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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설명서

·본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경고,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사용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으셔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다 읽으신 후에도 필요할 때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주세요.

·본 제품의 신곡공급 보증기간은 제품 생산단종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본 제품에 탑재된 음악 및 영상은 저작권자가 변경 또는 삭제 요청 시 TJ미디어㈜에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기능 변경 및 보정, 추가 및 삭제에 대한 권리는 TJ미디어㈜에 있습니다.

·본 제품은 가정용 기기로서 영업장(노래방, 유흥주점, 오락실) 등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은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래반주기
TKR-355HK

USBPOWER MIC 1 MIC 2

MICMUSIC

TKR-355HKTKR-355HK

예약취소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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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노래방이스마트해졌다!!
세계최초로,스마트폰으로구현한다양한기능을경험하세요.
스마트홈가라오케~TKR-355HK!!!

1. 세계최초스마트폰어플연동반주기
TKR-355HK는 TJ 전용 안드로이드 어플과 Wi-Fi Direct 페어링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곡 검색 및 리모컨 기능, 음성검색, 녹음곡 저장, 신곡 다운로드, MP3재생, 나의배경 기능 등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을 스마트폰으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구글 Play 스토어에서 TJ스마트플레이를 다운로드 하세요.)

2. USB를통한MP3 음악저장및플레이
USB를 통해 MP3 파일을 재생 시 최대 312Kbps까지 지원 가능하여 기존의 192Kbps의 압축률보다
더욱 향상된 음질 재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USB메모리에 들어있는 MP3 파일을 반주기에 별도 저장 보관할 수
있어 언제든지 반주기에서 MP3를 즉시 재생 시킬 수 있습니다.(최대 500MB 저장용량 제공)

3. USB를통한동영상감상기능지원
USB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반주기로 즉시 재생할 수 있습니다. HD 고화질 영상 재생을 지원하여
선명한 화질의 다양한 영화 감상이 가능합니다.(단, 일부 영상포맷의 경우 재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레코딩스튜디오와같은고품질녹음기능
스테레오 녹음 및 반주기에서 즉시 처리되는 마스터링 환경은 레코딩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것과 같은
최상의 음질을 제공합니다. 내가 부른 녹음곡은 MP3로 제작되어 반주기에 저장하거나 또는 USB메모리로
전송하여 소장 할 수 있습니다.

5. 최신형노래방반주기에탑재되는최고급음원을가정용반주기에탑재
TKR-355HK는 최신형 노래방 반주기에 탑재되는 최고급 음원을 그대로 채용하여
원곡에 버금가는 고품질 음악과 최상의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6. 세계최초피드백캔슬러(하울링킬러) 탑재
원음 손상 없이 하울링만 제거하는 피드백 캔슬러(하울링 킬러) 기능을 탑재해 보다 맑고 화려한 마이크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7. 7Band E.Q(Equalizer) 세팅
7Band 채널의 세미프로 이퀄라이저 세팅은 보다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세밀한 세팅과 섬세하고 풍요로운
마이크 세팅이 가능하여, 깨끗하고 공간감 있는 음향으로 가정에서 노래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8. 세밀한에코컨트롤지원
볼륨만 조절할 수 있는 기존 반주기들과 달리 TKR-355HK는 타임, 피드백, 톤 등 세밀한 에코 컨트롤을 지원
합니다. 차별화된 TKR-355HK의 에코 기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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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래방반주기기능모두그대로~
노래방 반주기와 동일한 기능으로 국내 가정용 반주기 최다 34,000여곡을 수록하여
노래방에서 즐겨 부르던 곡, 기능, 사용환경 등을 그대로 제공해 드립니다.
거부감 없는 익숙한 환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0. HD 고화질영상재생
1080i HD솔루션이 시스템에 탑재되어 기존 SD영상과는 차별화된 고화질의 HD영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그래픽과 자막 역시 HD용으로 제작되어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11. NEW GUI 디자인채용
새로 제작된 GUI 화면은 기존보다 새롭고 다채로운 그래픽 효과로 지루하지 않고, 생동감 있는 화면을 제공
해 드립니다.

12. 악보표출기능
가사로만 인식되었던 노래반주기에서 탈피하여 악보를 표출해 줌으로써 노래를 부를 때 음정과 템포를 인지
하여 더욱 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별화 된 기능입니다.(악보 이조기능 지원)

13. 검색기능
초성검색을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곡을 검색할 수 있으며, 노래 첫소절 검색, 제목/가수명, 한/영 자동변환
검색, 검색어 하이라이팅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더욱 편리하게 곡을 예약 및 선곡할 수 있습니다.

14. 한층업그레이드된메들리콘텐츠
각 연령층에 맞는 다양한 메들리가 한층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장윤정, 강진, 박상철, 박현빈, 현숙 등 15명
의 인기 성인 가수들이 실제로 부른 육성 메들리와 중장년층을 위한 가요무대 메들리, 30대를 위한 3040 청
춘댄스 메들리, 새롭게 리뉴얼 된 부르스메들리 등 다양한 메들리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합니다.
더불어 육성메들리에는 가수와 내가 노래를 주고 받으며 부를 수 있는 기능(X-FADER 기능)이 지원됩니다.

15. 나의애창곡저장기능
나만의 애창곡 리스트를 등록하여 반주기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작으로 애창곡 등록 및 연주,
예약, 삭제 관리까지~ 이제 나만의 애창곡 리스트를 만들어 선곡해 보세요.

