정시, AP는 반주기와 개별 연결되어 무선 AP 기능을 수행합니다.
▶ 유선 온라인 설정시, AP는 LAN, 반주기와 연결되어 무선 AP 기능 및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 무선 멀티브릿지 설정시, AP는 메인 AP, 반주기와 연결되어 무선 AP 기능 및 인터넷과 연결됩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주기 AP 설정 - 무선 SSID
▶ AP의 무선 SSID를 설정합니다.
▶ 무선 SSID 항목에서

버튼 또는 숫자

를 입력하면, 해당 AP의 무선

SSID가 표시됩니다.
▶ AP 설정 타입이 미설정인 경우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주기 AP 설정 - 멀티브릿지 검출
▶ 메인 AP의 무선 SSID를 설정합니다.
▶ 멀티브릿지 검출 항목에서

버튼 또는 숫자

를 입력하면 메인 AP의

무선 SSID가 표시됩니다.
★ AP 설정 타입이 무선 멀티브릿지인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주기 AP 설정 - AP설정값 적용
▶ AP 설정 타입, 무선 SSID, 멀티브릿지 검출 항목에서 설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AP설정값 적용 항목에서

버튼 또는 숫자

를 입력하면, 반주기가

재부팅되면서 설정값이 적용됩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반주기 AP 설정 - AP 재설정
▶ 반주기에 입력된 AP 설정값을 초기화 시킵니다.
▶ AP 재설정 항목에서

버튼 또는 숫자

를 입력하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YES를 선택하면 반주기에 입력된 AP 설정값이
초기화됩니다.
★ 반주기의 AP 설정을 초기화할 경우, AP 또한 수동으로 초기화해야 합니다.
★ 상세 내용 90~93pag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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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설정
● 개국설정
▶ 개국설정을 위해

버튼 혹은 숫자

를 누르시면 개국설정

세부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개국설정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경우 값은 인증됨으로 설정됩니다.

● 개국설정 세부 내용 입력
1. 딜러 ID
노래방이 속한 대리점의 공급자 ID를 입력합니다.
2. 업소 TEL
노래방 업소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예) 026390XXXX (번호사이 “-” 표시없이 번호만 입력하십시오)
3. 업소명
노래방 업소의 업소명칭을 입력합니다. 예) 금영노래방
4. 주소(시도)
노래방 업소의 지역중 시 혹은 도를 입력합니다.
예) 서울시, 경상남도 (특별시, 광역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5. 주소(시군구)
노래방 업소의 시군구 지역명을 입력합니다. 예) 강남구, 용산구
6. 주소(나머지)
노래방 업소의 세부 번지를 입력합니다. 예) 한강로3가
7. 영업형태
노래방 업종을 선택합니다.

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노래방/오락실/단란주점/음식점/기타
1~7번 항목을 모두 입력하시고
버튼을 누르면 서버와 통신이 시작되고
정확한 값이 검증되면 상태가 “인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노래방의 금영 반주기가 10대 있다면 그 중 반주기 1대의 인증으로 다른방의
반주기들도 자동으로 인증 상태가 됩니다.

● 연결 상태 확인
▶ 연결 상태 확인은 업소 내의 모든 금영 반주기와의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설정입니다.
▶ 선택함과 동시에 모든 반주기와의 통신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반주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반주기 번호를 표출하면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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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 금영 정보
▶ 네트워크 반주기와 금영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반주기 화면에
일정시간의 금영 정보를 표출하는 설정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 뉴스 속보
▶ 네트워크 반주기와 금영 서버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반주기 화면에
실시간 속보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 인증초기화
▶ 업소내 모든 금영 반주기의 네트워크 설정 인증 상태를 초기화 상태로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YES와 NO로 선택되어 집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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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자 설정 - 조명 설정
▶ 조명 설정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조명설정]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조명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버튼을 입력합니다.

▶ 설정 항목값 변경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선택값을 저장합니다.

③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속 조명 설정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②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버튼을 입력시 이전단계로 이동합니다.

※ 조명 설정 변경 후 전원을 재부팅하여야 설정변경이 적용됩니다.
※ 조명딤머 연결단자와 조명설정 조건은 설치기사의 판단에 의해 설치되므로
업소별 조명 설치 조건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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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명 설정
● 조명
▶ 조명 관련 기능의 사용 유무를 설정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 BEAT 1
▶ 조명기기 딤머의 Beat 1의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BEAT 2
▶ 조명기기 딤머의 Beat 2의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핀포스트
▶ 조명기기 딤머의 핀포스트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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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설정
● 사이키
▶ 조명기기 딤머의 사이키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무빙라이트 1
▶ 조명기기 딤머의 무빙라이트 1의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무빙라이트 2
▶ 조명기기 딤머의 무빙라이트 2의 설정 유무입니다.
▶ 노래 Beat에 맞춰 딤머의 신호를 ON/OFF 합니다.
▶ 설정된 값은 꺼짐과 켜짐으로 선택됩니다.

● 비누방울 시간
▶ 조명기기 딤머의 비누방울 설정 유무입니다.
▶ 설정된 값은 0에서 40까지 1단위의 증감으로 선택됩니다.

● 안개시간
▶ 조명기기 딤머의 안개 시간 설정 유무입니다.
▶ 설정된 값은 0에서 3까지 1단위의 증감으로 선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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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사용자 설정 - 비밀번호
▶ 비밀번호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비밀번호]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 항목 선택하기
① 방향키

를 눌러 원하는 항목에 위치 시킵니다.

② 선택을 취소시에는

버튼을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 변경하기
① 4자리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
② 한자리씩 입력된 숫자는 로 표시됩니다.

▶ 변경 비밀번호 저장하기
① 4자리의 비밀번호 입력이 완료되면

버튼을 눌러 저장하십시오.

② 설정값이 정상적으로 저장이 완료되면, 우측하단에 “저장완료”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할 시 가까운 대리점 및 관리팀에 문의하십시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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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용자 설정 - 기본값 셋팅
▶ 기본값 셋팅 들어가기
① 선택항목을 [비밀번호]에 위치 시킵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 혹은 숫자

를 눌러 선택을 합니다.

