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UZUKI Q-Chord

Model : QC-1

사용 설명서



1

감사와 축하의 글

음악 작곡의 새로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큐 코.

드는 연주자의 창의성을 발휘하여 떠오르는 악상을 담아

즐겁고 재미있게 음악을 만들 수 있도록 연주자를 도울 것

입니다.

큐 카드에 관하여

전 세계 모든 음악 애호가들은 밴드를 구성하여 연주하거

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기를 원합니다 스즈키사. (Suzuki

는 사람들이 즐겨 부Corporation) MIDI Hits & Tune 1000

르는 애창곡을 최신 사운드 카드에 결합하여 카드를 선Q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문 음악가들이 구성한 선택용 음악.

카트리지를 시중에 내놓음으로써 연주자들은 가장 인터엑

티브한 음악적 경험을 맛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큐 코드에 관하여

큐 코드는 최신식 테크놀러지 기술을 결합하여 모든 음악

인들에게 음악을 연주하거나 작곡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

니다 악기와 최고 기술의 만남을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장점 즉 무게와 이동성 그리고 다이나믹한 소리 제품군으,

로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큐 코드의 특징과 기능은 개별적 사용이 가능하며 또

한 독창적인 결합도 가능합니다 음악가가 초보이든 전문.

가이든 이와는 상관없이 큐 코드로 그 음악가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큐 코드의 모든 기능에 한 설명을 단계

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 읽.

기가 불편하시다면 먼저 연주를 시도해보면서 악기를 시험

해보고 개별 심포니 구성시에 단발적으로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책자를 참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계 임상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간이 악기

를 연주함으로 얻는 신체적 정신적 영향은 상당하다고 합

니다 이러한 악기 연주를 통해 우리는 평소 활동에는 잘.

사용하지 않던 두뇌 활동을 사용하게 되고 또한 강화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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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습니다.

본 악기에 숨겨져 있는 창의적 음악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이제 설명서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빠른 연주 전원–

구입하신 큐 코드는 개의 배터리 사이즈 또는8 (C , Sum 2‐
가 필요합니다 처음 박스에서 꺼낸 경우라면 배터리R 14) .‐

는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동봉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제품 구성품 중 하나인 AC

어뎁터 큐 코드용 어뎁터만 사용하셔야 함 를QCA( QCA )

사용하여 이제 전원을 켜보도록 합시다.

배터리 설치

큐 코드의 뒷면에 있는 개의 플라스틱 손잡이를 당겨1. 2

서 배터리 뚜껑을 엽니다.

배송된 박스내에 포함된 개의 배터리를 넣습니다2. 8 . 배

터리 커버상의 그림을 참조하여 배터리 방향에 맞게 삽입

하도록 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3. .

만일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배터리를 잘 삽입하였는지 배,

터리 뚜껑을 잘 닫았는지 다시금 확인하십시오.

어뎁터 사용하기AC

어댑터의 한 쪽 끝을 악기 한 면에 있는 큐 코드1. AC

파워잭에 꽂고 어댑터의 또 다른 한 쪽 끝은 표, AC 120v(

준형 꽂이 구멍에 꽂도록 하십시오) AC .

전원 버튼을 누르십시오2. .

어댑터만 사용해야 합니다 타 어댑터 사용시 악기에QCA .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품설명.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Specification) .

사용 팁: 악기 배터리 및 설명서를 제품 포장 박스 및 선,

박 포장에서 벗겨낸 후 박스는 버리지 마시고 훗날 사용을

고려하여 박스 모양에 맞게 폼을 채워넣어 보관하십시오.

이 박스는 악기 저장 및 이동시 아주 요긴하게 쓰일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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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연주 데모 노래–

큐 코드에는 비틀즈의 미셀“ (Michelle 노래로 시작되는)”

내장된 데모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래 방법과 같이 연.

주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데모 노래로 연주하기

데모 버튼을 누르십시오1. .

이제 데모 노래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이.

미 눌러져 있는지 주 볼륨키가 시 방향이나 그보다 더, 12

크게 올려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2. .

손가락을 사용하여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끌어내리거나 두

드립니다 밴드와 함께 연주자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

연주자가 스트럼판을 손끝으로 가볍게 퉁기면서 만들어 내

는 이러한 소리와 방식에 익숙해지려면 데모 음악과 함께

연주하도록 하십시오.

사용 팁: 이 책자를 통해 연주자는 즐겁고 흥겹게 연주할

수 있는 연주기법과 설정 장치를 배우게 됩니다.

기법 및 설정 장치 설명 예:

가지의 상이한 스트럼판 음색 중에 무엇을 선택하여100

연주할 것인가에 관한 방법 및 다양한 서스테인 설정법

과 스트럼판 연주 기법 등(sustain setting)

비틀즈의 노래에 맞춰 연주하는 것은 옵션으로 포함된 노

래 카트리지 중 하나와 연주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관현악.

편곡의 수는 노래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데모 노래.

인 미셀 연주를 좋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은 완벽“ ”

한 빅 밴드 오케스트라를 통해 오리지널 녹음과 같은 방식

으로 악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큐 코드에는 수많은 선택 노래

카트리지가 있어 아주 다양한 노래를 연습하고 연주하고

공연할 수 있게끔 재미와 흥미 도전의 기회를 연주자에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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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연주 데모 노래 계속( )–

큐 코드는 미리 녹음해놓은 노래 카트리지인 큐 카드 를“ ”

사용하여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큐 카드 노래 카트리지는.

데모 노래 연주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

다 데모 노래와 함께 연주하기 위한 좀더 재미있는 방식.

을 소개합니다.

일부 밴드 멤버와 함께 연주하기

데모 버튼을 켠 후 자동 코드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1. .

이렇게 하면 코드 플러스 를 끄게LED(Chord Plus LED)

됩니다 이 방식은 데모 노래로부터 멜로디 라인을 삭제하.

게끔 합니다.

데모 버튼 켜기2.

데모 노래 연주 듣기로 우선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데모 노래의 멜로디 라인 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엄지나 손가락으로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3. .

음악의 비트에 맞춰 손가락을 퉁겨보십시오 다른 손가락.

이나 엄지를 사용하여 활발하게 연주하여 보십시오.

사용 팁: 코드 플러스를 끈 채로 연주자는 놓쳐진 음조를

보강해가면서 활발하게 현악기를 타거나 스트럼판을 튕겨

보고자 할 것입니다 이 데모 노래를 켜서 밴드와 함께 연.

주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큐 코드 밴드의 어떠한 멤버.

한 팀이나 큐 코드 밴드 멤버들과의 다양한 조합으로 연주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드럼 연주자와 베이스 연주자와 함께 연주,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용 설명서 뒤에는 좀더 자세하게 이러한 연주자 조합

에 해 설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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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연주 노래 카트리지–

큐 코드는 연주자가 큐 카“

드 라 불리는 미리 녹음해 놓”

은 노래 카트리지를 통해 연

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카트리지 중

한 곡과 연주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간단한 사용법을 따르기 바랍니다 좀더 향상된.

연주 기법을 위해 본 사용 설명서 뒤에 소개된 노래 카트

리지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노래 카트리지와 함께 연주하기

전원을 끕니다1.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큐 카드 라 표시되어 있는 큐“ ”

코드 끝의 코드 버튼에 노래 카트리지의 열려진 끝 부분을

방향 맞추어 밀어 넣습니다 카트리지가 적합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카트리지의 라벨면이 위.

로 향하게 해야 잘못된 방향으로 카트리지를 넣은 것이 아

니게 됩니다 이를 확인하십시오 큐 카드를 연결 영역 끝. .

까지 너무 세게 밀어넣지 않도록 합니다 단단하게 밀어넣.

으면 적절한 정도로 삽입한 것입니다 카트리지의 열려진.

방향 끝으로 삽입하여야 하며 라벨 끝 방향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노래 카트리지가 올바르게 삽입되었을 경우 화면.

에는 이라는 숫자가 보여집니다“01” .

처음 선정되어 있는 곡이 아닌 노래로 연주하기를 원한2.

다면 상향 서치 버튼 을 눌러 원하는(Up Search Button)

곡을 찾으십시오.

카드가 적합한 방식으로 삽입되지 않으면 큐 카드의 통제

화면에는 어떠한 숫자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LCD .