16. 세계최초! 언제어디서나스마트폰을통한편리한신곡업데이트
TKR-355HK는 TJ 전용 어플(TJ스마트플레이)로 신곡을 다운로드하여 반주기로 업데이트를 지원합니다.
3개월 마다 출시되는 신곡볼륨을 언제든지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페어링 된 반주기에 스마트
폰으로 신곡을 편리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단, 신곡 업데이트 이후 별도 신곡인증이 필요하며, 인증은 유료 구매입니다. 미 인증된 신곡은 반주기에서
선곡 및 재생이 불가하며, 신곡인증 시 인증 시점까지 출시된 신곡볼륨 전체에 대하여 정상 인증처리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tjmedia.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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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은경고와주의두가지로구분되어있습니다.

이 그림 기호는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과 조작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기호입니다.

▶전원코드는 무리하게 잡아당기거나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코드가 훼손(전선의 노출, 절단)되면 구매하신 대리점에 교환을 의뢰하세요.
▶본 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벽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 통풍이 잘 되게 하세요.
- 내부 온도 상승으로 따른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벽에서 10cm 이상, 윗면에서 2cm 이상, 뒷면에서 5cm 이상의 최소 공간을 남겨두세요.
▶지정된 전압 이외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를 욕실이나 옥외의 물이 침투하기 쉬운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를 선박 등의 직류(DC) 전원에 접속하지 말아 주세요.
- 기기가 정상동작을 하지 않거나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 특정 장소의 설치를 위하여 기기의 전원을 변경시키면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를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나 융단, 이불 등의 위에서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통풍구가 막혀서 기기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으로
연락하세요.

- 화재나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즉시 전원 플러그를 빼고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으로 연락하세요.
- 화재와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천둥이 심하게 칠 때는 전원 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아 주세요.
- 기기 고장이나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를 분해 하거나 커버를 분리하지 말아 주세요.
- 감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표시된 전원전압 교류 110V~220V 이외의 전압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는 대한민국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선박 등의 직류(DC) 전원에는 접속하지 마세요.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의 내부에 클립이나 작은 금속 물체를 넣지 마세요.
- 기기가 정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의 캐비닛은 절대로 열지 마세요. 내부의 점검, 정비, 수리는 서비스센터나 대리점에 의뢰하세요.
- 당사 서비스센터 또는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캐비닛을 열었을 경우, 그 후의 성능과 품질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전지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 주세요.
- 만일 아이가 먹으면 빨리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전지는 충전시키지 말아 주세요.
- 건전지의 누액이 흘러나와 화재의 원인이 됩니다.

지시 사항을 위반할 때, 심각한 상해나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 사항을 위반할 때, 경미한 상해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고
주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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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닦을 때에는 안전을 위해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고 나서 행하여 주세요.
- 뜻밖의 사고로 발전될 가능성과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전원 플러그를 뺄 때는 전원코드를 당기지 말고 반드시 플러그를 잡고 빼주세요.
- 전선 안의 선이 끊어지면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장기간 본 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안전을 위해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주세요.
- 뜻밖의 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이동 시 밑면의 좌우를 확실히 잡고 수평상태를 유지하여 이동하세요.
- 떨어뜨려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이동 시 안전에 유의하세요.
-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 및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젖은 손으로 전원 플러그 및 기기를 만지지 마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사용해 주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습기 및 수분이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감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 기기를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말아 주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에 다른 기기(모니터, 반주기, 스피커, 마이크)를 연결할 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빼고
연결해 주세요.

- 기기가 고장 나거나 뜻밖의 사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기기 이동할 때에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코드를 분리하여 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코드가 훼손되면 화재나 감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 위에 물건을 놓거나 앉거나 타거나 하지 말아 주세요.
- 본체에 무리한 하중이 걸려 변형이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 파손에 의한 부상,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진동이 많은 장소나 기울어진 곳에 설치하지 마세요.
- 제품이 떨어져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기기를 조리대나 가습기의 근처 등과 열기구의 열이 직접 닿는 장소에 설치하지 말아 주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기기에 다른 기기를 연결할 때에는 각 기기의 사용 설명서에 따라 지정코드를 사용하여 주세요.
- 지정되지 않은 코드로 연결하거나 코드를 연장하여 사용하면 코드가 발열하여 화상 또는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와 다른 기기(모니터, 반주기, 스피커, 마이크) 등과 연결한 후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앰프의
마스터 음량을 최소로 해주세요.

- 갑자기 커다란 음이 출력되어 청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왁스, 벤젠, 알코올, 신나, 모기약, 방향제, 윤활제, 세정제 등의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마세요.
- 제품의 도장이 벗겨지거나 변형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를 직사광선이나 스포트라이트가 직접 닿는 장소, 난방기구 등 뜨거운 물건 가까이 놓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운송, 개봉, 소각 시 포장재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종이에 손을 베이거나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본 기기 위에 화병, 화분, 컵, 화장품, 약품 등 액체용기 및 촛불 등을 올려놓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표면의 이물질은 중성 세제를 희석한 액에 천을 적셔 잘 짜서 이물질을 닦아내고 마른 천으로 닦아 주세요.
·옆으로 놓거나 뒤집어서 사용하지 마세요.
·화병, 화분, 컵, 화장품, 약품이나 물 등이 들어 있는 용기나 금속 물체를 올려놓고 사용하지 마세요.
·본 기기는 옆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하세요. [온도조건: 5~35℃(사용 시) / 습도조건: 45~80%]
·추운 겨울에 오랜 시간 차가워진 기기는 내부에 결빙이 생겨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은 상태로 1~2시간 놔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실내온도는 되도록 서서히 올릴 수 있도록 하세요.

·여름에 냉방기의 바람이 직접 닿는 장소에 설치하면 결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치 장소를 옮겨 주세요.