▶ 초기설정값으로 변경하기
① 리모콘의 방향키
② 숫자

로 YES/NO로 위치하십시오.

를 눌러 선택합니다.

③ 선택을 취소시에는

버튼을 입력합니다.

▶ 기본값으로 변경 적용하기
① 공장 초기화 값으로 모든 설정값이 변경되어 저장됩니다.
※ 예외항목
네트워크 설정은 초기화 되지 않습니다 .
네트워크 초기화는 네트워크 항목에서 초기화를 하십시오.
★ 주의사항
소방법 이미지가 지워지니 설정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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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1. 선곡
연주음악 번호를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연주됩니다.

2. 예약
본 제품은 총 45곡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① 예약할 곡 번호를 누름(곡 번호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②

버튼을 누릅니다.(모니터 좌측상단에 예약된 곡 번호가 나타납니다)

③ 다음 곡을 예약할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반복합니다.
④ 45곡 전부 예약하였을 경우에는

버튼 외에는 키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3. 우선 예약
1곡 이상 예약이 되어 있을 경우 사용하며, 가장 먼저 예약을 하고 싶은 경우 사용합니다.
① 예약할 곡 번호를 누름(곡 번호가 화면상에 나타납니다)
② 리모콘의

버튼을 누릅니다.(모니터 좌측상단에 예약된 곡 번호가 나타납니다)
기존 예약곡 번호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약할 곡번호

우선 예약후 예약된 곡번호 순서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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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4. 예약 취소
① 취소할 곡 번호를 누른 후
② 곡 번호 입력없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경우, 마지막으로 예약된 곡 순서로 곡이 취소됩니다.

5. 템포 조절
① 연주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② 연주중에

혹은

를 누르면 6%씩 증감됩니다.

는 빠르게 조절하고

는 느리게 조절됩니다.

③ 템포 조절시 코러스 및 가수육성도 동시에 변환됩니다.

6. 음정(#, b) 조절
① 연주음 또는 선곡시나 예약시에 음정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② 곡 재생중

버튼을 누르면 높은 음으로 이동합니다.

③ 곡 재생중

버튼을 누르면 낮은 음으로 이동합니다.

④ 선곡, 곡번호 선택  음정조정 

또는

할 경우

곡이 시작할 때 조절된 음정으로 설정되어 노래가 시작됩니다.

7. 남·여 음정 조절
① 남자가 여자 가수의 곡을 부르거나 여자가 남자 가수의 곡을 부를 경우
음정을 조절합니다.
② 곡 시작시

또는

버튼을 눌러 재생할 수 있습니다.

③ 선곡 또는 곡번호 선택 후  남·여 선택 

또는

할 경우

곡이 시작할 때 변경된 음성으로 노래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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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8. 메들리
각각의 분위기에 맞는 메들리를 선택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 가수메들리
① 유명 가수의 히트곡과 신나는 곡들이 계속해서 연주됩니다.
②

버튼을 누르면 가수메들리와 장르메들리 중에서 가수메들리를 선택합니다.

③ [가수메들리]에서는 방향키
④ 원하는 메들리 선택 후 방향키
나타납니다)

혹은

를 눌러 <원곡가수>, <기성세대>, <신세대> 메들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를 이용하여 가수를 선택한 뒤 (가수가 선택되면서 해당가수의 곡이 옆에
버튼을 선택하여 예약과 선곡이 가능합니다.

나. 장르메들리
① 곡의 분류에 따라 나누어 놓은 메들리입니다.
② 노세노세, 8090나이트, 클럽DJ리믹스, 일렉트로닉, 볼케이노, 7080, 콜라텍, 와인메들리, 여름메들리가 있습니다.
③ 메들리의 선택은 방향키

를 눌러 선택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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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다. 댄스메들리
① 흥겨운 댄스곡들을 모아 메들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② 락, 관광, 나이트, 캬바레, 민요, 무드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 애창메들리
① 흥겨운 댄스곡들을 모아 메들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② 디스코, 뽕짝, 삼태기, 블루스, 민요, X세대 메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배경영상 선택
① 연주되는 곡의 특성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된 영상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②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아래와 같이 배경영상의 설정이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③ 자동  스타라이브  어린이(혹은 성인)
④ 성인물은 기능설정에서 성인물 영상이 켜진 상태여야만 가능합니다.(미성년자에게는 보여지지 않도록 관리바랍니다)

10. 신곡
① 신곡에 대한 안내와 신곡연습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②
③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신곡연습과 신곡리스트가 교대로 선택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리스트를 검색하고

,

을 선택하면

예약과 선곡이 가능합니다.
④ 리스트 빠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경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⑤ 최대 12개월분의 신곡 List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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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11. 나의 애창곡
① 금영서버에 등록한 리스트를 불러오는 기능입니다.
② 애창100선은 금영에서 선정한 인기곡 100가지를 모아 놓았습니다.
③ 인터넷이 연결된 경우
가. 자신이 좋아하는 곡 목록을 금영서버에 등록 후 리스트를 가져올 수 있으며,
나. 반주기에서 직접 곡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삭제/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기존에 등록해 놓은 곡이 있을 경우>
㉠

버튼을 누른다.

㉡ 핸드폰 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눌러 금영서버와 연결하여

미리 등록해 놓은 곡 리스트를 불러온다 .
㉢ <나의 애창곡> 리스트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하여 부른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 기존에 등록해 놓은 곡이 없을 경우>
㉠

버튼을 누른다.

㉡ 핸드폰 번호 입력창이 나타나면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른다.

㉢ <나의 애창곡> 리스트가 출력되면 리스트 하단 안내 문구에 따라 등록/삭제/수정 한다.

12. 녹음
가 . 자기가 부른 노래를 녹음하여, 내용을 현장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Upload 한 후 웹에서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www.ikaraoke.kr / www.Melon.com의 노래방 메뉴 / www.music.cyworld.com의 노래방 메뉴)
나.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ID로 입력 후 저장할 수 있습니다.
A. 녹음하기
a.