연주 버튼을 누릅니다3. .

마스터 볼륨 손잡이가 시 방향이나 그보다 높은 소리 위2

치에 와 있도록 합니다 이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엄지나 손가락을 사용하여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4. .

음악의 비트에 맞춰 손가락을 튕기도록 합니다 다른 손가.

락이나 엄지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연주하십시오.

사용 팁: 큐 코드에는 사전에 녹음된 음악과 연주할 수 있

도록 다양하고 즐거운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

한 세부 내용은 본 사용 설명서 뒤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큐 코드의 연주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노래 카트리지 넣기

2. 연주하기 누릅니다.

3. 스트럼판 연주하기Strum Aw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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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참고 자료입니다 참조하여 새로운 사양과 기능을 점검 및 연주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전원 스위치1. –

데모2.

볼륨 마스터 컨트롤3. –

리듬

리듬 볼륨 업 다운4. /‐
리듬 은행 표시 등5. LED–

시작 끝6. ‐
리듬 라이트 바 구분7. ‐
리듬 선택 버튼8.

템포 업 다운 버튼9. /–

베이스 포트10.

11. Fill

스트럼판

스트럼판 볼륨12.

스트럼판 은행 표시13. LED–

스트럼판 라이트 바 구분14.

스트럼판 선택 버튼15.

시작멈추기 마스터컨트롤16. –

스트럼판17. sustain

스피커18. Grill

스트럼판19.

피치 벤드 휠20 .

(PtichBend Wheel)

코드버튼

전조 버튼21. (transpose)

코드 버튼22.

튠 버튼23.

미디 확장기 컨트롤24.

옥타브 변화25.

스트림판 키보드( & )

스트럼판 보이스26.

음색 버튼( )

효과 버튼

비브라토 진동음 버튼27. ( )

플레이 버튼28. EZ

잔향 버튼29. (re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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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카드 컨트롤:

멈추기 버튼30.

연주잠시 멈춤 버튼31. ‐
트랙 보이스 음색 화면32. & ( )#

서치 다운 업33. /

코드 모드

코드볼륨 깔아주기 버튼34. &

오토 코드플러스 버튼35. &

코드 매뉴얼 코드 버튼36. &

베이스 멜로디37. & ,

키보드 버튼

큐 카드

큐카드 입력 도어38.

큐카드 카트리지39.

밑면

베이스 포트40.

배터리 커버41.

제품 확인 태그42. W/S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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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연주EZ play( )

처음 큐 코드 연주를 시작한다면 손쉽게 연주하기, (EZ

버튼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Play) . EZ Play

란 자동적으로 큐 코드를 설정하여 선택된 코드 버튼과 스

트럼판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처음 노래 연.

주시 기본으로 정착된 이 기능은 이상적인 방법일 될 것입

니다.

연주 기능EZ

연주 버튼을 누릅니다1. EZ .

큐코드의 코드 모드 섹션에는 자동적으로 큐 코드가 설정

되어 있어 코드와 스트럼판 소리만 들리게끔 되어 있습니

다.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2. .

연주자가 누른 버튼의 지속적인 코드음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음 설정은 처음 새로운 노래를 연주하고자 할

때 선택된 노래의 연주 코드 버튼과 익숙해질 수 있어 이

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엄지손이나 손가락으로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3. .

스트럼판과 관련 코드 버튼 소리만 듣게 됩니다.

사용 팁: 플레이 모드는 현을 타거나 튕기는 각각의 방EZ

법을 통해 스트럼판의 소리를 다양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월등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지의 다양한 스트. 100

럼판 음색중 연주자의 음색 선택 방법 및 효과음 추가와

피치 벤드 휠 사용 방식 등에 해서는 설명서 뒤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연주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 연주 시작법 등에

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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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연주 계속EZ play( )‐
플레이 기능과 함께 사용될 코드 버튼은 다양한 리듬EZ

스타일을 선택함으로써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간.

단한 지시 사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플레이 기능 악기 소리 바꾸기EZ –

컨츄리 스타일로 변화시키려면 리듬 선택 버튼의 아래1.

쪽 을 한번 누르십시오(Down) .

아래 방향의 선택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컨츄리.

스타일 섹션의 불이 들어옵니다LED .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2. .

이제 버튼을 누르면 누른 버튼의 지속적인 코드 소리를 듣

게 됩니다 보사 노바 스타일을 선택했다면 스트링 음색이.

었던 코드 사운드는 이제 오르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듬 선택 버튼 위 또는 아래 을 누르고 단계 반복합3. ( ) 2

니다.

가능한 코드 소리를 듣기 위해서 다른 리듬 스타일을 시도

해 보십시오.

사용 팁: 일부 코드 음색은 일정한 스타일을 반복합니다.

연주하고 있는 노래 스타일에 따라 일부 음색은 소리가 더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상이한 결합 방식을 가급적 많.

이 시도해 보아 연주자가 원하는 가장 창조적인 음색을 만

들어 내고 다양한 스트럼판의 음색들과 함께 잘 맞는 코드

사운드를 선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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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큐 코드는 스트럼판이라 하는 독특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

습니다 본 스트럼판은 엄지나 타 손가락이 닿자마자 바로.

반응하는 판을 말합니다 코드버튼을 누르거나 데모 버튼.

또는 노래 카트리지와 함께 연주시 옥타브의 스트럼판이4

항상 함께 튠을 맞추게 됩니다 큐 코드에는 무려 가지. 100

의 스트럼판 음색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 스트럼판 음색 선택하기

선택 스트럼판 음색 버튼을 누릅니다1. Down .

버튼을 한번 누르면 기타로 선택되어 있던 창이 피아LED

노 음색으로 내려갑니다.

사용 팁: 아래 방향의 선택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신

속하게 선택 모드가 바뀌게 됩니다 계속 누르고 있다가.

해당되는 음색이 선택되면 버튼에서 손을 떼면 됩니다.

어떤 음색 건반이 선택되었는지 구별하기 위해 스트럼2.

판 음색 창을 관찰하십시오LED .

화면표시등은 왼 오른쪽의 건반 중 어느 쪽이 선택되LED /

었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왼쪽 표시등이 선택되면 왼쪽 건반 음색이LED

선택되었음을 말합니다.

스트럼판 볼륨 컨트롤 맞추기

단계의 모든 불빛 바가 모두 켜질 때까지 스트1. 10 LED

럼판 볼륨 업 버튼을 누릅니다.

이는 스트럼판 볼륨의 최 치를 의미합니다 더 큰 소리를.

원하시면 마스터 볼륨 손잡이를 오른쪽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용 팁: 섬세한 튜닝 볼륨 컨트롤. 각각의 불빛 바에LED

는 섬세한 차이를 보이는 단계가 존재합니다4 . 위 아래로

볼륨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볼륨 레벨은 바뀌게 됩니

다 볼륨 컨트롤 버튼을 누를 시 매 번째 단계마다. 4 LED

불빛 창은 한 단계씩 증가 혹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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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콘트롤 패널 음색 계속( )–

가지 컨트롤 패널의 스트럼판 음색에 한 서스테인 컨10

트롤은 사전에 설치되어 연주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

나 연주자가 연주하게 될 스트럼판의 스타일에 따라 서스

테인을 조정하여 생각하고 있는 개별 소리의 느낌을 살리

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서스테인 컨트롤 조정하기

선택한 스트럼판 음색상의 서스테인 정도를 증가시키기1.

위해서는 지속 버튼 을누르십시오UP .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서스테인 수준 세팅을 점검하실 수 있

습니다.

사용 팁: 아래 선택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면 빠른 선택

모드로 바뀝니다 원하는 수준에 이르면 누르고 있던 버튼.

을 푸시면 됩니다.

미세한 튜닝 볼륨 컨트롤 각각의 불빛 구분선상에는. LED

민감한 차이가 있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위 아래로 서스4 .

테인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연주자는 서스테인 지속(

력 레벨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서스테인 컨트롤 버튼을 누) .

를 때 매 번째 단계마다 불빛 창은 한 단계씩 증가4 LED

혹은 감소하게 됩니다.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으로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2. .

타 서스테인 상의 소리를 통해 그 차이를 들어보시기 바랍

니다.