주의



안전을위한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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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교류 110V~220V 프리볼트입니다.
만약 기기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뚜껑을 열지 마세요.
정격전압, 정격퓨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리모컨
리모컨은 수신부를 향해 버튼을 확실하게 눌러 조작하세요.
리모컨은 본체의 리모컨 수신부로부터 7m 이내 좌우 30°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범위를 벗어나면
동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컨취급주의
떨어뜨리거나 던지면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리모컨이 열이나 물기에 닿으면 리모컨이 변형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전지취급주의
1. 'AAA'규격 건전지의 +, - 극이 맞도록 넣어주세요.
2.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리모컨에서 건전지를 빼주세요. 건전지 누액이 흘러 회로가 부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3. 리모컨이 잘 작동되지 않으면 2개의 건전지를 동시에 새것으로 교환하세요.

주의



부속품및별매품확인하기

부속품
부속품이나 별매품을 따로 구입하려면 본사 고객지원센터나 대리점에 문의하세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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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서/사용설명서 리모컨용 건전지
AAA x 2개

반주기 리모컨
(TR-100)

Wi-Fi 외장 동글 USBAV 케이블

노래찾기책(INDEX)

HD 출력 연결
케이블

키보드형리모컨
(TIR-304K)

별매품



반주기각부분의이름(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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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POWER MIC 1 MIC 2

MICMUSIC

TKR-355HKTKR-355HK

예약 예약취소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1

4

3 6
1

5 7 8

2 2

4

5

2

3

모니터
SD

이어폰 외장형 Wi-Fi 동글 or
USB 메모리

모니터
HD

TV : AUDIO IN L/R

선곡번호 표시 및 연주 중 재생 곡번호 표시, 부팅 진행도 등을 표시합니다.1. FND 디스플레이
표시창

반주기 전원을 ON/OFF 합니다.4. 전원

1) 음정조정 : 연주 중인 곡의 음정을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2) 템포조정 : 연주 중인 곡의 템포를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3) 멜로디조정 : 연주 중인 곡의 멜로디를 크게, 표준, 작게, 없음 조정합니다.

3. 음정/템포/멜로디

1) 뮤직볼륨 : 반주음악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2) 마이크볼륨 : 반주기에 연결된 마이크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단, 환경설정의 마이크/뮤직설정에서 이펙트 설정 항목을 이펙트없음(외부
마이크)로 사용 시 마이크 볼륨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2. 뮤직볼륨/
마이크볼륨

1) 선곡번호 : 연주할 곡의 번호를 직접 눌러 선택합니다. 반주기 환경설정에서는
2▲, 4◀, 6▶, 8▼ 숫자 키를 방향키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시작 : 선곡한 곡을 연주합니다.
3) 취소 : 연주 중인 곡을 중지하거나, 각종 기능을 취소합니다.

6. 선곡번호입력,
시작, 취소

USB메모리를 통한 MP3 재생 및 저장, 동영상 파일 재생 기능을 지원합니다.
사용 가능한 USB메모리는 지원사양 가능 USB메모리 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8. USB 2.0 단자

1) 예약 : 연주 할 곡을 예약합니다.
2) 예약취소 : 예약된 곡을 취소합니다. (선택 시 맨 마지막 예약곡부터 순차적

으로 취소되며, 예약곡 번호 입력 후 선택 시 해당 예약곡만 취소
가능합니다.)

7. 예약/예약취소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연결 사용 시 노래점수를 채점하며, 반주기에서 제공하는 마이크/뮤직설정
환경과 연동합니다. (7Band EQ, ECHO, FEEDBACK CANCELLER 기능
제공 - 환경설정 페이지 참조)
단, 환경설정의 마이크/뮤직설정에서 이펙트 설정 항목을 이펙트있음으로
설정 후 연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마이크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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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POWER MIC 1 MIC 2

MICMUSIC

TKR-355HKTKR-355HK

예약 예약취소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1

4

3 6
1

5 7 8

2 2

4

5

2

3

모니터
SD

이어폰 외장형 Wi-Fi 동글 or
USB 메모리

모니터
HD

TV : AUDIO IN L/R

HD영상 전용 디지털 출력 단자입니다.(모니터의 HD 입력 단자와
연결) TV 연결 시 선명하고 해상도가 뛰어난 HD 영상재생이 가능하며,
오디오 동시 출력이 가능하여 별도 음성출력 단자 연결 없이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5. HD출력

모니터의 영상 입력 단자와 연결이 가능한 단자입니다.(SD영상출력)2. 영상출력 (SD)

이어폰 연결 시 반주기 음성출력을 이어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1. 이어폰

아날로그 앰프 또는 TV와 연결하는 음성출력단자로 전면 좌/우 출력을
각각 연결하는 단자입니다.

3. 음성출력

외장형 Wi-Fi USB 동글을 연결하여 TJ 스마트폰 어플과 페어링을 통해
1:1 통신을 지원합니다.

4. USB단자



반주기리모컨버튼의기능(T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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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 환경설정 화면으로 진입합니다.(초기 진입 비밀번호 1111)1. 환경설정

나의 MP3와 동영상 감상메뉴를 제공합니다.
*나의 MP3 : MP3 재생 기능을 동작합니다. 반주기 내 저장된 MP3 또는

USB메모리 및 스마트폰에 저장된 MP3 파일을 반주기로
전송하여 재생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감상 : USB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반주기로 재생하여
감상 할 수 있습니다.

2. USER

노래연습 : 성인애창곡에 대하여 가수의 노래로 듣고 따라 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신곡안내 : Vol.별 신곡 출시 현황을 확인합니다.(반주기에 저장된 최종
볼륨신곡 누적 표출)

메들리 : 육성메들리와 반주메들리를 제공합니다.
*육성메들리 : 메들리 검색 및 가요무대→디스코→3040청춘댄스→클럽댄스

→삼태기→가수→민요→나이트뽕짝 메들리를 제공합니다.
*반주메들리 : 메들리 검색 및 디스코→댄스→가요제→부르스 메들리를 제공

합니다.
테마 : 노래방애창곡→인기차트→어린이곡 카테고리를 제공합니다.