버튼을 누른 후 “녹음하기”를 선택하고 우측 상단부에 “녹음대기” 표시가 나타나면 곡을 선택하여
버튼을 누르면 시작과 동시에 녹음이 되고 우측 상단의 “녹음대기”가 “녹음중”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b . 녹음시 반주의 멜로디는 자동으로 “여림” 설정됩니다. (녹음곡 품질 향상)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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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B. 녹음듣기/저장하기
a. 녹음곡이 끝나면 “녹음하기”와 “녹음듣기/저장” 하기 메뉴로 전환되며, 메뉴 중 “녹음듣기/저장” 메뉴를 선택하면
녹음된 리스트가 나오게 되며, 이중 듣고 싶은 곡으로 이동하여

버튼으로 선택한 후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녹음곡이 재생됩니다.
b. 녹음된 곡을 저장하고 싶으면 “녹음듣기/저장” 하기 메뉴를 선택하여 저장하고자 하는 곡을
하여

버튼으로 선택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기”의 선택이 나타나며, 이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지정된 곳으로 저장됩니다.

c. 서버에 저장을 선택할 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d. USB에 저장을 선택할 시 USB를 삽입한 후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서버저장

녹음듣기

USB 저장

※ USB에 저장된 녹음곡을 반주기 MP3 듣기시에 음질을 위해 음량이 반주출력의 50%로 출력됩.

13. NET (인터넷이 연결된 업소에서만 동작합니다.)
①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노래 가요제”, “오디션”, “가요제 참가 순위확인”의 메뉴가 나타납니다.
가 . [인터넷 노래가요제] 선택시
㉠ “금영가요제”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곡 번호를 선택하고

버튼을 누르면 연주가 시작되고

㉢ 연주가 끝나면 자신의 점수 및 전국 등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요제 랭킹 100위 이내일 경우에만 점수 랭킹이 표출됩니다.)
본사에 진행하는 행사에 따라서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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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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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오디션] 선택시
㉠ 현재 진행중인 오디션의 안내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참여 가능한 오디션 곡 리스트에서 곡을 선택하여

버튼을 눌러 참여합니다.

㉢ 곡이 종료되고 나면 [듣기], [응모하기] 메뉴중 선택합니다.
㉣ “응모하기”를 선택한 후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여

버튼을 누르면 서버와 접속을 시도하고 인증이

완료되면 곡을 서버에 전송합니다.
★ 오디션 기능은 오디션 서비스가 진행중일 때 사용 가능합니다.

다 . [가요제 참가 순위 확인] 선택시
㉠ 자신이 참여한 가요제의 회차와 날짜, 점수, 곡 번호와 함께 전체 응모한 인원과 그 인원 중 등수가 나타납니다.

★ 가요제 참가후 100위 이내 랭킹되었을 경우에만 점수, 랭킹화면이 표출됩니다.

14. 디스코
① 한 곡을 다양한 리듬으로 연주 가능합니다 .
② 디스코1, 디스코2, 디스코3, 테크노, 원리듬 순으로 리듬변환합니다.
③ 원곡 특성상 디스코 변환이 자연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65

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15. BEST 20
① 최근에 인기있는 20곡을 소개합니다.
② 노래방, 7080, 트로트, 모바일로 분류되어 가장 많이 부른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③ [Best 20] 버튼을 누른 후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④ 선택한 메뉴의 리스트가 나타나면 버튼을 이용하여 곡을 이동할 수 있으며, 이때를 이용하면 상위 메뉴인
“노래방”, “7080”, “트로트”, “모바일” 메뉴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⑤ 선택한 메뉴의 리스트에서 원하는 곡을 통해 예약하거나 곡을 플레이 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시는 리모콘에 따라 BETS 20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6. 곡목찾기 ★ 지원가능 : 가수별, 제목별, 국가별, 연대별, 테마별, 가사별
가 . 가수별 검색
㉠ 가수별로 정리된 노래를 찾는 기능입니다.(초성검색 지원)
㉡ 리모콘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여 찾으시면 훨씬 편리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키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손쉬운 곡 찾기를 제공합니다.
※ 곡 검색 시 찾고자 하는 가수, 제목, 국가, 연대, 테마, 가사별 첫글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검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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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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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제목별 검색
㉠ 제목별로 분류된 노래를 찾는 기능입니다.(초성검색 지원)
㉡ 리모콘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하여 빠르게 찾을 수 있고, 바로 선택하여 예약 및 동작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키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손쉬운 곡 찾기를 제공합니다.
※ 곡 검색 시 찾고자 하는 가수, 제목, 국가, 연대, 테마, 가사별 첫글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검색 방법입니다.

다 . 국가별 검색
㉠ 국가별로 분류된 노래를 찾는 기능입니다.(초성검색 지원)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곡으로 구성되며 각 나라에 맞는 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 미국곡 검색 가능하며 일본곡은 불어 발음을 영문으로 검색 가능
㉣ 중국, 베트남곡은 자판으로 검색되지 않으며 리스트 이동으로 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 연대별 검색
㉠

버튼을 누르면 60년, 70년, 80년, 90년의 구간으로 선택되어 집니다.

㉡ 연대를 선택한 후 찾고자 하는 곡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용하시는 리모콘에 따라 연대별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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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테마별 검색
㉠

버튼을 누르면 OST, 동요, 캐롤, 군가, 민요, 가곡, 만화로 각 테마별 선택이 됩니다.

㉡ 원하는 테마를 선택한 후 찾고자 하는 곡의 제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사용하시는 리모콘에 따라 테마별 검색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 가사별 검색
㉠ 곡의 특정 부분의 가사를 입력하여 찾는 기능입니다.
㉡ 리모콘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 후

버튼을 누르면 표출되며, 입력 가사의 내용의 곡을 바로 선택하여

예약 및 동작할 수 있습니다.

※ 각각의 키는 서로 조합하여 사용 가능하며 손쉬운 곡 찾기를 제공합니다.
※ 곡 검색 시 찾고자 하는 가수, 제목, 국가, 연대, 테마, 가사별 첫글자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바른 검색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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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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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멜로디 조절
①

버튼을 누르면 연주음의 멜로디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② PRO → 멜로디 음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OFF)
③ 표준 → 기본적인 멜로디 음
④ 셈 → 표준보다 1단계 더 강한 멜로디 음
⑤ 여림 → 표준보다 1단계 더 약한 멜로디

18. 코러스 ON/OFF
① 코러스 기능이 있는 곡일 경우 연주음과 함께 코러스가 흘러 나옵니다.
② 코러스 기능을 OFF 하고자 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코러스 기능이 ON ↔ OFF 됩니다.