사용 팁: 선택하신 스트럼판 음색에서 얼마만큼 서스테인

을 적용하느냐는 악기의 음색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하게 느낌에 맞춰

서스테인 수준을 변화시켜보고 서스테인 기능과 함께 다양

한 방식의 스트럼판 음색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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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테크닉 연주하기–

스트럼판은 항상 연주하고자 하는 음악과 조화를 이루지만

기타와 마찬가지로 연주자는 스트링을 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노래에 맞는 최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연주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옳은 방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창의성에 따라 원하.

는 소리를 찾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는 스트럼판과 컨트롤 서스테인 효과음 및 피치( ,

벤드 휠 을 통해 원하는 연주음을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

미끄러지듯 연주하기 슬라이드 스트럼 플레이( ( ) )

플레이 버튼을 누리고 엄지나 기타 손가락으로 스트1. EZ

럼판을 연주합니다.

그림과 같이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연주해 보십시오2 .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여 다시 연주해 보십시오3 .

손가락을 펼쳐내면서 시도해보고 이후 손가락을 함께 모으

면서 연주해 보십시오.

손가락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소리는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결합방식을 시도해봄으로써 각각의 느낌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음을 구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두드리기 연주 탭 플레이( )

노래를 들으면서 테이블을 두들기듯 손가락의 끝을 사1.

용하여 스트럼판을 두드립니다.

위에서와 같이 플레이 설정을 사용합니다 그림에서 보EZ .

여지는 것과 같이 하나 둘 셋 손가락 또는 엄지를 사용하, ,

여 연주해봅니다.

스트럼판의 한 부분을 시작과 함께 두들겨 시도합니다.

스트럼판의 다양한 부분을 두들겨 시도해 봅니다.

스트럼판의 다양한 부분마다 두들기는 각각의 코드별 옥타

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법으로 연주를 함으로 슬라이드 플레이와 탭

플레이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결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럼판을 연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여기에는

이렇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연주 기법을 적2 .

용하고 시도하면서 재미와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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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소리만–

아래에서는 스트럼판의 소리만 듣기 위해 어떻게 설정을

하고 이에 따라 어떻게 연주 기법을 사용하는가에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럼판의 끝부분이 아닌.

스트럼의 중앙 근처만 타거나 두들리기 또는 누릅니다 가.

가능합니다.

플레이 스트럼판 음색만 사용하기EZ –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자동 코드 버튼을 번 누르1. EZ 2

십시오.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가 꺼지면 커드 모드 섹션에서/ LED

코드 홀드 및 매뉴얼 코드 버튼이 켜지게 됩니다.

코드 버튼을 누른 후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2. .

이제 스트럼판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럼판에서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사용 팁: 스트럼판에 손톱이나 기타 뾰족한 물품을 사용하

여 연주하면 안 됩니다.

엄지나 손가락을 아래로 가볍게 누릅니다 만 하면 이 예민.

한 악기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럼판에 더욱 익숙해질수록 큐 코드를 사용하여 연주자

는 더욱 풍부하게 감정을 살려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

다 다양한 콘트롤 패널의 스트럼판 음색을 시도해보고 이.

를 통해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려면 연주자는 더더욱 편안

하게 악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르간이나 스트링 음색이 선택되었을 경우 스트럼판에 3

가지 손가락을 움직임 없이 올려놓기만 하여도 됩니다.

스트럼판에 손가락을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다른 코드 버

튼을 누릅니다 만 하여도 스트럼판의 음조는 변화됩니다. .

본 설명서상에는 어떻게 다른 가지 스트럼판 음색을 선90

택할 지에 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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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효과–

다음 페이지에 거쳐 설명될 사항은 보드상에 있는 스트2

럼판 효과 즉 바이브레이션과 리버브에 관한 것입니다 이, .

러한 효과음은 그 정도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이 있

어 스트럼판 음색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사용할지 연주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브라토 효과는 스트럼판의 음색에 해 진동하는 또는

섬세한 소리를 이끌어 냅니다“ ” .

바이브라토 스트럼판 효과

스트럼판 소리만을 듣게 하게끔 플레이 버튼을 누르1. EZ

고 자동 코드 버튼을 두번 누른다.

코드 모드상에 코드 홀드 및 매뉴얼 코드의 화면창 만(LED)

켜져야 합니다.

비브라토 버튼을 누릅니다2. .

이제 비브라토 창이 켜집니다LED .

비브라토 효과를 켜게 되면 스트럼판 음색 영역의 창LED

은 관련된 비브라토 효과의 정도 수준을 표시하기 위해 2

초간 불이 켜집니다.

비브라토 효과를 듣기 위해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3. .

비브라토 효과가 켜지면 우선 스트럼판을 타보도록 하고

이 효과가 꺼지면 다시 한번 타 보면 됩니다.

차이를 느껴보시고 비브라토의 정도를 늘릴지 또는 줄일지

를 정하기 위해 단계 순서로 진행해 봅니다4 .

바이브라토 효과의 수준 조정하기

비브라토 버튼을 선택한4. 후에 코드 모드 볼륨 컨트롤을

누릅니다.

진동 수준은 비브라토 효과가 켜진 후 초 내에 가능합니2

다 이 후 코드 모드 볼륨 컨트롤을 통해 전체적인 합주.

코드 모두 볼륨을 조정합니다.

각각의 스트럼판 음색에 따라 정도 컨트롤 설정을 달리 시

도하여 스트럼판 음색에 한 좀더 흥미롭고 감명깊은 효

과를 충분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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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효과–

디지털 리버브 잔향 효과는 소리가 벽이나 천장 등을 통( )

해 반향이 되어 잔향이 남는 큰 방에서 연주하는 것과 유

사한 소리를 이끌어냅니다.

리버브 효과는 비브라토 효과보다는 좀더 미묘한 느낌이

있으며 서스테인 컨트롤이 또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1 2

있을 때 가장 현저하게 느껴집니다.

리버브 스트럼판 효과

스트럼판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1. EZ

르고 자동 코드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코드 모드 섹션상에서 코드 홀드 및 매뉴얼 코드 화LED

면이 켜져 있게 됩니다.

서스테인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 불빛이2. (Down) LED 1

단계에 오게 합니다.

연주자의 서스테인 컨트롤이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리버브 효과는 가장 크게 부각됩니다 그러므로 서스테.

인 컨트롤 설정을 불빛으로 이나 수준이 되도록LED 1 2

합니다.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3. .

리버브 효과가 켜진 상태에서 한번 스트럼판을 타 보고 꺼

져 있을 때도 이를 시도해보면서 그 미묘하지만 음악적 효

과로 중요한 차이를 느껴봅니다.

이 기능이 연주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는 한은 그 로 놔두

기를 추천합니다.

리버브 효과의 수준 설정하기

이러한 효과의 수준 조정 기능은 비브라토 방식과 같습4.

니다.

리버브 효과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리버브 버튼을

선택한 이후에 코드 모드 볼륨 컨트롤을 누르시면 됩니다.

수준 조정은 비브라토 효과가 켜진 후 초 내에 가능합니2

다 코드 모드 후 볼륨 컨트롤은 전체적인 합주 코드를 조.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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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효과 피치 벤드–

피치 벤드 휠 이란 스트럼판의 피치를(Pitch Bend Wheel)

바꾸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말합니다 스트럼판을 타면서.

피치 벤드 휠을 아래로 맞추면 피치가 낮아지며 반 로,

할 경우 피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본 효과는 기타 연주자.

들이 좀더 자신의 음악을 표출하기 위해 기타의 줄을 당“

기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bend)” .

피치 벤드 윌 사용하기

코드와 스트럼판만을 듣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릅1. EZ

니다.

플레이 모드는 스트럼판의 소리에만 집중하게끔 합니EZ

다.

왼손으로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2. .

코드 버튼의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트럼판을 타고 피치 벤드 윌을 아래로 내립니다3. .

스트럼판의 피치가 내려가거나 낮아지는 소리를 듣게 됩“ ”

니다 만일 스트럼판을 타면서 피치 벤드 윌을 위로 올리.

면 피치가 높아지거나 날카로워 지는 소리를 듣게 됩니“ ”

다.

이 기능은 연주자의 스트럼판 연주에 효과를 추가해 줌과

동시에 즐겁고 창의적인 연주가 되게끔 합니다 다양한 스.

