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요 안전 지침서

경고

주의 :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커버(또는 뒤 커버)를 열거나 

분해하지 마십시오. 기기 내부에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은 

없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격이 있는 서비스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이 표시는 “위험 전압”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수리(서비스)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에 따르라는 경고입니다.

경고 : 화재나 감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품을 비가 오거나 습한 곳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꽃병처럼 물이 채워진 물체를 
제품 위에 올려 놓지 마세요.

주의 :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플러그를 완전하게 끼우세요.

주의 : 화재 예방을 위해, 퓨즈 교체 시 같은 전류와 전압의 퓨즈를 사용하십시오. 가급적 전문 서비스 직원에게 교체를 
맡기세요.

경고 : 부품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항상 충분히 환기시켜 차갑게 유지시켜주세요. 히터와 같은 발열체 옆에 놓거나 
통풍이 안 되는 장소에 놓지 마세요.

전기 감전 위험 / 열지 마시오

1. 안전 지침서를 잘 읽으세요 – 제품 사용 전에, 모든 안전 지침과, 사용 매뉴얼을 읽으세요.

2. 지침서를 잘 보관하세요 – 참고를 위해 안전 지침서와 사용자 매뉴얼을 보관하세요.

3. 경고 표시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 제품과 작동 지시사항에 나타나는 모든 경고 표시에는 주의를 기울이세요.

4. 지시사항을 잘 따르세요 – 모든 작동과 사용 매뉴얼을 반드시 지키세요.

5. 청소 – 제품을 청소하기 전에 플러그를 뽑아두세요. 액체 세제나 에어로졸 클리너는 사용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헝겊을 

사용해 청소하세요.

6. 물과 습도 – 물이 있는 곳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욕조 근처, 세면대, 싱크대, 빨래통; 습기가 많은 

지하실; 수영장 근처와 같은 장소

7. 액세서리 – 불안정한 카트나,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혹은 테이블에 제품을 올려놓지 마세요. 제품이 떨어지게 되면, 

아이나 어른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추천하거나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카트나, 스탠드, 삼각대, 브라켓, 

혹은 테이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어떤 설치대를 사용하더라도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하며 제조사가 추천하는 설치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8. 통풍 - 캐비닛의 구멍들은 통풍과, 제품의 안정적인 작동 그리고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절대로 이 구멍들을 덮거나 

막으면 안됩니다. 제품을 침대나 소파 혹은 양탄자와 비슷한 표면에 둘 때, 구멍이 막히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붙박이 책장이나 선반에 제품을 위치 시키지 마시고 제조사의 지시사항을 따르세요.

9. 전력 – 이 제품은 반드시 라벨에 표시된 전원 타입에 맞춰 작동시켜야 합니다. 만일 전원이 다른 타입이라면, 상품 공급자나 

그 지역의 전력 회사와 상담하세요. 제품을 배터리나 다른 전원을 이용하여 작동시키고 싶다면,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10. 접지와 극성– 이 제품은 플러그 양극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한쪽이 더 넓은 날을 갖고 있는 

플러그라면, 콘센트에 한 방향으로만 꽂게 될 것이며, 이것이 가장 안전하게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만약, 플러그가 콘센트에 완전히 

꽂아지지 않는다면, 거꾸로 뒤집어서 꽂아보세요. 만일, 거꾸로도 완전히 꽂아지지 않는다면, 전기공과 상담하여 구식 콘센트를 

신식 콘센트로 교체하세요. 분 극 플러그 본연의 안전 목적을 지키세요.

11. 전원 코드 보호 – 전원 공급 코드는 돌아다니거나 다른 물체에 끼여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플러그, 편의 소켓 이외에도 

제품에서 분리시키는 위치에 있는 코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2. 야외 안테나 접지 – 야외 안테나 혹은 케이블 시스템과 제품이 연결되었을 때, 안테나나 케이블 시스템이 잘 접지 되었는지 

확인하여 갑작스런 전압 증폭과 정전하가 생기는 것을 보호해야 합니다. 