③ 코러스 기능이 없는 곡일 경우 코러스 기능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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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수 제거 ON/OFF
① 가수 기능이 있는 곡일 경우 전문 가수의 육성으로 노래를 불러 줍니다.
② 가수 기능을 OFF 하고자 할 경우

버튼을 누르면 가수 기능이 ON ↔ OFF 됩니다.

20. 1절
①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시면 1절 모드와 한곡 모드가 반복되면서 변합니다.

② [한곡모드] : 선곡한 곡이 1절과 2절 모두 연주됩니다. (평상시)
③ [1절모드] : 선곡한 곡이 1절만 연주됩니다.

21. 모드
①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시면 [1절], [한곡], [반복], [연속], [무작위] 모드가 반복됩니다.

② [반복] : 선곡한 곡이 계속해서 반복 연주됩니다.
③ [연속] : 반주기가 한곡이 끝나면 다음 번호 곡이 시작됩니다.
④ [무작위] : 반주기가 한곡이 끝날때 마다 무작위로 곡을 선택하여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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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시정지
① 연주중에 음악과 가사를 일시적으로 정지 시킵니다.
② 대화를 하거나 급한 전화 통화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③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곡이 다시 시작됩니다.

※ 일시정지는 취소키로 복귀되지 않습니다.

23. 자막
① 자막의 위치를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좌우표시”, “중앙표시”, “없음”, “악보표시”, “독음(일본어)”, “독음(영어)” 순으로

②

선택됩니다.
③ 독음 표시는 설정  기능설정  한국곡 독음표시 항목 중 “일어독음”, “영어독음”을 선택 저장하면 표시됩니다.
④ 악보 상세 설명은 “34. 악보기능”을 참조 바랍니다.

24. 박수
① [박수] 버튼을 누르면 박수소리를 들려줍니다.
② 대기상태나 노래연주중에도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하시는 리모콘에 따라 박수 기능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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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마디점프
①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연주중인 곡의 소절을 건너뛰어 다음 소절의 첫 부분부터 연주됩니다.
단, LIVE곡 및 원음 악기 사용곡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6. 간주점프
①

버튼을 누르시면 현재 진행중인 전주와 간주를 건너뛰어 다음 절의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② 곡이 시작되는 전주나 2절이 시작되는 간주사이에 기능이 사용됩니다.
단, LIVE곡 및 원음 악기 사용곡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27. 2절 시작
①

버튼을 누르시면 곡이 바로 2절의 첫 시작부분으로 건너 진행됩니다.

② 2절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 곡별 특성에 의해 지원하지 않는 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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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어린이곡
①

버튼을 누르시면 “동요”, “만화곡”, “캐릭터송”의 메뉴가 표시됩니다.

②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해당 메뉴의 곡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③ 곡 리스트 중에 원하시는 곡을 선택하여 시작하시면 됩니다.

29. 에코, 마이크, 반주 볼륨 조절 - 통신 AMP기능(통신 앰프 사용시에만 지원됩니다.)
① 통신 AMP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모델 당사 홈페이지 참조)
②

버튼을 누르시면 앰프와 통신하여 에코의 울림을 +6 ~ -6단계로 변환됩니다.

③

버튼을 누르시면 앰프와 통신하여 마이크의 볼륨을 +6 ~ -6단계로 변환됩니다.

④

버튼을 누르시면 앰프와 통신하여 반주음의 볼륨을 +6 ~ -6단계로 변환됩니다.

30. 에코 ON/OFF 기능
① 통신 AMP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가능 모델 당사 홈페이지 참조)
②

버튼을 누르면 엠프와 통신하여 에코의 울림이 변환됩니다.

③ 에코 ON시에는 앰프의 에코 저장값으로 변환됩니다.
④ 에코 OFF시에는 앰프의 에코 저장값에서 -15단계로 변환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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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기순위
①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현재의 인기순위별 곡의 리스트가 보여지며, 각 곡의 등락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feelTONG
① [feelTONG] 기능은 특화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기능입니다.
②

버튼을 누르시면 나의 배경, 모션 그래픽 MP3 재생 모드가 표시됩니다.

③ [나의배경] 기능은 www.feelTONG.com에서 자신의 사진을 등록해 놓으면, 노래방에서 반주기로 다운로드 하여
곡을 부르실 때 배경영상 대신 자신의 등록된 사진으로 슬라이드된 배경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④ 모션그래픽은 가사를 모션으로 표현했습니다.

✽ 모니터 출력이 외부선택으로 되어 있거나, 외부전용으로 선택시에는 모션그래픽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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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주기 주요 기능 및 동작 방법

⑤ MP3 재생은 USB 스틱에 있는 MP3곡을 재생하는 기능입니다. (동영상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3. 정밀채점 기능
① 설정 메뉴중 점수 설정의 채점 방식이 실시간 채점으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② 소절별 음정 박자에 대한 채점 결과를 애니메이션 화면으로 표출합니다.
③ 글자별 음정 박자에 틀렸을 경우 가사가 다른 색으로 표출됩니다.

34. 악보 기능
① 리모콘

버튼으로 악보 기능을 설정 가능합니다.

② 최소 모니터 권장 사양은 42인치 HD급 모니터입니다. 최소 권장사양보다 낮을 시 정상 출력되지 않습니다.
③ 악보 미지원 곡일 경우는 악보 지원하지 않는 상태로 메시지가 표출됩니다.
④ 악보 모드에서는 하단에 7가지 설정 변경 가능합니다.

★ 악보 지원하지 않는 곳은 자동으로 일반곡 상태로 전환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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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보기능 상세 ◆◆◆

◆◆

악보기능 조작법
① 기능

선택은 좌/우 이동
상/하 이동

버튼을 사용하고, 기능 변경은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기능의 아이콘은 양쪽 끝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면 나타납니다.
악보기능 이용중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악보기능 세부항목
1. 계명표시 기능

① C조 : 기본 C조로 악보를 표시합니다.
② Bb : 커서로 선택된 트랙의 악보를 Bb로 전환하여

① 정상악보 : 일반 악보화면으로 설정합니다.