트럼판 음색과 다른 연주 스타일을 시도해보면서 이 효과

의 느낌에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피치 벤드 윌 기능을 사용하여 연주자는 공연시 새로운 표

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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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가락 코드 연주

큐 코드는 가지에 해당하는 코드 결합 방식을 통해 연주84

가 가능합니다.

본 장에서는 한 손가락 연주에 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손가락으로 연주할 때 연주자는 장조 메이저 단조 마( ), (

이너 또는 도 음정 코드 중에 어느 것이든 누를 수 있습) 7

니다.

전문 연주자만이 연주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파.

벳 상의 철자만 알면 일반인도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손가락 코드 연주하기

코드만 듣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1. EZ .

이렇게 하면 코드 버튼를 누를 때 다른 코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2. .

코드 버튼 소리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스트링 앙상.

블 현악기 앙상블 은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코드 버튼을 연( )

주하면서 소리를 내게 됩니다.

스트럼판과 코드 함께 연주하기

왼쪽에 보이는 노래 악보에서 해당되는 코드 버튼을 누3.

릅니다.

왼쪽에 보이는 노래, “W 이라hen Saints Go Marching In”

는 노래의 해당 코드 버튼에 손가락을 맞추고 누르도록 합

니다.

그림 삽입< :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

시작 멈추기 버튼 누릅니다/ .

코드 사운드를 멈추고자 할 때 시작 멈추기 버튼을 누르면/

코드 사운드가 멈추게 됩니다.

코드 버튼을 누르고 스트럼판을 타면서 가사 말을 붙여4.

노래합니다.

코드 버튼의 위치를 배울 때까지 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럼판을 연주하기가 편안해줄때까지 천천히 시간을 두

고 연주하기를 배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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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여럿을 사용한 코드 연주

본 장에서는 손가락 여럿을 사용한 코드 연주에 해 설명

하겠습니다.

코드 섹션은 좀더 복잡한 코드 즉 메이저 코드, 7 (Major

7th 마이너 코드 증화음 및 감화음), 7 , (Augmented &

등 다양한 코드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Diminished chord) .

이러한 코드 연주를 위해 연주자는 두 세가지 코드 버튼을

동시에 눌러야 합니다.

다양한 버튼 코드 연주

코드소리만 듣기 위해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1. EZ .

이렇게 하면 코드 버튼를 누를 때 다른 코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코드2. 7

키 또는 하나를 고릅니(Db, Ab, Eb, F.C.G.D,A.E,B F#)

다 메이저 코드 버튼을 첫 줄 및 맨 마지막 줄 동시에. 7 ( )

누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메이저 코드 화음이 필요. C 7

할 때 그림에 보이듯이 누르면 됩니다 그림 참(C Maj 7/

조).

마이너 코드3. 7

마이너 코드 버튼을 중간 및 맨 마지막 줄 동시에 누7 ( )

릅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 마이너 코드 화음이 필요할. G 7

때 그림에 보이듯이 누르면 됩니다 그림 참조(G Min 7/ )

증화음 코드4.

메이저 마이너 화음 코드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위, 7 ( ,

중간 마지막 줄, ).

예를 들어 음악이 증화음 코드 화음이 필요할 때 그림에A

서 보이듯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림 참조(A Aug/ ).

감화음 코드5.

메이저 마이너 화음 코드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 위, 7 ( ,

중간 마지막 줄, ).

예를 들어 음악이 감화음 코드 화음이 필요할 때 그림D

에서 보이듯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림 참조(D d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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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섹션 드럼–

큐 코드는 가지의 전문적으로 구성된 보드 리듬 스타일10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선택 사양인 리듬 스타일.

카트리지상에는 가지의 리듬 스타일을 추가로 보유하고30

있습니다.

리듬 스타일 선택하기 드럼만–

리듬 선택의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 기능해제하기1.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 이를 해제하면 불빛이 한 단LED

계 아래로 내려갑니다.

리듬 선택 아래 방향 버튼을 눌러 블루스 셔플2. (Blues

스타일 선택하기Shuffle)

버튼을 계속 눌러 표시등이 다른 리듬 스타일로 이동LED

되게끔 합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 블루스 셔플 스타일(Blues Shuffle)

을 선택하면 됩니다.

사용 팁: 아래 선택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Down)

으면 자동으로 표시등이 내려가면서 구성하고 있는 스타일

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하는 스타일에 왔을 때 누르고 있.

던 버튼에서 손을 떼면 되빈다.

사용 팁 2: 왼쪽의 리듬군의 표시용 는 선택한 리LED LED

듬 스타일이 지니고 있는 템포에 맞춰 규칙적인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블루스 셔플 리듬 스타일을 듣기 위해 시작 멈추기 버3. /

튼 누릅니다.

본 버튼을 눌러 해제하면 불빛 표시등은 다음 단계, LED

로 내려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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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섹션 드럼–

볼륨 및 템포 콘트롤 드럼만 선택시–

드럼 소리만 듣기 위해 스트럼판 옆에 위치한 시작 멈1. /

추기 버튼을 누릅니다.

리듬 스타일의 드럼 패턴 소리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리듬 볼륨의 위 버튼을 개의 불빛표시등이 모두2. (UP) 10

켜질 때까지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스트럼판 볼륨을 최 치로 하게 됩니다 더.

큰 소리를 원할 경우 마스터 불륨의 손잡이를 최 치로 설

정하도록 하십시오.

사용팁: 미세한 튜닝 볼륨 컨트롤 각각의 불빛 구분. LED

선상에는 민감한 차이가 있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위 아4 .

래로 볼륨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연주자는 볼륨 레벨

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볼륨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 매. 4

번째 단계마다 불빛 창은 한 단계씩 증가 혹은 감소LED

하게 됩니다.

리듬 템포 아래 버튼을 눌러 리듬 스타일 연주3. (Down)

의 속도를 줄입니다.

본 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면 템포가 신속하게 감

소하게 됩니다.

사용 팁: 미세한 튜닝 템포 콘트롤 각 스타일에는 단. 40

계의 템포 설정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불빛 구분선상. LED

에는 민감한 차이가 있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위 아래로4 .

템포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연주자는 템포 레벨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템포 컨트롤 버튼을 누를 때 매 번째. 4

단계마다 불빛 창은 한 단계씩 증가 혹은 감소하게LED

됩니다.



22

리듬 섹션 드럼–

가지의 모든 리듬 스타일에는 불연속적인 시작과 마무리10

리듬 패턴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불연속적인. Fill

리듬 패턴을 지니고 있습니다.

큐 코드 템포 설정은 불빛 상으로 표시될 뿐만 아니라 선

택된 리듬 스타일 비트에 맞춰 깜빡이는 왼쪽에 위치한

표시등 상으로도 나타납니다LED .

인트로 엔딩 패턴 드럼만/ –

선택된 스타일의 드럼의 인트로 시작부 만 듣기 위해 인1. ( )

트로 엔딩 버튼을 누르고 난 후 시작 멈추기 버튼을 누릅/ /

니다.

이제 선택된 리듬 스타일의 시작부 드럼 패턴을 듣게 됩니

다.

스타일이 연주되는 동안 인트로 엔드 버튼을 누릅니다2. / .

이제 선택된 리듬 스타일의 엔딩 드럼 패턴을 들을 수 있

게 됩니다.

사용 팁: 인트로 엔드 버튼을 누를 때 왼쪽 표시등은/ LED

사용자가 누른 그 스타일의 버튼이 활성화될 것을 확인시

켜주기 위해 좀더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게 됩니다.

패턴 드럼만Fill –

선택된 스타일의 패턴 드럼만 듣기 위해 스타일이1. Fill

연주되고 있는 동안 버튼을 누릅니다Fill .

이제 선택된 리듬 스타일의 드럼 패턴을 듣게 됩니다Fill .

버튼을 누르면 이를 해제하기 전까지 패턴으로 계Fill Fill

속 연주하게 됩니다.

사용 팁: 버튼을 누를 때 왼쪽의 표시등은 패Fill LED Fill

턴이 끝날 때까지 빠른 속도로 깜빡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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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드 반주–

개의 리듬 스타일 마다 각각으로 구성된 반주 패턴이 있10

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반주 패턴은 베이스. ,

코드 반주 및 코드 플러스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랙마다 연주자는 소리를 조절할 수 있으며 한번

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주 연주하기

왼쪽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사용하고 있는 코드 모드 설1.