13. 번개 - 폭풍이 올 때나, 제품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플러그를 뽑아두시고 안테나와 

케이블 시스템과의 연결도 끊어놓으세요. 번개나 송전선 과부하로 인한 제품 손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4. 송전선 – 야외 안테나 시스템은 전선 위쪽 부근에 설치하거나 전력 회로 혹은 비슷한 종류의 전선이나 전력 회로가 떨어질 수 

있는 곳 위쪽에는 설치하면 안됩니다. 야외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할 때에는 전선이나 전력 회로 등에 닿지 안도록 극도의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접촉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5. 과부하 - 코드, 연장선, 필수 편리 소켓들을 콘센트에 너무 많이 꽂으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16. 캐비닛 구멍에 어떤 종류의 이물질도 투입하지 마세요. 위험 전압 부분이나 누전 부분을 건드리게 되면 자칫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물방울이나 분무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꽃병과 같이 액체가 든 물체를 제품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17. 서비스 - 스스로 제품을 수리하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커버를 제거하면 위험 전압과 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18. A/S가 필요한 손상 –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생기면, 플러그를 뽑고 전문가에게 서비스를 맡겨주세요.      

19. 교체 부품 –교체 할 부품이 필요할 때, 기술자가 제조사로부터 인증 받은 교체 부품을 사용하는지 혹은 원래 부품과 같은 

부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세요. 인증 받지 않은 대체품은 불이나, 감전, 다른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20. 안전 체크 – 서비스나, 수리를 받은 후 서비스 기술자에게 안전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제품이 적절한 조건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21. 열 – 제품이 방열기, 통풍 조절 장치, 가스레인지나 다른 발열 기기와 멀리 떨어지도록 해주세요.

- 전원 공급 코드가 손상되었을 때

- 제품에 물을 엎지르거나, 물에 빠뜨렸을 때    

- 비나 물에 제품이 방치되었을 때

- 매뉴얼에 따라 작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을 때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컨트롤만 조정시키세요. 

 다른 컨트롤들의 부적절한 조정은 제품의 손상을 불러이르키며, 전문가에게 맡겼을 때 더 많은 작업을 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이유로든,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손상시켰을 때

- 제품이 원래의 성능에서 뚜렷한 변화를 보일 때- 이 변화는 서비스가 필요하단 표시입니다.



Anthem Integrated 225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ction 1.1 연결하기 전

Safety Instructions (안전 지침)

I225는 integrated preamplifier(통합 전치 증폭기)와 amplifier 입니다. 

Anthem 제품들은 하이 레벨 회로 디자인과 우수한 품질, 혁신적인 특징과 

인체공학적 설계로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최고의 영화관과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아래 패킹 리스트에 있는 모든 아이템을 받았는지 체크하고 다른 경우 빠른 시일 내로 

딜러에게 말하세요. 모든 패킹 아이템을 잘 보관하고 운반 시 주의를 기울이세요.

- 매뉴얼 초반에 있는 모든 안전 지침사항을 읽으세요.

- 외부 부품에 어떤 손상이라도 발견되면 전원을 연결하지 마세요.

- 정면 패널의 파워 버튼과 AC line의 접속을 차단 하지 마세요. 전원 코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세요.

- 함께 제공된 전원 코드만 사용하세요.

- 충분한 통풍을 유지하여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세요. 주위 기온과 

 순환으로 인한 복사열만큼 요구되는 여유 공간을 확보해주세요. 문이 달린 캐비닛이나 옷장처럼 

 통풍이 되지 않는 공간 안에 설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 이 사용 매뉴얼의 안전 지침, 주의, 경고를 따르지 않는 것은 제품이 요구하는 사항과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 Anthem과 관련 부품은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의 오작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1.2 사용 중 주의사항 

- 부품들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기 전, 반드시 전원 코드를 뽑아두세요.

- 맨 위쪽 커버를 제거하지 마세요.

- 제품을 개조하지 마세요.

구매 시 정식 Anthem 딜러에게 받은 인보이스를 잘 보관하세요. – 인보이스 없이는 보증기간 
안이라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Packing List :

 1. Integrated225      2. 2AA 배터리       3. 전원 코드(북미전용)

 4. 리모컨                  5. 사용 매뉴얼



Section 1.3 Front Panel(정면 패널)

더 큰 도표를 찾는다면, 후면 내부 커버를 살펴보세요. 



Section 1.4 Rear Panel(후면 패널)

더 큰 도표를 찾는다면, 후면 내부 커버를 살펴보세요. 