표시합니다. (테너색소폰 연주시)

② 가사표시 : 음표 안에 노래 가사를 넣어 표시합니다.

③ Eb : 커서로 선택된 트랙의 악보를 Eb로 전환하여

③ 계명표시 (한글) : 음표 안에 계명을 한글로 표시합니다.
④ 계명표시 (영문) : 음표 안에 계명을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2. 멀티트랙 악보 기능

표시합니다. (알토색소폰 연주시)

7. OCTAVE 기능

① 멜로디악보 : 악보에 메인 멜로디만 표시합니다.

① 커서로 선택된 트랙의 OCTAVE를 +2에서 -2까지

② 인시악보 : 악보에 멜로디 외에 색소폰, 기타, 베이스,

변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주중인 곡만 적용됩니다.

피아노, 드럼 등 연주중인 내용을 모두 표시합니다.
일부 곡에서는 인시악보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8. 코드 아이콘 표시 기능
① 코드심벌 (기타) : 기타의 코드심벌을 악보 상단에

3. 트랙스크롤 기능

표시합니다.
② 코드심벌 (피아노) : 피아노의 코드심벌을 악보 상단에

① 트랙스크롤 (비활성화) : 한 화면에 모든 악보가 표시될

표시합니다.

경우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② 트랙스크롤 (활성화) : 화면에 표시된 트랙외에 다른
트랙이 더 있을 경우 활성화되며,

버튼을 이용하여

9. 음정체크 기능

화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① 음정체크 (비활성화) : 음정체크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타브악보 기능

② 음정체크 (활성화) : 마이크로 입력된 소리를 분석하여

① 타브악보 (비활성화) : 멜로디악보 선택 중에는 타브악보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음정의 정확도를 악보의 노트에 O, X로 표시합니다.
음정체크 기능은 절대적인 평가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② 타브악보 (활성화) : 인시악보 선택 중 활성화되며, 악보에
타브악보를 추가로 표시합니다.

10. 음표색상 변환 기능
① 음표색상 (비활성화) : 음표를 흑백으로 표시합니다.

5. CURSOR 기능

② 음표색상

(활성화) : 음의 높낮이에 따라 음표의 색상을

① 이조기능 및 OCTAVE 기능 적용시 변환할 트랙을 선택할
때 사용하며,

다르게 표시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1. 악보폰트 변환 기능
① 악보의

폰트를 기본폰트, 기본입체폰트, 재즈폰트,

6. 이조악보 변환 기능

재즈입체폰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조성이 다른 악기를 위한 키 변환 기능입니다. 음악의
조성은 변경되지 않고, 악보의 조성만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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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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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곡 추천 기능
① 선곡 대기 모드에서의 진입 방법
㉠ 선곡 대기 상태에서 화면 좌측에 세로로 곡추천 아이콘이 표출됩니다 .
(신곡리스트가 스크롤 될 때와 곡목 창이 있을 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곡추천 모드는 신나는/따뜻한/서정적/몽환적/잔잔한/열정적/강렬한/슬픈 모드 총 8가지 모드입니다.
㉢

버튼으로 이동 및

버튼으로 모드 진입이 가능합니다.

㉣ 곡추천 리스트는 각 항목당 80곡을 랜덤하게 표시합니다.

② 곡목검색창에서의 진입 방법
㉠ 곡목검색창에서 곡추천 기능을 사용하고 싶은 곡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곡과 유사한 곡의 곡추천 리스트로 이동합니다.

㉢ 결과창 상단에 선택한 곡의 제목과 가수명을 표시합니다.
㉣ 곡추천 결과는 최대 24곡까지 표시합니다.

36. 노래배틀 기능
자신이 부른곡의 점수를 통해 전국 순위에 도전하는 전국온라인노래랭킹 기능과 두 팀이 노래하여 얻은 점수로 승패를
가르는 노래배틀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① 전국온라인노래랭킹
㉠

버튼을 누른 후 “전국온라인노래랭킹”을 선택하면,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 선곡 대기화면 우측 상단에 “전국온라인노래랭킹”이란 문구가 표시되면, 선곡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 연주가 끝나면 화면에 점수와 랭킹이 표시됩니다.
㉣ 랭킹이 5위 이내일 경우, 랭킹을 금영서버로 등록할 수 있는 전화번호 입력화면이 표시됩니다.
★ 점수가 90점 미만일 경우, 순위와 상관없이 랭킹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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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랭킹이 상위권인 이용자에게는 본사에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 랭킹, 점수 및 경품에 관련된 사항은 본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노래배틀
㉠ 홍팀, 청팀으로 나눠서 진행되며, 노래는 홍팀, 청팀 순으로 선곡합니다.
㉡

버튼을 누른 후 “노래배틀”을 선택하면, 화면에 “노래배틀” 인트로 화면이 표시됩니다.

㉢ 인트로 화면이 끝나고 “노래배틀” 화면이 나타나면, 홍팀이 먼저 선곡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 홍팀이 노래하는 동안, 청팀은 다음 차례에 부를 노래를 선곡합니다.
㉤ 두 팀이 모두 노래를 마치면 화면에 최종 결과가 표시됩니다.
★ 노래배틀 이용중에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약곡이 있을 경우 게임룰에 따라 취소기능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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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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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음성인식 기능
① 음성 인식 진입 방법
㉠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② 곡명 입력/인식 모드
㉠ 찾고자 하는 곡명을 말합니다.
㉡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한국, 팝, 일본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곡 검색 서비스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곡명 인식 모드를 종료합니다.

㉣ 곡명이 입력되면 음성 인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③ 음성 인식 결과 모드
㉠ 점프 기능 :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시에는 화면 왼쪽의 색상을 이야기 하시면 커서가 이동합니다.
㉡ 페이지 이동 : [다음], [이전] 명령어로 페이지를 이동합니다.
㉢ 동작 기능 : [시작], [예약], [예약취소] 명령어는 현재 커서의 곡을 시작, 예약하거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곡명 재검색 : [재검색] 명령어는 곡명 입력 모드로 전환하여 곡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음성 검색 종료 : [취소] 명령어는 음성 검색를 종료합니다 .