3. 노래연습/신곡안내/
메들리/테마/
영상선택/녹음

USBP

MICM

HKTKR-355HK

취소취소 시작시작

리듬리듬
변환변환

장르장르
연속연속

+ + +

TR-100

환경환경
설정설정

노래연습노래연습

멜로디멜로디

음 정음 정 템 포템 포

간주점프간주점프 일시정지일시정지 마디점프마디점프

뮤직뮤직 마이크마이크 에코에코

USERUSER

노래연습노래연습 신곡안내신곡안내 메들리메들리

테테마마 영상선택영상선택 녹녹음음

남/여남/여

육성제거육성제거 점수제거점수제거

악보표출악보표출 나의애창곡나의애창곡

예약예약
확인확인

예약예약
취소취소

우선우선
예약예약 예약예약

예약 예약취소

출력

출력

USB

HD출력

출력

출력

USB

HD출력

6

7 8

2

4

5

1 2
3

4
7

86

5

9

1

3

4

5

6

7

8

9

2

터 외장형 Wi-Fi 동글 or
USB 메모리

모니터
HD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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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점프 : 연주 중인 곡의 전주, 간주를 건너 뜁니다.
일시정지 : 연주 중인 곡을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마디(▶▶)점프 : 연주 중인 곡의 마디를 앞으로 건너 뜁니다.

4. 간주점프/일시정지/
마디(▶▶)점프

음정 : 연주 중인 곡의 음정을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템포 : 연주 중인 곡의 템포를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멜로디 : 연주 중인 곡의 멜로디를 크게, 표준, 작게, 없음으로 조정합니다.
남,여 음정 : 남/여 표준음정을 선택합니다.

5. 음정/템포/
멜로디/남,여

방향이동,선택 : 리스트나 각종 기능에서 상하좌우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육성제거 : 코러스 및 가수 육성이 제거됩니다.
점수제거 : 연주 중인 곡이 끝나도 점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악보표출 : 악보표출 버튼을 눌러 화면에 해당곡의 악보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애창곡 : 나만의 애창곡 리스트를 동작합니다. 애창곡 등록 및 연주,

예약, 우선예약, 삭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6. 방향이동,선택/
육성제거/점수제거/
악보표출/나의애창곡

숫자 : 연주 또는 예약할 곡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시작 : 선곡한 곡을 연주 및 기능 실행을 시작합니다.
취소 : 연주 중인 곡을 취소 및 기능 실행을 취소합니다.

7. 숫자및시작/취소

예약확인 : 예약된 곡을 리스트로 표출합니다.
예약취소 : 예약된 곡을 취소합니다.
(선택 시 맨 마지막 예약곡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되며 또는 예약확인
리스트에서 선택 후 취소하거나, 예약곡 번호를 입력 후 선택 시 해당
예약곡만 취소 가능합니다)
우선예약 : 예약되어 있는 예약곡보다 우선하여 예약합니다
예약 : 연주 할 곡을 예약합니다.

8. 예약확인/예약취소/
우선예약/예약

뮤직 : 반주음악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마이크 :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에코 : 에코의 볼륨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리듬변환 : 디스코1→디스코2→삼바→테크노→힙합→지루박→차차차
장르연속 : 성인애창곡(육성)→노래연습(육성)→가요→팝→일본곡→

가곡→발라드→트롯→어린이곡→OST→민요→캐럴
(마이크, 에코 볼륨은 반주기 본체의 마이크입력 단자와 연결 사용 시
동작합니다.)

9. 뮤직/마이크/에코/
리듬변환/장르연속

*애창곡 : 최신애창백선→연대별애창곡→세시봉인기곡→3040청춘클
럽 애창곡을 제공합니다.

*인기차트 : 가요→팝(POP)→일본곡→드라마/영화OST 인기곡을
제공합니다.

*어린이곡 : 만화주제가→동요→캐릭터송 모음곡을 제공합니다.
영상선택 : 자연→나의배경 (나의배경은 TJ어플로 배경화면 기능 실행

후 선택 가능합니다.)
녹음 : 녹음모드를 실행합니다. 녹음하기, 듣기/전송, 다운로드 확인

메뉴를 제공합니다.

3. 노래연습/신곡안내/
메들리/테마/
영상선택/녹음



키보드형리모컨버튼의기능(TIR-30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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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취소 시작시작

리듬리듬
변환변환

장르장르
연속연속

+ + +

TR-100

환경환경
설정설정

노래연습노래연습

멜로디멜로디

음 정음 정 템 포템 포

간주점프간주점프 일시정지일시정지 마디점프마디점프

뮤직뮤직 마이크마이크 에코에코

USERUSER

노래연습노래연습 신곡안내신곡안내 메들리메들리

테테마마 영상선택영상선택 녹녹음음

남/여남/여

육성제거육성제거 점수제거점수제거

악보표출악보표출 나의애창곡나의애창곡

예약예약
확인확인

예약예약
취소취소

우선우선
예약예약 예약예약

1 2
3

4
7

86

5

9

1

3

4

5

6

7

8

9

2

음정 : 연주 중인 곡의 음정을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템포 : 연주 중인 곡의 템포를 -6단계에서 +6단계까지 조정합니다.
멜로디 : 연주 중인 곡의 멜로디를 크게, 표준, 작게, 없음으로 조정 합니다.
환경설정 : 환경설정에 진입합니다.