정과 함께 코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림처럼 표시등을 키게 되면 모든 반주 패턴을 들을LED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또한 기본적인 설정으로 각 단위를 켜서 코드 버튼을

누르면 전체적인 반주 패턴을 또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주 볼륨 조정하기

반주가 연주되고 있는 동안 볼륨 아래 버튼을2. (Down)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되고 있는 반주 트랙 베이스 코드 및 코( ,

드 플러스 의 모든 소리가 낮춰지게 됩니다) .

스트럼판의 불빛 바 영역은 코드 볼륨 버튼이 해제된LED

후에도 초간 반주 볼륨 정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2 .

선택된 스트럼판 음색의 볼륨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사용 팁: 코드 모드 볼륨 컨트롤은 리듬 및 스트럼판 음색

에 한 볼륨 컨트롤과 같은 방식의 기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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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드 반주–

큐 코드와 함께 연주자는 한 곡의 노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 및 작곡할 수 있으며 그러하기에 이 작업은 같은 곡

을 접하여도 반복의 수와 상관없이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드럼과 베이스 또는 드럼과 코드 또는 코드와 베이스 또는

코스 플러스 베이스 및 드럼 등등으로 한 곡을 연주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조합은 무궁무진하.

며 연주자의 독창성을 활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반주 트랙 선택하기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관련 코드 모드 설정으로 코드1.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듯 표시등을 다 키게 되면 모든LED

반주 패턴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코드 베이스 및 드럼 모드,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버튼을 한번만 누릅니다2. / .

코드 플러스 가 꺼지면 추가 반주 트랙을 들을 수 없LED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 베이스 및 드럼 소리만 듣게. ,

되는 것입니다.

베이스 및 드럼 모드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버튼을 두 번 더 누릅니다3. / .

코드 플러스 가 꺼지고 자동 코드 또한 꺼지게LED LED

됩니다 이제는 베이스와 드럼 소리만 듣게 됩니다. .

드럼 모드

베이스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4. .

베이스 버튼이 꺼지고 드럼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LED .

다양한 리듬 스타일을 연주할 때 각각의 버튼을 눌러 다양

한 반주 트랙을 작동 또는 해제해봄으로써 각각 어떠한 연

주 소리가 들리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

랍니다.

사용 팁: 반주 트랙의 일부를 제거 및 추가하여 노래의 사

운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멜로디 키보드 가 켜 있. LED

을 때 코드 및 반주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멜로디 키보드, .

섹션에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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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드 반주–

각각의 반주 트랙에 한 볼륨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좀더 무겁게 베이스 라인을 반주로 하고 싶다면

베이스 소리를 높이고 원하는 다른 코드 반주를 낮추면 됩

니다 같은 노래를 연주하면서 반주 트랙의 소리 수준과.

결합 방식을 달리하여 다양한 음색을 시연해보기 바랍니

다.

각각의 반주 볼륨 수준 선택하기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1. / .

버튼을 누르면 코드 플러스 가 켜지고 자동 코드LED LED

가 꺼지게 됩니다 가 켜지면 스트럼판 창의 바. LED LED

영역의 불빛이 약 초간 켜져 볼륨 수준을 볼 수 있게 합2

니다.

스트럼판 불빛 바가 켜있는 동안 소리를 높이기2. LED

위해 코드 버튼 볼륨의 위 버튼을 누릅니다(UP) .

불빛 바 영역은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주자가 조절할 수 있는 반주

수준은 베이스 자동 코드 및 코드 플러스라는 가지가, 3

있습니다.

코드 홀드 와 매뉴얼 코드 및(Chord Hold) (Manual Chord)

멜로디 키보드 는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Melody Keyboard)

다.

사용 팁 멜로디 키보드 창이 켜 있을 때 반주 및 스: LED

트럼판의 기능은 꺼지게 됩니다 데모 또는 노래 카트리지(

기능이 켜 있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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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드 반주–

아래 열거된 내용은 코드 모드 버튼 및 그 기능을 설명하

고 있습니다.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버튼/

자동 코드 버튼 기능1.

반주 트랙은 코드 콤프 를 연주하게 됩니“ (Chord Comp)”

다 사용하고 있는 스타일에 따라 선택한 코드 버튼의 전.

체 코드를 또는 부분을 연주하게 됩니다 선택된 리듬 스.

타일은 또한 이 트랙에서 사용한 악기 음색을 정하게 됩니

다 개 이에 해당되는 리듬 스타일에는 기타 현악 피아. , ,

노 금관악기 어코디언 등이 포함됩니다, , .

코드 플러스 버튼 기능2.

본 반주 트랙은 선택된 리듬 스타일에 약간의 맛 을 추가“ ”

하기 위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코드 베이스 및 드럼이 코드의 주요 구조를 담당한,

다면 코드 플러스는 스타일을 좀더 생기 있게 하기 위한

약간의 뉘앙스를 추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용 팁: 이 버튼의 사용 위치는 가지로 구분됩니다4 .

1) 자동 코드 코드 플러스& On–

2) 자동 코드 On–

3) 코드 플러스 On–

4) 자동 코드 및 코드 플러스 Off–

코드 홀드 매뉴얼 코드/

코드 홀드 버튼 기능1.

이 버튼은 선택한 코드 버튼에서 손을 떼어도 그 기능을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매뉴얼 코드 버튼 기능2.

이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반주 기능 없이 선택된 코드만

지속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떤 악기 소리가 들리는지는.

반주 트랙을 무엇으로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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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모드 반주–

베이스 기능은 아래 설명이 되지만 멜로디 키보드 기능은

멜로디 키보드 섹션에서 따로 설명됩니다“ ” .

베이스 컨트롤 버튼

베이스 버튼 기능1.

이 반주 트랙은 선택된 리듬 스타일에 베이스 라인을 연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된 리듬 스타일은 트랙에서 사용.

된 베이스 악기의 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로 이에는.

어코스틱 베이스 프렛리스 베이스(acoustic Bass),

스랩 베이스 이렉트릭 베이(Fretless Bass), (Slap Bass),

스 등등이 포함된다(Electric Bass) .

사용 팁: 멜로디 키보드 가 켜져 있는 경우 반주 및LED

스트럼판 기능은 종료됩니다 데모 또는 노래 카트리지 기(

능이 켜져 있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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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와 노래 연주하기

아래 설명된 바는 노래책에서 찾고자 하는 방식과 비슷한

노래 연주에 필요한 간단한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습용으로 여기서는 반주트랙 드럼 베이스 자동 코드( , , ,

코드플러스 와 스트럼판을 모두 사용하여 연주하려 합니다) .

다음 장에 나오는 노래에 익숙하지 않다면 “Oh When the

이라는 노래 앞에 언급되었던 노Saints Go Marching In” (

래임 로 바꾸도록 합니다) .

빠른 큐 코드 설정

전원 스위치를 끄고 초후 다음 다시 전원을 켭니다1. 5 .

우리는 전원 켜기 시작으로 악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본.

악기에 좀더 익숙해지면 전원을 끄지 않고서도 기본 설정

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리듬 영역의 아래 선택 버튼을 번 누릅니다2. (Down) 3 .

재즈스타일을 선택하며 버튼의 해당 불이 켜집니다, LED .

코드 버튼의 위치에 익숙해지기3.

우선적으로 노래에 주로 사용하는 가지 코드 즉5 , F, G7,

코드의 버튼 위치에 익숙해야 합니다 이 코드C, C7, Bb .

버튼은 노래 가사와 멜로디 라인 표기 위에 표시됩니다.

다음 장에 나온 노래의 첫 코드를 누릅니다 메이저4. . F‐
시작 준비가 되면 코드 버튼을 누르고 연주하는 동안F

노래나 흥얼거림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노래 또는 흥얼거.

림은 연주자가 노래상 어디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고 또한 잘못된 코드 연주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 팁: 노래 연주에 익숙해질수록 천천히 연주하다가 점

차 템포를 빠르게 하도록 합니다 일부 연주자들은 코드.

버튼을 눌러 시작했다가 노래의 템포와 코드 버튼 위치에

익숙해진 후 스트럼판 연주를 함께 넣기도 합니다 모든.