★ 음성인식 기능은 주변 환경 등의 요인에 따라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앰프, 마이크 종류에 따라서 인식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인식율이 저하되면 반주기의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세요.(80page 음성인식 설정가이드 참조)
★ 별도의 외부기기(에코챔버, 마이크 출력이 없는 앰프) 사용시에는 마이크를 반주기에 삽입하고,
마이크 출력을 외부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음성인식 기능이 보다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 KMS-Q100 모델은 본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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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성 인식
결과 화면에서

“1379”
번호를 누른다.

2

“금영노래방”이라는
문구를 읽으면
문구에 대한 목소리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며,
여러번 문구를
반복하여 읽으면
정확한 현재의
목소리 크기를
알 수 있다.

3

17500 수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반주기 마이크 입력
볼륨을 조절한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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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코챔버 사용시에는 마이크를 반주기에 삽입하고, 마이크 출력을 외부기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음성인식 기능이 보다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2. 음성검색 음량측정 기준에 준하여 설치해주시고, 앰프 출력의 과도한 에코는 음성검색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신곡 입력 방법
전용코인기 설치 방법
전용코인기 Counter

기타 룸의 set

반주기

전용코인기
SUB
기타 룸의 set

전용 코인기 사용시의 장점
1. 중앙 counter에서 각 방의 행운권 추첨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2. 중앙 counter에서 각 방의 전화번호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3. 중앙 counter에서 각 방에 화재경보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조명/보너스/외부리모콘 설치 방법(8PIN)/SVHS(4PIN)
1. PIN 구성도

+5V

① : 5V(VAA) : 빨강

⑤ : 조명 Signal : 초록

② : 조명 Signal : 노랑

⑥ : +5V(VDD) : 파랑

③ : 리모콘 Signal : 검정

⑦ : 보너스 Signal : 주황

④ : GND : 흰색

⑧ : 보너스 Signal : 갈색

2. 출력회로 상태
- 조명 출력 :

- 보너스 출력 :
조명장치에 연결

보너스기기에 연결

- 연주시 : ON
- 비연주시 : OFF

- 연주시 : ON
- 비연주시 : OFF

✽ 1번 Pin(5V)과 4번 Pin(GND)은 기기별 별도 연결이 필요합니다.

3. 외부 리모콘 연결 방법
+ 5V(Vdd)
리모콘 Signal

+5V

GND

외부
리모콘
장치
※ 외부리모콘 설치시 Noise의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요망.

✽ 외부리모콘은 설치의 편의성을 위하여 이어폰 단자를 이용한 제품도 있습니다 .
★ 주의 : 설치시 반드시 반주기 전원을 OFF 한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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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화재경보(5PIN) 설치 방법
1. PIN 구성도

5PIN DIN JACK 연결방법

코인/화재경보 연결 단자로써

·⑤번 COIN단자 : 코인기 연결 : 흰색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번 단자 +5V : 초록
·②번 단자 GND : 검정
·④ 화재경보단자 : 노랑

+5V
COIN

① GND : 적색

2. 설치요령
① 반주기 뒷면 코인 단자에 연결 (5PIN DIN JACK) 합니다.
·⑤번 COIN단자 : 코인기 연결 : 흰색
·③번 단자 +5V : 초록
·②번 단자 GND : 검정
·④ 화재경보단자 : 노랑
① GND : 적색
② 반주기 뒷면 연결 방법

S/W

S/W
(코인)

(코인)
적색(GND)
S/W 화재경보
노랑(Signal)

★ 설치시 반드시 반주기 전원을 OFF 한 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③ DIN JACK에 배선을 연결하여 각 ROOM에 설치합니다.

3. 화재경보시 모니터 메시지 내용
★ 화재경보 배선 설치시 노이즈에 주의하여 주십시요.

<피난안내도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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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가 있는 경우>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판넬 분리 시 연결 방법
◆ 판넬 분리시 금영에서 판매하는 정품 연장 CABLE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 제품의 오동작이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장선 접지를 지정된 위치에 고정하여 주십시오.
◆ 판넬 분리 설치시 케이블 분리 전에 반드시 전원을 끈 상태에서 작업하여 주십시오.
◆ 연장케이블 2m이상 사용시에는 USB 리피터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 주의 UTP Cable는 CAT.5e 이하의 제품은 동작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접지 연결 위치

판넬 분리 전 모습

판넬 분리 후 메인 측 연결모습

판넬 분리 후 판넬 측 연결모습

판넬 분리 시 USB 연결 방법

연장케이블 (5M, 10M)
USB 리피터 연결모습

판넬 분리 후 판넬 측 연결 모습

판넬 분리 후 메인 측 연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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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파일 입력 방법
USB를 이용한 신곡 입력 방법
① 전원을 켜고 반주기가 동작하면 두개의

버튼을 동시에 누른 후

비밀번호 입력화면이 표시되면 출고제품의 비밀번호인
②

,

버튼을 이용하여 “신곡입력”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한 후

③ USB 삽입 후
④

,

버튼을 누릅니다.
을 누릅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합니다.

버튼을 이용하여 입력할 신곡파일의 위치에 오도록 조절한 후

버튼을 이용하여 선택한다.

버튼을 이용하여 신곡파일 입력을 시작합니다.