Section 1.5 Remote control(리모컨)

나머지 버튼은 다른 장비를 제어할 때 사용자가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 버튼에 호박색 불빛이 발생합니다.

Rear(후면): 배터리커버 – 배터리가 부족할 때 LED가 두 번 반짝이고, 

       불가시광선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Section 1.6 Interconnects. (중간 커넥터)

아래 그림들은 부품들과 I225를 연결하는 audio, IR, 그리고 trigger 커넥터입니다. 



Section 2.1 Input Connections (입력 연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도표에 따라 연결 부품과 레코더를 연결하세요. 만일 턴테이블을 사용한다면, PHONO 입력 

단자에만 연결하세요. 만일 턴테이블에 Ground wire가 갖춰있다면, PHONO 입력 단자 옆에 있는 

Ground terminal에 연결하세요. 연결 시 돌리지 말고 그냥 꽉 꽂아주세요.

Section 2.2 Speaker Connections (스피커 연결)

입력 신호 레벨과 볼륨 설정 상태에 따라, 출력 전압은 감전을 일으킬 만큼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잭을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전원이 꺼졌는지 확인하세요. 스피커가 이 앰프에서 정격 신호를 받는지 확인하세요 – 정격 신호 

이상을 스피커에 보내면(오버드라이브)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피커의 빨간(+) 커넥터를 적정 앰프 채널의 빨간(+) 바인딩 포스트에 연결하세요. 그리고 스피커의 블랙(-) 

커넥터를 같은 앰프 채널의 블랙(-) 바인딩 포스트에 연결하세요. 이때, 앰프가 최고 출력을 전달 할 수 있도록 

절연 처리가 된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바인딩 포스트를 너무 꽉 조이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각 바인딩 포스트는 스피커와의 연결을 담당합니다.

Section 2.3 Trigger (트리거)

이 특징은 앰프가 Trigger를 통해 멀리서 켜거나 끌 수 있게 만듭니다. 3.5mm(0.125인치) INPUT(입력) 미니 

- 잭은 상위 부품이나 시스템 컨트롤러에서 12V의 신호를 받습니다. 같은 Trigger 신호는 OUTPUT(출력)을 통해 

다른 부품에 연결됩니다.

Section 2.4  I.R(INFRA RED) Receiver (I.R. 리시버)

외부 IR 리시버는 당신의 집 안에서 원격 조정을 가능케 합니다. IR 리시버가 다른 방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을 I.R RECIEVER IN에 연결하세요. I.R. RECEIVER OUT을 통해 다른 부품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Section 2.5 Power(전원)

시스템이 연결된 후에 공급된 전원 코드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세요. 전원 연결 시 새시에서 “클릭”이란 소리가 

나면 정상입니다.

센터 핀이 움푹 들어가고 끝에 구멍이 있는 ‘RCA-호환’ 커넥터를 사용하지 마세요 – Integrated 225의 

RCA jack에 꽂으면 내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Section 3.1 POWER ON/OFF

전원이 연결되면 파워버튼(전원버튼) 위의 LED에서 빛이 발생합니다.

Section 3.2 Source selection (소스 선택) 

아래 버튼 중에 원하는 소스를 골라 버튼을 누르세요 –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역시 INT 컨트롤 모드인지 확인하세요.

Section 3.3 VOLUME CONTROL (볼륨 컨트롤)

아래 버튼 중에 원하는 소스를 골라 버튼을 누르세요 – 리모컨을 사용할 때는 역시 INT 컨트롤 모드인지 확인하세요.

레코더가 선택되면, 레코더가 스스로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REC output(출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Front Panel – power ON/OFF

 - 정면 패널 왼쪽 아래 부분에 있는 Power를 누르세요. 

Remote control(리모컨) – power ON

 - INT 컨트롤 모드인지 확인 후 왼쪽 상단에 있는 전원(Power)버튼을 누르세요.

Remote control – power OFF

 - INT 컨트롤 모드인지 확인 후 오른쪽 상단에 있는 OFF버튼을 누르세요.

정면 패널 - 볼륨을 키울 땐 볼륨 키를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줄일 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세요.