반주와 함께 연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플레이 버, EZ

튼을 선택하거나 자동 코드 및 코드 플러스 트랙을 빼서

다른 악기들로 노래가 너무 복잡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합

니다 천천히 시작하여 한번에 한 기능씩 익숙해 지도록.

하여 재미있게 연주하도록 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29

밴드와 함께 노래 연주하기

멜로디를 따라 노래를 하거나 또는 흥얼거리고 앞 장에서 설명한 순서 로 노래에 나온 코드

로 버튼을 누르도록 합니다 앞 장에서의 간단한 설명 방법 로 시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I’d like to teach the world to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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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

큐 코드는 전조 튠 미디 확장이 가능하며 옥(Transpose), ,

타브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어.

떻게 사용할 수 있을 지 간단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켠 채로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전조 버튼(Transpose)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누릅니다1. .

멜로디 키보드 창이 켜집니다LED .

이 버튼으로 원하는 코드로 바꾸게 합니다.

메이저 버튼 한번 누릅니다2. Ab .

큐 카드 컨트롤 가 커지면서 숫자 이 표시됩니다LCD “1” .

악기는 반 단계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 누릅니다3. .

멜로디 키보드 창이 꺼집니다 코드를 누르고 스트럼LED .

판을 치면 소리는 반 음계가 올려진 채 연주됩니다.

전조에 한 예시 연주하고자 하는 노래의 키가 인데 이: E

를 로 전조하려면 장조 코드 버튼을 번 누르거나 큐G Ab 3

카드 창이 숫자 이 나올 때까지 누르면 됩니다LCD “3” .

사용팁: 큐 코드는 반음 위 반음 아래 전조가 가능6 , 5 .

음계를 내릴 경우 장조 아래 화살표 코드를 누르십시오Db .

전조 변경 사항이 초 후 창에 표시됩니다2 LCD .

튜닝 버튼

피치를 바꿔야만 할 때 이 기능은 피치를 바꿔줍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누릅니다1. .

멜로디 키보드 가 켜집니다LED .

장조 버튼을 누릅니다2. F .

장조 버튼 장조 버튼에서 낮추기 을 누를 때마다 악F (Bb )

기의 피치는 센트씩 올라갑니다1 . 와 버튼을 동시에Bb F

누르면 본래의 피치로 되돌아옵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누릅니다3. .

멜로디 키보드 가 꺼집니다 이제 코드를 누르고 스트LED .

럼판을 치면 높아진 피치의 음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팁: 큐 코드의 피치는 센트로 높이거나 또는 센+50 40‐
트로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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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 미디 확장자 모드–

큐 코드는 미디 잭이 있습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미in out .‐
디 확장자 모드에 한 설명과 더불어 미디에 해 설명하

고자 합니다 본 책자의 미디 섹션에 추가 설명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큐 코드를 소리 스피커 처럼 사용하려면 확장기 모드를“ ” “ ”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확장기를 다른 미디 악기 키보드. ( ,

기타 등등 나 컴퓨터 전자 악기 및 기타 다른 미디 장치와) ,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장기 모드 사용시에는 미디 포트에서 받은 미디 데이터

를 불러오고 연주할 준비를 하게 되기에 모든 컨트롤 버튼

과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미디 확장자 설정

미디 케이블을 큐 코드로 연결하고자 하는 미디 장치의1.

미디 아웃잭에 연결합니다.

미디 케이블의 다른 한 쪽 끝은 큐 코드의 미디 인 잭2.

에 연결합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3. .

멜로디 키보드 가 켜지게 되며 베이스 컨트롤 창LED LED

은 꺼지게 됩니다.

장조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4. G .

큐 카드 컨트롤 가 켜지면서 라는 단어가 화면에LCD “EP”

뜹니다 악기는 이제 확장기 모드가 된 것입니다. .

큐 코드가 본 모드상일 때 연주는 불가능합니다 본 모드.

를 해제하려면 장조 코드 버튼을 다시 누르고 멜로디 키G

보드 를 끄시면 됩니다LED .

사용 팁: 미디 입력 채널은 사전 설정되어 있어 조작이 불

가능합니다 다른 미디 사양을 위해 본 책자상에 있는 미.

디 실행 차트와 미디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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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능 계속–

큐 코드는 옥타브 이동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

능은 스트럼판과 멜로디 키보드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스트럼판과 멜로디 키보드를 한 옥타브씩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옥타브 이동 버튼

스트럼판과 멜로디 키보드 음조를 한 옥타브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으시면 됩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누릅니다1. .

멜로디 키보드 가 켜집니다LED .

장조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2. E .

큐 카드 컨트롤 가 켜지면서 숫자LCD 또는 이 화“0” “1”

면에 나타납니다 악기의 스트럼판이 막 한 옥타브 올라가.

게 됩니다.

스트럼판 및 멜로디 키보드 을 한 옥타브 낮추려면 장소( ) A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트럼판 연주로 돌아가려면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눌러

창을 끄면 됩니다 다시 멜로디 키보드를 연주하고자LED .

하면 이 단계를 무시하시면 됩니다.

사용 팁: 큐 코드는 이라는 가지의 옥타브가 설“ 1, 0, 1” 3‐
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는 가장 낮은 설정이며. “ 1” “1‐ 단”

계는 가장 높은 단계를 말합니다 옥타브 설정은 초 동안. 2

창에 표시됩니다LCD .

각각의 음색마다 각각의 옥타브 설정으로 소리가 더 좋거

나 더 실제적이게 할 수 있으므로 각기 악기를 시험해보도

록 합니다 악기가 지닌 음조상의 특질에 따라 악기별 차.

이가 있습니다.

밴드의 전체 반주로 연주시 옥타브 설정이 높으면 스트럼

판이 다른 밴드에 비해 소리가 부각되어 연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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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기능 추가 음색 선택하기–

연주자는 스트럼판 연주시 가지에 해당하는 다양한 음100

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 뒷면에는 사용 가능.

한 음색이 번호순 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악기 소리를 고르기 위해 아래 소개된 간단한 절차

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추가 스트럼판 음색 선택하기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1. .

멜로디 키보드 가 켜지고 베이스 컨트롤 버튼은 꺼집LED

니다.

장조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2. F# .

큐 카드 컨트롤 가 켜지고 숫자 이 초간 화면에LCD “00” 2

뜹니다.

또한 스트럼판 불빛 바가 꺼집니다 이는 큐 코드에LED .

서 추가적인 스트럼판 음색 모드로 변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 .ㅏㄷ

사용 팁: 숫자 은 아코스틱 피아노 은 제 피“00” , “01” 1

아노 는 제 피아노를 말합니다 에서부터, “02” 2 . “00” “99”

에 이르는 음색 번호 전체 리스트를 보려면 매뉴얼 뒤에

나온 스트럼판 음색 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멜로디 키보드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3. .

멜로디 키보드 가 꺼지고 베이스 컨트롤 버튼이 켜집LED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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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음색 선택하기 계속–

추가 스트럼판 음색 선택하기

스트럼판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4. .

큐 카드 컨트롤 에서 숫자 이 나올 때까지 이 버LCD “06”

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숫자 번은 초간 화면에 뜹니. ( “06” 2

다.)

숫자 은 하프시코드 쳄발로 음색을 표시합니다“06” ( ) .

설명서 뒤에 나온 가지 스트럼판 음색에 한 숫자 리100

스트는 스트럼판 악기 음색 리스트 라는 제목으로 나와“ ”

있습니다.

코드 버튼을 누르고 스트럼판을 연주합니다5. .

스트럼판 연주시 연주자는 하프시코드 악기 음색을 듣게

됩니다.

다른 음색을 선택하려면 스트럼판 선택 버튼을 위 또는 아

래로 눌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 팁: 새로운 악기 음색을 선택할 때 서스테인 줄을 튕(

겼을 때 소리가 지속되는 정도 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지)

도 모릅니다 이는 악기마다 각기 다른 구조와 음질을 지.

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음색들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주자가 어.

떻게 스트럼판을 연주하면서 그 효과 서스테인 및 옥타브,

설정을 활용하는 지에 따라 각각의 음색에서 나오는 결과

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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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 키보드

큐코드는 연주자가 노래의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도록 반

음계식 멜로디 키보드를 장착해 놓았습니다 이 키보드는.

코드 버튼의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위치해 있습니다.

키보드는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서 까지C G

의 음조로 시작합니다.