⑤ 신곡파일 입력이 완료되면 USB를 제거합니다.
※ USB 제조사 및 규격에 따라 입력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적의 사용을 위해서는 당사에서 공급하는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주시고,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설치기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신곡 입력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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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USB 메모리 사양
제조사

제품명

용량

LG전자

X-TICK M4 2G

2GB

IOCELL

Celldisk Silder 4G

4GB

BMK테크놀러지

Memorive slim 4G

4GB

Swing Mini Gold MLC 8G

8GB

BMK테크놀러지

Memorive S2 8G

8GB

테라반도체

U80 슬라이드 8G

8GB

큐인테크

Quins Mini 8G

8GB

SELFIC

메모리아

Memora 체스 8G

8GB

BMK테크놀러지

Memorive S2 16G

16GB

Axxen i-Passion U31 Prism 16G

16GB

AXXEN

★ 신곡 용량에 준하여 2GB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 USB 제조사에 따라 입력시간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USB 형상에 따라 당사 제품에 삽입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림과 같이 외형 치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 17.6mmх세로 : 8.5mm

지원 가능 HDMI 케이블 사양
HDMI 케이블 사용길이는 5M 이내이며, 설치규격은 모니터 제조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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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응급조치 방법
소리가 나지 않거나 고장이라고 생각하여 서비스센터 및 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기 전에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증상

본체

원인

조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전원코드가 콘센트에서 빠져있다.
휴즈가 끊어졌다.

전원 코드를 콘센트에 연결해 주십시오.
휴즈 확인 후 교체해 주십시오.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

영상 입출력선이 바뀌었다.
영상 입출력 단자가 연결되지 않음.

영상 입출력선을 바르게, 연결선의
접촉을 완전하게 합니다.

연주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본체의 음향출력단자와 TV 또는 앰프의
연결사항을 확인 하십시오.
음성입력 단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리모콘 리모콘이 작동되지 않는다.

건전지가 소모되었다.
조작거리가 너무 멀거나 각도가
벗어나 있다.

새 건전지로 교환 하십시오.
리모콘 사용시 주의하십시오.

제품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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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사양

모델명

KMS-Q100 / KMS-Q200 / KMS-Q250R

형식

디스크 플레이어 (가요반주기)

전원

220V~ / 60Hz

소비 전력

50W

본체 치수

420 Χ 179 Χ 146mm

본체 중량

4.7kg

비디오 출력

1Vpp 75Ω

오디오 출력

1Vrms

코러스 출력

0.8Vrms

제품 보증서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2. 보증기간 내에 제조상의 결함이나 자연 발생적인 고장이 생겼을 경우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아래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으로 수리하여 드립니다.
3. 제품의 보증 기간은 1년간입니다.
4. 수리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제품생산 중지 후 5년간 입니다.
5. 수리를 요하실 때는 반드시 본 제품보증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6.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처리됩니다.
① 무상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
② 무상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라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③ 보증서를 제시하지 않거나 주요기재 사항의 누락으로 제품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④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일 경우
7.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디스크 플레이어
(가요반주기)

제품명

모델명

KMS-Q100
KMS-Q200
KMS-Q250R

전화

051-867-2550

제조번호
성명
고

객
주소
명칭

(주) 금영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가길 18

제조자
명칭
판매자
주소

전화

판매일자
※ 제품 판매시, 상기 난을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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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보상 안내표 ◆◆◆
(제품의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구분

소비자 피해 유형

소비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제품 교환

제품 구입시 운송과정 및 제품 설치 중
발생한 피해

유상 서비스

구입가 환불

치명적 하자 발생 시

구입가 환불

동일하자로 3회까지 고장 발생 시
(최초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무상 수리

동일하자로 4회까지 고장 발생시
(최초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제조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전원의 이상, 접속기기의 불량, 제품의
하자가 아닌 외부원인으로 인한 경우.
(모니터, 코인기, 영상분배기, 조명기판)
사용설명 및 분해하지 않고 간단한 조절시

보증기간 경과 후

제품 교환

교환 불가능 시

천재지변, 낙뢰, 화재, 풍수해, 가스, 염해,
지진 등 사용상 정상 마모되는 소모성
부품의 교환

유상서비스

보증기간 이내

구입후 1개월 이내 중요한 부품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고장 발생시
(부품보유기간 이내)

보상내역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불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

유상 서비스

1회 무상

제품 내부에 먼지 세척 및 이물 제거시
제품의 이동, 이사 등으로 설치가 부실

1회부터 유상

구입시 고객요구로 설치한 후 재설치시
제품내에 이물질 투입(물, 음료수, 커피,
주류 등)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전문점, 대리점 직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고장 발생시
고객이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물이
분실 및 파손 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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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수리

유상 수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 유상

◆◆◆

반주기 네트워크 구성 ◆◆◆
(구형 반주기 미사용시)

인터넷 회선
모뎀
IP 공유기

HUB

HUB

HUB

PC

Direct 케이블
반주기

타사 반주기

◆◆◆

타사 반주기

구형 반주기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 ◆◆◆
(NBox와 혼용 사용시)

인터넷 회선

모뎀

NBOX
모뎀
HUB

KY

PC

HUB

Direct
케이블

Direct
케이블
PC
구형반주기

반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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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AP 구축방법 ◆◆◆

★ 유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존 네트워크 업소)
반주기와 AP를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 전용 AP를 사용하십시오.
당사 전용 AP가 아닌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회선
HUB
◆ 반주기에 연결된 LAN에 AP 장비만 추가하여 설치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 네트워크를 추가 시공없이 활용 가능

AP_R1

AP_R2

AP_RN

...
반주기

반주기

스마트폰

반주기

스마트폰

ROOM 1

ROOM 2

스마트폰
ROOM N

◆ 반주기와 AP 연결 방법
 반주기의 방 번호 및 코인 설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구축한다.
 HUB와 AP 장비 사이의 LAN 케이블은 분리시켜 놓는다.
 반주기와 AP 장비 모두 전원을 OFF 시켜놓는다 .

1. 반주기와 AP 장비를 LAN 케이블로 연결한다. <포트 1~4번>
2. 반주기와 AP 장비를 동시에 부팅시킨다 .
3. 반주기의 사용자 설정 > 네트워크 > 반주기 AP 설정으로 진입한다 .
4. AP 설정 타입을 유선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무선 SSID를 설정한다. (51page 참조)
5. AP 설정값 적용에서

버튼을 누르면 반주기가 재부팅된다 .