리모컨 - 리모컨을 사용할 땐 INT 컨트롤 모드인지 확인 후 VOL+ 와 VOL- 버튼을 사용하여 볼륨을 조절하세요.

음소거 - MUTE 버튼을 누르면, 오디오는 조용해지고, 정면 패널에서 음소거 버튼 위에 빛이 

            발생합니다. MUTE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다시 소리가 나옵니다.



Section 3.4 BALACE CONTROL(밸런스 컨트롤)

사운드 스테이지의 센터가 중심을 벗어났을 때, 사운드 스테이지가 중심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방향으로 

밸런스 컨트롤을 회전시키세요. 그 센터 위치가 디폴트입니다.

Section 3.5 TONE CONTROL(톤 컨트롤)

베이스나 treble(트레블) 레벨을 조정하려면, 정면 패널의 Bass와 Treble키를 

회전시키세요. 그 센터 위치가 디폴트 입니다. 조정 후에는, 정면 패널이나 리모컨의 

TONE 버튼을 눌러 control on/off 키를 센터포지션으로 돌리지 않고도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이 디폴트일 때 버튼 위의 불빛이 발생합니다.

Power, Mute 혹은 source 버튼을 누를 때 새시에서 ‘클릭’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Section 4.1 Codes for other brands (다른 브랜드용 코드)

Integrated 225 리모컨은 다른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리스트와 사용 설정방법은 이 섹션 끝에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제품의 브랜드가 리스트에 없다면, 다음과 같이 코드를 찾아보세요.

1. 다른 제품을 켜세요, 예를 들면 DVD 플레이어

2. INT 가 아닌,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3.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그런 후 순서대로 9, 9, 1을 누르세요. 

4. 케이블 컨버터, 위성 안테나, 혹은 비디오 액세서리에는 버튼 0을 누르세요. TV에는 버튼 1을, DVD 플레이어나 VCR에는 
    버튼 2를, CD 플레이어나 오디오 앰프/튜너에는 버튼 3을 누르세요.

5. 리모컨을 플레이어로 향하게 하고 Power(혹은 play) 버튼을 누르세요. 만일 플레이어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CH+버튼을 
    눌러 다음 코드로 넘어가세요. 만일 플레이어가 응답한다면, SET버튼을 눌러 코드를 확정하세요. 코드는 순서대로 
    되어있습니다. CH- 버튼은 이전 코드로 돌아갑니다. 어떤 코드도 발견되지 않으면, 섹션 4.2를 참고하세요.

6. 코드를 찾으면, 기록하세요 : LED가 두 번 빤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시고, 그 후 순서대로 9, 9, 0, 1를 누르세요. 
    3초 후 LED가 반짝이는 횟수를 세어보세요. 이것이 첫 번째 숫자입니다(예를 들어, 3번 깜박이면=3, 한번도 깜박이지 
    않으면=0)- 이것을 적어두세요. 다음으로 버튼 2를 두 번째 숫자로 누르고, 3을 세 번째 숫자로 누르고, 4를 네 번째 
    숫자로 누르고, 5를 5번 째 숫자로 누른 후 각 깜박임 횟수를 적어두세요.

Section 4.2 Learning Commands (입력 명령)

Integrated 225 리모컨으로 거의 대부분의 다른 인프라-레드 원격 명령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Taught 버튼을 누르기 전에 

SET 버튼을 누르면 factory command가 계속 가능합니다.

Before teaching a key note the following. (버튼에 지시하기 전에 다음을 참고하세요)

- Control mode키와 SET은 지시할 수 없는 키입니다. 이 키들은 IR 명령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 Multiple 연속 키(예를 들면, Rec+Pause of Rec+Play)의 경우, 버튼 한 개로는 명령을 전달 할 수 없습니다.

- 주위의 하이 레벨 빛,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 그리고 노출된 팬은 지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To teach a key. (버튼에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

1. Intergrated 225 리모컨이 본체에 향하게 위치시키고, 거의 2인치 정도 떨어져 들고 계세요.

2.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신 후 순서대로 9, 7, 5를 누르세요. 한 번의 긴 깜박임은 배터리 부족을 
    나타내거나 불완전한 메모리를 나타냅니다. – 이런 조건에서 리모컨은 learn(입력) 모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원하는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4. 명령 입력 버튼을 누르거나 Layer 2로 명령을 설정하기 위해 SET 버튼을 누르세요(누르고 계시지는 마세요.) 
    그런 후 버튼에 명령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누르세요. 