1. 음정/템포/멜로디/
환경설정

뮤직 : 반주음악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마이크 :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의 음량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에코 : 에코의 볼륨을 직접 조절 가능합니다.
(마이크, 에코 볼륨은 반주기 본체의 마이크입력 단자와 연결 사용 시 동작
합니다.)

2. 뮤직/마이크/
에코

간주점프 : 연주중인 곡의 전주, 간주를 건너 뜁니다.
절 점프 : 연주중인 곡의 다음 절로 건너 뜁니다.
마디◀◀: 연주중인 곡의 마디를 앞으로 되돌려 뜁니다.
마디▶▶: 연주중인 곡의 마디를 건너 뜁니다.

3. 간주점프/절점프/
마디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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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 음정 : 남/여 표준음정을 선택합니다.
1절연주 : 1절만 부르고 싶을때 선택하며 설정시 계속 적용됩니다.
육성제거 : 코러스 및 가수 육성이 제거됩니다.
박수 : 박수효과를 재생하여 분위기를 돋웁니다.
리듬변환 : 디스코1→디스코2→삼바→테크노→힙합→지루박→차차차
점수제거 : 연주중인 곡이 끝나도 점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영상선택 : 자연→나의배경

4. 편리한부가기능

신곡연습 : 노래연습기능을 동작합니다. 성인애창곡에 대하여 가수의
노래로 듣고 따라 하면서 부를 수 있습니다.

육성메들리 : 가요무대→디스코→3040청춘댄스→클럽댄스→삼태기→
(NEW)가수→민요→나이트뽕짝

인기차트 : 가요→팝(POP)→일본곡→드라마/영화OST
어린이곡 : 만화주제가-동요-캐릭터송
신곡안내 : Vol.별 신곡 출시 현황을 확인합니다.(반주기에 저장된

최종 볼륨신곡 누적 표출)
반주메들리 : 디스코→댄스→가요제→부르스
애창곡 : 최신애창백선→연대별애창곡→세시봉인기곡→3040청춘클럽
장르연속 : 성인애창곡(육성)→신곡연습(육성)→가요→팝→일본곡→

가곡→발라드→트롯→어린이곡→OST→민요→캐럴

5. 편리한부가기능

방향이동,선택 : 리스트나 각종 기능에서 상하좌우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쪽이동 : 리스트에서 페이지를 넘깁니다.
포토앨범 : 해당 모델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음악 : USER기능을 동작합니다. 반주기 내 저장된 MP3 또는 연결된

USB메모리에 저장된 MP3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재생 할 수
있습니다.

녹음 : 녹음모드를 실행합니다. 녹음하기, 듣기/전송, 다운로드 확인메뉴
를 제공합니다.

악보표출 : 악보표출 버튼을 눌러 화면에 해당곡의 악보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방향이동,선택/
쪽이동/포토앨범/
음악/녹음/
악보표출

숫자 : 연주 또는 예약할 곡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시작 : 선곡한 곡을 연주 및 기능 실행을 시작합니다.
취소 : 연주중인 곡을 취소 및 기능 실행을 취소합니다.

7. 숫자및시작/
취소

일시정지 : 연주 중인 곡을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다.
우선예약 : 예약되어 있는 예약곡보다 우선하여 예약합니다.
예약취소 : 예약된 곡을 취소합니다.(선택 시 맨 마지막 예약곡부터

순차적으로 취소되며, 또는 예약확인리스트에서 선택 후
취소하거나, 예약곡 번호 입력 후 선택 시 해당 예약곡만
취소 가능합니다.)

예약확인 : 예약된 곡을 리스트로 표출합니다.
예약 : 연주 할 곡을 예약합니다.

8. 일시정지/
우선예약/
예약취소/
예약확인/
예약

한국어/영어 검색, 초성검색 가능, 제목별, 가수별, 첫소절, 국가별로
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곡 : 제목/가수/첫소절 검색을 지원합니다.
·팝송 : 제목/가수 검색을 지원합니다.
·일본곡 : 색인 검색을 지원합니다.

9. 노래찾기



TV/외부기기와연결

1. 제품박스에 동봉된 AV케이블(음성/영상)을 제품 본체와 연결 후 음성출력은 TV AUDIO IN에 연결합니다.
(좌측/우측 연결을 확인하여 올바르게 연결합니다.) 영상출력은 TV의 VIDEO IN과 연결합니다.

2. 영상출력을 HD출력 단자로 사용시에는 TV의 HD입력 단자와 연결 사용합니다.
HD출력 연결 사용 시에는 별도 AUDIO 연결 없이도 AUDIO 출력을 동시 지원합니다.

3. 마이크를 본체 전면의 MIC 입력단자에 연결합니다.
4. 전원코드를 플러그에 연결합니다.
5. 제품 전면의 전원 버튼을 눌러 반주기 전원을 인가합니다.
6. TJ 스마트폰 어플과 반주기를 연동하여 사용 시 USB 단자에 제품박스에 동봉된 외장형 Wi-Fi 동글을

연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i-Fi 동글 미 연결 시 반주기와 어플 간 페어링이 불가합니다.
7. 음악볼륨을 크게 틀 수 없는 환경에서 반주기를 이용할 경우 이어폰 단자에 이어폰을 연결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16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영상출력

음성출력

L

R

USB

이어폰

HD출력

1

4

5

2

3

모니터
SD

이어폰 외장형 Wi-Fi 동글 or

USB 메모리

모니터
HD

TV : AUDIO IN L/R



나의MP3

반주기에 저장된 MP3 또는 USB메모리의 MP3 파일을 재생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MP3 저장은 500MB 내에서 최대 50개까지 지원합니다.(녹음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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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의 [USER] 버튼을 눌러 나의 MP3 메뉴를 선택 후 재생 할 메뉴를 선택합니다.
·내장메모리 : 반주기에 저장된 MP3 파일 재생합니다.
·USB : USB메모리에 보관된 MP3 파일 재생 및 반주기로 저장합니다.