멜로디 키보드 오버레이 겉 씌우개 는 연주자가 키보드 음( )

조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합니다.

멜로디 키보드 사용하기

코드 버튼 위에 멜로디 키보드 오버레이 겉 씌우개 를1. ( )

올려놓습니다.

멜로디 키보드 가 켜질 때까지 멜로디 키보드 버튼2. LED

을 누릅니다.

멜로디 키보드에서 듣고자 하는 스트럼판 음색을 선택3.

합니다.

가지 음색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100 .

음색 접근 방법을 모를 경우 추가 기능 스트럼판 음색 으“ ”

로 된 페이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줄에 있는 코드 버튼 중 아무거나 하나 누릅니다4. .

선택한 코드 버튼의 한 음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옆의 그림은 음조를 선택했을 때의 모습입니다“E” .

볼륨 조정을 위해 볼륨 버튼 위 아래로 누릅니다5. / .

스트럼판 볼륨 컨트롤은 멜로디 키보드 볼륨을 조정하게

됩니다.

코드 버튼이 현재 피아노 키에 있기에 노래 카트리지가 사

용되고 있거나 데모 버튼이 선택되지 않는 한 멜로디 키보

드 가 켜 있을시 드럼과 멜로디 키보드 소리만 들리게LED

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노래 카트리지를 연주할 때는 전체 반

주 오케스트라형의 멜로디 키보드로 멜로디 라인을 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용 팁: 멜로디 키보드를 한 옥타브 높이려면 장조“E”

코드 버튼 낮추려면 장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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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스타일 카트리지 선택형/ –

음악을 사랑하는 이라면 누구나 오케스트라 연주나 밴드 연

주를 꿈꾸게 됩니다 스즈키사의 은. MIDI Hits & Tune 1000

최신 사운드 카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연주자의 애창곡들

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제작된 노래 카트리지는.

연주자에게 진정으로 인터액티브한 음악적 경험을 맛보게 해

줄 것입니다.

연주하기: 밴드의 주요 연주를 담당하게 될 연주자는 완벽한

오케스트라형 밴드 연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게

되는 꿈과 같은 연주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는 이.

미 연주자의 큐 사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우기: 밴드와 함께 연주함으로써 연주자는 각각의 악기 음색이 서로 다르지만 조화롭게 연

주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가하는 상이한 리듬과 탭핑 두드리기 스타. ( )

일을 연주로 표출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연주를 더 많이 하게 될수록 점점 더 연주자는 자신.

감을 가지게 되며 연주 스타일이 더욱 색다르게 쌓여져 갑니다.

엔터테인먼트: 의 음악 전문가들은 업계 최고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Tune 1000 & MIDI Hits

다 큐 카드를 악기에 간단히 삽입하고 큐 코드를 켜서 연주함으로써 연주자는 각각의 반주.

트랙 드럼 베이스 코드 및 코드 플러스 각각의 볼륨을 조정하면서 스스로 실황 콘서트를( , , )

연출해내는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 사용 주의점/

-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를 화기나 다습한 곳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

- 노래 카트리지를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를 분해하지 마십시오/ .

-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를 전력이 흐르는 곳에 두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카트리지를/ .

비비게 되면 정전기나 전력을 발생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정전기 발생은 데이터 손.

실 및 미작동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스즈키의 큐 카드 노래 또는 스타일 카트리지외의 다른 물건을 큐카드 슬롯에 삽입

하지 마십시오 이는 악기에 심각한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

- 전원을 킨 상태로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를 넣거나 빼지 마십시오 이는 큐 코드의 비/ .

정상 작동의 원인이 됩니다.

-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 데이터는 먼지나 잔해물질로 인한 정전기 발생 등으로 인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면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카트.

리지에 묻은 잔해 물질 또는 정전기 발생 요인 물질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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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카트리지 선택형–

큐 코드는 스타일 또는 노래 데이터를 담은 사전 프로그램

된 스즈키 음악 카트리지를 읽을 수 있는 큐 카드 카트리

지 슬롯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적 카트리지는.

스즈키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큐 카드 노래 카트리지 설치하기( )

전력을 끕니다1. .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노래 카트리지의 끝을 큐 카드라고

표시된 큐 코드의 끝에 있는 코드 버튼에 삽입합니다 카.

트리지가 적절히 들어갈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카트리지의.

라벨이 있는 면이 위로 가게 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삽입하

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트리지가 제 로 삽입되면 숫자 이 나타납니다2. “01” .

이 숫자는 첫번째 노래 또는 스타일을 말합니다.

큐 카드 가 계속 으로만 보이면 카트리지를 큐 카LCD “ “‐ ‐
드 슬롯에 다시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제 로 밀어넣을 때.

까지 삽입하시되 강제로 힘을 쓰진 마시기 바랍니다.

큐 카드 컨트롤 가 표시가 날 때까지 찾기 버3. LCD “03”

튼을 위로 번 누릅니다 이후 연주 멈추기 버튼을(UP) 2 .. /

누르면 선택 노래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3 .

노래를 듣거나 연주하면서 재생시 편곡을 할 수 있습니다.

코드 플러스의 버튼을 창이 꺼질 때까지 눌러 기능을LED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노래 반주 트랙 각각의 볼륨을.

추가 제거 및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드럼과 멜로디만 드럼과 베이스 또는 베이스와 코드 등등,

각각의 음악 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음악적 스타일과 스트럼판 음색을 풍부하게 연출해봅니다.

밴드와 함께 연주자 애주곡을 연주하면서 스트럼판을4.

연주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스트럼판 음색과 서스테

인 설정 및 피치 벤드 윌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를

해봅니다 스트펌판의 연주 스타일도 다양하게 구현해봅니.

다 긴장을 푸시고 즐겁게 가장 창의로운 방식으로 음악의.

세계에 빠져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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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카트리지 선택용–

큐 코드는 스타일 또는 노래 데이터를 담기 위해 사전 프

로그램된 스즈키 음악 카트리지를 읽을 수 있는 큐 카드

카트리지 슬롯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본 선택용 카트리지.

는 스즈키사 또는 각 지구별 담당 스즈키 지국 딜러를 통

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큐 카드 설치하기 스타일 카트리지( )

전원을 끕니다1. .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타일 카트리지의 끝을 큐 코드

의 코드 버튼 끝에 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Q Card”

밀어넣습니다 카트리지가 잘 장착될 때까지 밀어넣습니다. .

카트리지의 라벨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하여 잘못된 방향으

로 힘을 사용하여 넣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카트리지가.

잘 장착될 때까지 밀어넣되 강압적으로 힘을 사용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큐 카드 컨트롤 섹션의 정지 연주 잠시멈춤을2. , / 동시에

누릅니다.

리듬 스타일의 불빛이 꺼집니다LED .

이제 큐 카드 스타일 카트리지상의 스타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래 카트리지에서 노래를 선택하듯이 스타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리듬 컨트롤 외의 모든 다른 기능은 예전처럼 같은 방식으

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큐 카드 컨트롤 창에 숫자가 보일 때까지 서3. LCD “03”

치 버튼을 위 로 번 누릅니다 이제 코드 버튼을 누릅(UP) 2 .

니다.

드럼과 멜로디만 드럼과 베이스 또는 베이스와 코드 등등,

각각의 음악 구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음악을 시도하면서

음악적 스타일과 스트럼판 음색을 풍부하게 연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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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큐 코드는 미디의 입력단자인 잭이 설치되어input/output

있어 타 미디 장치 미디 키보드 미디 기타 컴퓨터 전자( , , ,

악기 등 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큐코드는 소리 확장기 톤) . ((

모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추가 사양 섹션 참조 로도) )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미디 장치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큐 코드로부터 미디 키보드를 조정.

할 수 있어서 스트럼판을 연주할 때 미디 키보드는 스트럼

판 음조로 소리가 납니다.

미디 란 무엇인가(MIDI) ?

미디 란 음악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IDI) (Musical

의 약자를 딴 말입니다 이는Instrument Digital Interface) .

음악 관련 악기 모든 밴드에 사용되는 악기 포함 와 컴퓨( )

터를 상호 통하게 하는 전세계 기준의 커뮤니케이션 인터

페이스로 각각의 악기 및 데이터가 상호 교류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 교환으로 인해 미디 악기와.