5. LED가 빠르게 깜박입니다. 4초 이내에, 본체 리모컨의 teaching 버튼(명령 입력 키)를 LED가 두 번 깜박일 때까지 누르고 
    계세요. 한 번의 긴 깜박임은 불완전한 캡쳐를 의미하거나(다시 시도하세요), 메모리 초과(다른 명령을 지우세요)를 
    의미하거나, 혹은 입력될 수 없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6. 3-5 단계 혹은 4-5단계를 메모리가 가득 찰 때까지 원하는 만큼 반복하세요.  

7. 작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거나, 10초간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Deleting learned commands: 입력된 명령 삭제

1.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그런 다음 9, 7, 6을 차례대로 누르세요.

2. 키에 입력된 명령을 지우기 위해서, control mode버튼을 누르고, 명령을 지우고 싶은 버튼을 두 번 누르세요. 
    Control 모드에서 모든 명령을 지우고 싶다면, control mode 버튼을 두 번 누르세요.



Section 4.3 명령 복사

한 키에 입력된 명령은 다른 키로 복사될 수 있습니다. (Pwer, Record, 그리고 SET 키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같은 control mode에서 명령을 다른 키에 복사할 때

1.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2.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3. 9, 9, 4를 순서대로 누르세요.

4. 복사할 버튼을 누르세요.

5. 복사된 명령을 입력할 버튼을 누르세요. LED가 두 번 반짝일 것입니다.

Section 4.4 Volume Lock

Volume lock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볼륨과 음소거(mute) 버튼은 control mode와 상관없이 Integrated 225를 컨트롤 하여 

작동을 더욱 편리하게 합니다.

Volume과 Mute(음소거)키는 TV를 제외한 모든 control mode에서 Integrated 225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control mode에서도 동시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해제하려면, 4단계에서 VOL+를 누르세요.

MAIN에 volume lock을 걸기 위해:

1.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2. 순서대로 9, 9, 3을 누르세요.

3. MAIN을 누르세요.

TV에 volume lock을 해제하고 TV 볼륨 컨트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

1. ZONE2(또는 ZONE3)을 누르세요.

2.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3. 순서대로 9, 9, 3을 누르세요.

4. VOL- 를 누르세요.

다른 control mode에서 명령을 복사할 때

1.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2. 순서대로 9, 9, 4를 누르세요.

3. 복사 할 버튼의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그 버튼이 복사됩니다.

4. 새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복사된 명령을 입력 할 새 버튼을 누르세요. LED가 두 번 반짝일 것입니다. 

원래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

1.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2.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3. 순서대로 9, 9, 4를 누르세요.

4. Control mode 버튼을 두 번 누르세요.



Section 4.5 Programming Macros (프로그램 매크로)

매크로는 Integrated 225와 케이블 박스,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전원 넣기와 같은 멀티 기능을 키 하나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32개의 명령까지 프로그래밍 될 수 있습니다.

매크로를 지우고 싶다면 4단계만 건너 뛰고 위와 같이 반복하세요.

Control mode 설정과 관계 없이 매크로 프로그래밍 하기:

1.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2. 순서대로 9, 9, 5를 누르세요.

3. 매크로로 활성화 시키고 싶은 버튼을 누르세요(e.g. Power)

4. 수행하고픈 매크로 명령을 연속적으로 입력하세요.

5. 종료하려면,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거나 10초간 아무 키도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한 control mode에 매크로를 프로그래밍 할 때 :

1.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2.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고 계세요.

3. 순서대로 9, 7, 8을 누르세요.

4. 매크로로 활성화 시키고 싶은 버튼을 누르세요(e.g. Power)

5. 종료하려면,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거나 10초간 아무 키도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매크로를 지울 때 :

1.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른 후 풀어주세요.

2. 순서대로 9, 7, 8을 누르세요.

3. 매크로를 프로그래밍 했던 control mode 버튼을 누르세요.

4. 매크로를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버튼을 누르세요.

5. 종료하려면, LED가 두 번 반짝일 때까지 SET버튼을 누르거나 10초간 아무 키도 누르지 말고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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