1. 나의 MP3

반주기에 저장된 MP3 파일의 목록화면이 표출되며, 폴더 및 파일 관리를 지원합니다.

-기능버튼동작
·예약 : 해당 커서의 MP3곡을 예약합니다.
·시작 : 해당 커서의 MP3곡을 재생합니다.
·예약취소 : 해당 커서의 MP3곡 또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우선예약 : 해당 커서의 MP3곡을 복사 및 이동합니다.(내장메모리↔USB메모리 저장)
·예약확인 : 해당 위치에 신규 폴더를 생성합니다.

2. 내장메모리 선택

녹음 시 MP3로 제작된 녹음파일도 MP3 목록화면에서 선택 재생이 가능합니다. 녹음곡 폴더를 확인하세요.



나의MP3

18

USB연결 안내화면이 표출됩니다. 안내에 따라 USB메모리를 USB 단자에 연결 후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시작]버튼을 누르면 (2번항)과 같은 형태로 USB메모리에 보관된 MP3 파일 목록화면이 표출됩니다.
(동일 기능버튼 지원)

3. USB 선택

MP3 파일 목록에서 듣고 싶은 곡을 선택 후 리모컨 [시작] 버튼을 누르면 해당곡이 연주됩니다.
<기능버튼동작>
·방향키 좌[◀] : 이전에 재생한 곡을 재연주합니다.
·방향키 우[▶] : 다음 예약곡이 있을 경우 다음곡을 즉시 연주합니다.
·방향키 상[▲] : MP3 파일 목록화면을 표출합니다.(연주 중 추가 예약 가능)

4. MP3 재생

스마트폰 MP3 재생 기능 지원

TJ스마트플레이앱과 연결 시 스마트폰에 저장된 MP3 파일을 반주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한 MP3 파일은 반주기에 자동 저장되며, 전송 후 반주기에서 즉시 재생됩니다.
저장된 MP3 파일은 "나의MP3-내장메모리"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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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메모리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을 반주기로 재생하여 감상 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의 [USER] 버튼을 눌러 동영상 감상메뉴를 선택합니다.

1. 동영상 감상

USB연결 안내화면이 표출됩니다. 안내에 따라 USB메모리를 USB단자에 연결 후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
반드시 동영상 재생 전에 반주기에서 지원하는 재생 포맷 사양에 맞춰 인코딩 작업을
하시길 권장합니다.(동영상 인코딩 유틸 다운로드는 당사 홈페이지 www.tjmedia.com 에서
제공해 드리오니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 안내화면

USB메모리에 저장된 파일 목록화면이 표출되며, 목록에서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파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선택 시 해당 커서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합니다.
(반주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포맷의 동영상 파일은 정상적인 재생이 불가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리스트 목록



동영상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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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재생은 전체화면으로 동작하며, 버튼 조작으로 플레이어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능버튼동작>
·[시작] : 재생 및 일시정지 명령을 실행합니다.
·[취소] : 정지 및 종료 명령을 실행합니다.
·방향키 상하[▲▼] : 정보박스 표출/닫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방향키 좌[◀] : 영상을 뒤로 빨리감기 실행합니다.
·방향키 우[▶] : 영상을 앞으로 빨리감기 실행합니다.

4. 동영상 재생

동영상 재생 지원 사양

Video : MPEG1, MPEG2, MPEG4, MKV
Audio : MP3, AAC
확장자 : MPEG, MP4, MKV, AVI
자막 : SMI
HD해상도 : 1280 x 720



환경설정들어가기

리모컨의 환경설정 버튼을 누르세요.
제품 출고 시 비밀번호는 1111 입니다.

(1) 환경설정 조건을 바꾸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야 환경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비밀번호를 잊으면 설치업체 및 판매업체로 반주기를 입고해야만 하므로 입력한 비밀번호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3)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설치업체 및 판매업체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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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안내표시 동작 대기상태에서 기능안내를 표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있음

안내설정

1. 반주기운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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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위치 가사를 화면 상단과 하단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중앙) - 하단(좌우) - 상단(중앙) - 상단(좌우)]

하단
(좌우)

일본곡
한글 가사

일본곡을 한글로 발음한 가사표시를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있음

한국곡
영문 가사

한국곡을 영문으로 발음한 가사표시를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없음

볼륨 조절값
유지

대기중또는연주중뮤직,마이크,에코등조절된볼륨값의유지시간을
설정합니다.
·지속 : 조절된 볼륨값을 재부팅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도록 합니다.
·부분지속 : 조절된 볼륨값을 재부팅 이후에는 초기 기본값으로

환원합니다.
·곡당 : 조절된 볼륨값을 1곡 연주 종료 시 초기 기본값으로 환원

합니다.
·볼륨 사용 안함 : 전면 볼륨knob의 볼륨 조절을 차단합니다.

지속

중국곡
영문 가사

중국곡을 영문으로 발음한 가사표시를 추가적으로 표시하거나 제거
할 수 있습니다.
(노래책자의 월드100 중국곡 연주 시 해당됩니다.)

있음

표출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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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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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정 신곡연습곡을 제외한 전곡에 대한 음정값을 표준, 반음내림, 한음내림으로
조절합니다.