장치는 하나의 시스템 을 형성하는데 이로써 각각 독립“ ” ,

된 악기들로는 가능하지 못했던 음악적 다능성과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전자악기 확장기 또는 다. , ,

른 키보드 등과 함께 상호 교류 인터페이스 하면서 연주자( )

는 자신의 음악적 지평선을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미디.

와 미디 장치 사용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지역별 스즈

키 음악 매장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디 잭은 어댑터 입력구와 오디오 출력구 잭으로 구AC

성된 옆면 잭 패널에 위치해 있습니다.

1. 미디 아웃(MIDI OUT) 커넥터는 큐 코드에서 생성

된 미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므로 코드 음.

조 스트럼판 음조 멜로디 키보드 음조 및 큐 코, ,

드 연주시 생성된 다른 반주 데이터 등을 전송합

니다.

2. 미디 인(MIDI IN) 커넥터는 큐 코드 소리 발생시

사용될 수 있는 외부 미디 장치로부터 미디 데이

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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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 계속–

큐 코드는 미디 입력 포트를 통해 미디 데이터를 받고 미디 출력 포트를 통해 미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미디 데이터 전송하기

1. 큐 코드와 미디 데이터의 파워를 끈 채로 미디 케이블을 큐 코드 미디 아웃 잭에 연결합

니다 미디 케이블의 다른 한 쪽은 연주자의 미디 장치의 미디 인 잭에 연결합니다 연결이. .

끝나면 두 장치의 전원을 켜도 됩니다.

2. 이렇게 설치하면 연주시 연주자는 큐 코드의 소리와 연결시켜 놓은 미디 악기 장치의 소

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장치에 자체 소리 생성기가 있고 큐 코드의 미디 데이터를 받기(

위해 적합한 방식으로 연결되었을 경우).

만일 미디 악기 장치 소리만 듣고 싶다면 큐 코드의 마스터 볼륨 소리를 줄이면 됩니다 미.

디 장치 소리와 큐 코드 소리를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한다면 각 악기의 볼륨을 조정하면 됩

니다.

3. 큐 코드는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미디 채널상의 미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미디 전송의.

미리 설정된 채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디 채널 멜로디 키보드 미디 채널 코드 플러스 미디 채널 코드 플러스2 / 3 / 4 /– – –

미디 채널 자동 코드 미디 채널 자동 코드 미디 채널 자동 코드 미5 1 / 6 2 / 7 3 /– – –

디 채널 자동 코드 미디 채널 베이스 미디 채널 드럼 미디 채널8 4 / 9 / 10 / 14,– – –

스트럼판15, 16 –

미디 장치는 미디 모든 채널을 받을 수 있거나 원하는 채널만을 받을 수 있는 채널 선택 기

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 팁: 다음 장에서는 소개하고 있는 미디 실행 차트나 미디 악기 장치 설명서의 미디 섹

션을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디 데이터 받기

큐 코드는 옴니 모드에 멀티 탬버린으로 사전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미디 채널을 상.

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팁: 미디 입력용 및 출력용 잭 둘 다 동시에 작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미디 입력용 잭이.

나 출력용 잭을 따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용될 경우 데이터 수신 및 송신에 문제.

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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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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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커넥터 패널

그림 참조 이것이 바로 큐 코드의 오른쪽 상부에 위치한( )

잭입니다.

잭 커넥터 패널

어댑터 잭 입력1. DC :

어댑터를 이 입력 잭에 꽂으십시오QCA, ACD .

어댑터가 배터리에 꽂혀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연결이 끊

깁니다.

미디 출력 잭2. :

이 커넥터는 큐코드가 생성한 미디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음조 정보 등등( , ..)

미디 입력 잭3. :

이 커넥터는 외부 미디 장치로부터 미디 데이터를 전달받

습니다.

헤드폰 및 스테레오 출력 잭4. :

연주자는 개별 연습이나 심야 연습시를 비하여 스테레오

헤드셋을 악기에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이 연결.

되면 내부 스피커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소리가 꺼집니다.

또한 예비용 스테레오 출력 잭이 있습니다 이 잭은 큐 코.

드의 출력 내용을 외부 확장기 홈 스테레오 믹싱 콘솔, , ,

시스템 또는 녹음 장치로 연결하여 전달할 수 있게 되PA

어 있습니다 스테레오 사운드를 위해서 연주자는 스. 1/4’’

테레오 플러그를 꽂아야만 합니다.

일단 헤드폰이나 스테레오 확장기 중 하나를 사용해보면

연주자는 큐코드의 스테레오 사운드 출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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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악기 음색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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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럼판 악기 음색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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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설명

스트럼판 멜로디 키&

보드 음색

가지 호환의 음색100 GM(General MIDI)

스트럼판 음역 옥타브4

코드 버튼 소프트 버튼 개 종의 결합 장조 단조 화음 장 화36 , 84 : , 7 , 7

음 단 화음 증 감화음, 7 , ,

리듬 가지 전문 리듬 스타일에 가지 추가 가능10 30

가용 컨트롤 마스터 볼륨 스트럼판 볼륨 스트럼판 서스테인 리듬 볼, , ,

륨 리듬 템포 베이스 볼륨 코드 볼륨 코드 플러스 볼, , , ,

륨 리버브 수준 컨트롤 코드 수준 컨트롤 비브라토 수, , ,

준 컨트롤 피치 벤드 윌 전조 튜닝 옥타브 이동, , , ,

버튼 컨트롤 전원 데모 스트럼판 음색 선택 리듬 스타일 선택 리듬, , , ,

필 리듬 인트로 엔드 시작 멈춤, / , /

노래 스타일 카트리지/

기능

큐 카드 연주 멈추기 큐 카드 서치 업 다운 멈추기/ , & ,

효과 리버브 비브라토,

기타 기능 리듬 필 리듬 인트로 엔드 피치 벤드 윌 미디 인 아웃, / , , & ,

전조 튜닝 옥타브 이동, ,

튠 센트+/ 50‐
화면 개 숫자 가지 불빛 바2 LCD, 2 LED , 13 LED

잭 파워 입력단자 라인 아웃 헤드폰 미디 인 미A/C , 1/4’’ / , ,

디 아웃

전원 사양 볼트 어댑터 또는 정확한 유형만 사용하기12 DC(QCA )

셀 배터리8 “C”

크기 21 1/4’’ (L) X 11 3/4’’(W) X 2 1/8’’(H)

무게 3.25l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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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큐코드의 액세사리는 연주자의 연주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줍니다 아래 액세서리를 검토.

하신 후 원하시는 제품은 지역별 스즈키 딜러 샵을 방문하시거나 스즈키 수신자부담 전화

로 주문하시면 됩니다(800 854 1594) .‐ ‐
아래 액세서리 신규 노래 카트리지 제목 또는 노래 책 등에 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qchord.com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큐 카드 액세서리&

큐 카드 디지털 송 카트리지

큐 카드 디지털 스타일 카트리지

이름 모델

큐 코드 디지털 사운드카드 기타 QC 1‐
큐 코드 모양의 케이스 QCC

어댑터A/C QCA

자동차용 어댑터D/C QCD

조정가능한 스트랩 QCS

스테레오 케이블 홈 스테레오와 연결( ) QCB

스테레오 헤드폰 QCH

확장기 톤 컨트롤과 함께 와트( 25 ) QCP

큐 코드 비디오 데모용 비디오( ) QCV

컨츄리 클래식 QSC 1‐
그레이트 스탠다드 QSC 2‐
레논 맥카트니& QSC 3‐
밤중의 이방인(Strangers in the Night) QSC 4‐
애창 팝송 QSC 5‐
시즌별 애창곡 QSC 6‐
팝 클래식 QSC 7‐
아이들용 애창곡 QSC 8‐
종교 음악 QSC 9‐

리듬 스타일 가지 전문가 구성 스타일(30 ) Q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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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코드 노래책

컨츄리 클래식 QSB 1‐
그레이트 스탠다드 QSB 2‐
레논 맥카트니& QSB 3‐
밤중의 이방인(Strangers in the Night) QSB 4‐
애창 팝송 QSB 5‐
시즌별 애창곡 QSB 6‐
팝 클래식 QSB 7‐
아이들용 애창곡 QSB 8‐
종교 음악 QSB 9‐
큐 코드 형 노래책 QSB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