6. 반주기가 재부팅되기 전 HUB와 AP 장비 사이의 LAN 케이블을 연결한다. <포트 1~4번>
7. 재부팅 완료되면 반주기는 AP 장비로부터 IP를 할당받는다 .
8. 반주기 대기화면에서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화면에 QR 코드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9.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방에서 AP를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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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AP 구축방법 ◆◆◆

★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존 오프라인 업소)
반주기와 AP를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 전용 AP를 사용하십시오.
당사 전용 AP가 아닌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 반주기에 AP 장비만 연결하여 설치
◆ 별도의 추가 시공없이 활용 가능

AP_R1

AP_R2

반주기

ROOM 1

반주기

스마트폰

ROOM 2

AP_RN

반주기

스마트폰

ROOM N

스마트폰

◆ 반주기와 AP 연결 방법
반주기의 방 번호 및 코인 설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구축한다.
반주기와 AP 장비 모두 전원을 OFF 시켜놓는다 .

1. 반주기와 AP 장비를 LAN 케이블로 연결한다. <포트 1~4번>
2. 반주기와 AP 장비를 동시에 부팅시킨다 .
3. 반주기의 사용자 설정 > 네트워크 > 반주기 AP 설정으로 진입한다 .
4. AP 설정 타입을 오프라인으로 변경하고, 무선 SSID를 설정한다. (51page 참조)
5. AP 설정값 적용에서

버튼을 누르면 반주기가 재부팅된다 .

6. 반주기 대기화면에서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화면에 QR 코드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7.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방에서 AP를 구축한다 .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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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AP 구축방법 ◆◆◆

★ 무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WI-FI 망이 구축되어 있는 업소)
반주기와 AP를 연결하실 때는 반드시 당사 전용 AP를 사용하십시오.
당사 전용 AP가 아닌 경우 동작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회선
◆ 업소에 무선 네트워크 환경 구축 및 AP 장비 추가 설치

MAIN AP

◆ 음영지역이 없도록, 전문 통신사업자에 의뢰하여 시공 필요
멀티브릿지

멀티브릿지

AP_R1

AP_R2

반주기

ROOM 1

멀티브릿지

반주기

스마트폰

ROOM 2

AP_RN

반주기

스마트폰

ROOM N

스마트폰

◆ 반주기와 AP 연결 방법
 반주기의 방 번호 및 코인 설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구축한다.
 반주기와 AP 장비 모두 전원을 OFF 시켜놓는다 .
1. 반주기와 AP 장비를 LAN 케이블로 연결한다. <포트 1~4번>
2. 반주기와 AP 장비를 동시에 부팅시킨다 .
3. 반주기의 사용자 설정 > 네트워크 > 반주기 AP 설정으로 진입한다 .
4. AP 설정 타입을 무선 멀티브릿지로 변경하고, 무선 SSID를 설정한다. (51page 참조)
5. 멀티브릿지 검출에서

버튼을 눌러 메인 AP의 SSID 선택 및 패스워드를 삽입한다. (51page 참조)

6. AP 설정값 적용에서

버튼을 누르면 반주기가 재부팅된다 .

7. 반주기 대기화면에서 리모콘의

버튼을 눌러 화면에 QR 코드가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8. 동일한 방법으로 모든 방에서 AP를 구축한다 .

◆ KY MAIN AP 전용 설정
1. SSID : KY_MMAIN_**** (뒷 네자리는 업주 전화번호 네자리 )
2. 보안설정 - 인증방법 : WPAPSK
- 암호화방법 : AES
- 네트워크 키 : ******** (숫자 8자리)
3. 내부 IP : 192.168.0.1
4. DHCP ON
★ AP설정 사양은 호환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2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P 연결시 주의사항 ◆◆◆

★ 반주기와 AP 연결시 AP의 1번~4번 단자 아무곳이나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④

◆◆◆

③

②

①

AP 재설정(초기화) 방법 ◆◆◆

★ 반주기를 교체하거나, A/S후 (HDD 교체 등) 네트워크를 재설정할 때는
반드시 AP 재설정(초기화) 후 진행해야 합니다 .
RST/WPS
AP 후면부

AP 전면부

CPU LED
 반주기의 방 번호 및 코인 설정은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구축한다.
 HUB와 AP 장비 사이의 LAN 케이블은 분리시켜 놓는다. (유선 네트워크 업소의 경우 )
 반주기와 AP 장비 모두 전원을 OFF 시켜놓는다.
1. AP 후면의 RST/WPS 버튼을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DC 아답터를 연결하여 전원을 인가한다 .
2. RST/WPS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AP 전면의 LED가 깜빡거리면 버튼을 놓는다. (AP 초기화 완료)
3. AP의 전원을 끈 다음, 반주기와 AP를 연결하고 동시에 전원을 켠다 .
4. 부팅이 완료되면 사용자 설정 > 네트워크 > 반주기 AP 설정으로 진입한다.
5. AP 재설정 항목에서

또는

를 눌러 초기화 여부를 물으면 YES를 선택한다. (반주기 초기화 완료 )

6. 재부팅이 완료되면, 업소 상황에 따라 ‘반주기와 AP 연결 방법’ 3번 항목부터 다시 설정한다.
(90, 91, 92page 참조)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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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3360
94

◆◆◆

FMS코인기와 반주기 LAN통신 연결방법 ◆◆◆

네트워크 연결 구성도 (권장사항)

ISP
(인터넷 회선)

모뎀

공유기(P)
LAN





WAN





허브(반주기 연결용 HUB)

허브(반주기 연결용 HUB)





LAN

ROOM 1

LAN

LAN

ROOM 2

ROOM n

LAN

ROOM 1

LAN

ROOM 2

LAN

ROOM n

1. 허브는 반주기 설치 수량에 비례한 단독 허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의) 허브를 다단으로 많이 연결할 경우 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FMS 코인기와 허브(반주기 연결)는 인터넷 공유기에 그림처럼 각각 단독으로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FMS 코인기 미설치 업소에서도 네트워크 환경 안정성을 위해 각각의 허브를 인터넷 공유기에 직접 연결해 주십시오.
4. UTP(LAN) 케이블은 모두 다이렉트(Direct)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 설정 변경 후에는 반드시 재부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UI(화면내용)는 모델 별 제조 사양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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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서비스센터 대표전화번호(전국어디서나)
제품 / 서비스 문의

1644-3360

[서 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1 금영빌딩
[부 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6번가길 18

※ 전화번호 및 상호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사양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