표준

멜로디 멜로디 음량을 없음, 작게, 표준, 크게 조절합니다. 표준

코러스음량 코러스 및 육성(보컬) 음량을 없음, 작게, 표준, 크게 조절합니다. 표준

점수 조정 곡 종료 후 표시되는 점수의 수준을 설정합니다. 높음

점수 멘트
지역 설정

지역별 점수 멘트를 설정합니다. 표준

최저 점수 최저 점수를 설정합니다. 없음

100점 확률 100점이 나올 확률을 설정합니다. 10%

점수설정

음정 및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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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뮤직
설정

·MIC : 마이크(1,2)의 최종 출력 볼륨값을 설정합니다.
·ECHO : 에코의 최종 출력 볼륨값을 설정합니다.
·MUSIC : 음악의 최종 출력 볼륨값을 설정합니다.

마스터
볼륨

마이크로 들어오는 입력볼륨 크기를 설정합니다.
마이크1, 마이크2 각각을 개별 조정합니다.

마이크
게인

7Band 각 주파수의 dB 레벨을 설정합니다.
(60Hz, 150Hz, 400Hz, 1KHz, 2.4KHz, 6KHz, 15KHz)
EQ는 마이크1, 마이크2 통합으로 반영됩니다.

마이크
7Band
EQ

·TIME : 에코의 지연 시간을 설정합니다.
·FEED BACK : 에코의 지속 시간을 설정합니다.
·TONE : 에코의 음색 크기를 조절합니다.

에코
컨트롤

저역 또는 고역의 전체 주파수 조정으로 FEEDBACK(하울링)
을 방지합니다.

피드백
캔슬러

버튼효과음 버튼을 누를 때 표출되는 버튼 효과음 음량을 설정합니다. 표준

육성효과음 메뉴 항목 마다 표출되는 육성 효과음 음량을 설정합니다. 표준

부팅송 반주기 부팅 시 표출되는 부팅송 효과음 음량을 설정합니다. 표준

점수 팡파레점수 팡파르 효과음 음량을 설정합니다. 표준

효과음 설정

마이크/뮤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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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간 사회자
모드

대기상태에서 마이크 에코를 제어해 줍니다.
(이펙트 있음 설정 시 메뉴 활성화 됩니다.)

없음

이펙트
설정

반주기에서 제공하는 마이크 이펙트 사용 여부를 설정합니다.
·이펙트 없음(외부마이크) : 반주기 본체의 마이크 단자가 아닌 일반 믹서

앰프의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설정합니다.

(이펙트 없음 설정 시 마이크/뮤직설정의 마이크,에코,피드백캔슬러 사용은
불가능하며, 오직 뮤직볼륨만 조절 가능합니다.)
·이펙트 있음 : 반주기 본체의 마이크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설정합니다.

이펙트
있음

미디EQ
(프리셋)

뮤직MIDI소스에대한2Band EQ설정을프리셋으로지원합니다.
또한베이스(저역)음량의DrumKick(드럼킥)과BassGuitar(베이스기타)의
벨로시티(세기)를설정합니다.
<미디EQ프리셋>
·M1 : Dynamic모드 / 2Band EQLow6dB, High 6dB제공
·M2 : Normal모드 / 2Band EQLow Low 1dB, High 1dB제공
·M3 : Flat모드 / 2Band EQLow0dB, High 0dB제공
<베이스음량>
·Drum :드럼킥세기를조절합니다.(-30~20)
·Guitar :베이스기타세기를조절합니다.(-20~20)

M2

0
0

마이크/뮤직 설정



3. 부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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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변경

환경설정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현재 비밀번호 입력→새 비밀번호 입력→새 비밀번호 확인 재입력→완료

1111

비밀번호 변경

설정값
초기화

환경설정의 모든 설정값을 초기화 합니다.

환경설정값 관리

저장소
용량

반주기 저장장치 내 할당된 유저영역(500MB) 사용용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사용자가 저장한 MP3 용량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유저영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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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 콘텐츠 공급 메뉴입니다.
USB 공급기(USB메모리)를 USB단자에 연결 후 반주기 안내 화면에 따라 곡을
공급합니다.
*해당 메뉴는 가정용 신곡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신곡볼륨을 PC→USB메모리로 다운로드
하여 반주기로 공급 할 때 사용합니다. newsong.tjmedia.co.kr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콘텐츠 입력

현재 반주기에 저장되어 있는 최종 곡 데이터 정보를 표출합니다.
신곡볼륨 출시월/볼륨차순/출시곡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확인

반주기 최초인증을 실행합니다.
반주기에 공급된 최종 신곡일자를 기준으로 최초 인증기한이 갱신되며,
이후 출시 신곡은 추가 인증갱신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능은 일회성 기능으로, 기능 실행 이후에는 해당 항목이 비활성화

처리 됩니다.

활성화

최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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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기의 전원을 끄지 않고 재부팅 할 수 있습니다.

반주기 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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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팟 브랜드는 전용 드라이브를 필요로 하는 제품으로 당사 반주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1 메모렛월드 8G OK OK OK

2 비엠케이테크놀로지 8G OK OK OK

3 삼성 4G OK OK OK

4 크레나인 4G OK OK OK

5 스카이디지탈 4G OK OK OK

6 디직스코리아 4G OK OK OK

7 비엠케이테크놀로지 4G OK OK OK

8 한국액센 4G OK OK OK

9 이노테크씨앤씨 4G OK OK OK

10 이메이션코리아 4G OK OK OK

11 메모렛월드 4G OK OK OK

12 신명디지탈 4G OK OK OK

13 SanDisk 4G OK OK OK

14 트랜센드 4G OK OK OK

15 SONY 4G OK OK OK

16 LG 4G OK OK OK

17 정립전자 2G OK OK OK

18 FM반도체 2G OK OK OK

19 삼성 2G OK OK OK

20 하나마이크론 1G OK OK OK

21 LG 1G OK OK OK

22 HP 1G OK OK OK

23 셀지노텔레콤 1G OK OK OK

24 SanDisk 1G OK OK OK

25 스카이디지탈 1G OK OK OK

26 대원컴퓨터 1G OK OK OK

27 디지웍스코리아 1G OK OK OK

28 트랜센드 1G OK OK OK

29 비엠케이테크놀로지 1G OK OK OK

30 SDTrio ATP 8G OK OK OK SDCard▶USB변환어댑터

31
MP3Player

아이리버(Season2) 4G OK OK OK

32 코원(D2) 2G OK OK OK

제품군 제조사 용량 인식유무 MP3곡플레이 녹음곡다운로드유무 비고No

USB
메모리



32GB 지원사양 USB 메모리 (USB 2.0)

지원사양가능USB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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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지원사양 USB 메모리 제품들은 당사에서 품질 테스트를 보증 받은 제품들입니다.
이에 상기 권장제품 외 타 제품을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No 제조사 모델 용량 인식유무 신곡공급 MP3플레이 녹음곡다운로드 비고

1 Sandisk CruzerForceCZ71 32G OK OK OK OK 공급기권장사양

2 Transcend JetFlash380 32G OK NG OK OK

3 에이디크레프트 OKEY100OTG 32G OK NG OK OK

4 TGS UM550OTG 32G OK NG OK OK

5 LG SMARTUSBMU1 32G OK NG OK OK

6 PQI SU201OTG 32G OK NG OK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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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 될 때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조작 미숙이나 연결된 다른 제품에 의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제품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을 조치한 후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직접 제품 내부를 열지마시고
구입하신 대리점이나 당사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세요.

이런경우 이렇게 하세요

전원이들어오지않아요.
·전원 플러그가 완전하게 꽂혀있나 확인하고,
플러그를 잘 꽂아주세요.

·전원 스위치가 ON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니터화면이보이지
않아요.

·영상 입력선과 출력선이 바뀌지 않았나 확인하세요.

·영상 입·출력선이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세요.

·모니터에 연결된 영상입력단자를 확인한 후 모니터의 영상입력
선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리가나오지않아요.

·앰프 또는 TV와 반주기를 연결하는 선이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세요.

·앰프와 스피커를 연결하는 선이 끊어지거나 접촉 불량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세요.

·앰프 조작상태 이상일 수 있으니 앰프의 각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한 후 바르게 맞춰주세요.

·반주기의 음량조절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가 확인하세요.

·스피커 유닛이 불량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세요.

음이찌그러져서
나와요.

·반주기, 앰프, 스피커 등 다른 제품과 선의 접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핀 플러그나 앰프의 입력단자가 더러워지거나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럴 경우 오염된
단자를 닦아주세요.

·반주기, 앰프, 이퀄라이저 등 각 음량 조절이 잘못 되었는지
확인하고, 각 기기의 음량을 재조정하세요.



고장진단및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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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소리가나오지
않아요.

·마이크에 부착되어 있는 전원스위치가 꺼져있는지 확인
하고 마이크 전원 스위치를 켜세요.

·마이크가 불량인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교환하세요.

·반주기 내부 MIC 내부 볼륨이 "0"인지 확인하세요.

마이크를사용할때
스피커에서‘삐-익’
소리가나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서로 가까이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울링 현상입니다.

·마이크를 스피커에서 멀리하고 마이크 방향을 스피커로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리모컨이작동되지
않아요.

·본체와 리모컨 모듈의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하세요.

·리모컨에 장착된 건전지의 수명이 다 되었나 확인하고,
다 소모되었으면 새 건전지로 교환하세요.

·리모컨의 사용거리나 위치가 범위를 벗어났을 수 있으니,
반주기로부터 7m 이내의 거리, 좌우 각 30°각도의 범위
안에서 리모컨을 사용하세요.

이런경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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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서비스및제품교환
제품 사용 중 이상이 생겼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동안 무상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 서비스 기간 중이더라도 유상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교환해 드립니다.

유상서비스에대한책임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상 서비스 기간 중이더라도 유상 처리됩니다.
① 제품 내에 이물질(물, 음료수, 커피, 클립, 동전 등)을 투입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주어 제품이 파손되거나 기능상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③ 신나, 벤젠, 알콜, 왁스 등의 화학 유기용제에 의하여 외관이 손상되거나 변형된 경우
④ TJ 미디어의 정품이 아닌 부품 또는 소모품을 사용하여 제품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⑤ 사용전압의 이상으로 인하여 제품의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⑥ 제품을 임의로 분해하여 부속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⑦ 일반 가전 수리점에서 제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여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⑧ 천재지변(낙뢰, 지진, 풍수해, 화재, 염해 등)에 의하여 제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⑨ 본 사용 설명서 내에 있는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⑩ 기타 고객의 과실에 의하여 제품의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별고객서비스센터는당사홈페이지(www.tjmedia.com) 또는
사용설명서뒤표지를참조바랍니다.



본 제품의 성능 및 외관은 품질 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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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플레이어(노래반주기)

AC 110V~220V, 60Hz

13W

2.6Kg

420mm

124mm

219.6mm

20Hz ~ 20KHz±3dB

0V ~ 3V 가변

0.05% (1KHz)

90dB

NTSC

임피던스 75Ω출력레벨 1.0Vp-p

Ver 1.2

48mm

22mm

197mm

3V

88g(건전지 별도)

형식
전원전압
소비전력
중량

본체외형치수
(Foot 포함)

주파수특성
출력
의율
S/N

TV 수신방법
COMPOSITE 영상출력

HD출력

리모컨외형치수
(TR-100)

리모컨건전지전압

리모컨중량

폭
높이
깊이

폭
깊이
높이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 단종 후
5년입니다.

TKR-355HK

티제이미디어주식회사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관리 및 검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제품으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보증기간 내에서 무상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본 제품에 대한 보증은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