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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서비스 문의

- 사용하시기 전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고 정확하게 사용해 주세요.
- 사용설명서에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품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 주세요.
- 다 읽으신 후에도 필요하실 때에 볼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세요.
- 본 제품은 전자파 장해 검정을 받은 기기로서 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은 영상의 온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알카라인 건전지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설명서

사정에 따라 센터명 및 전화번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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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 BLUETOOTH 무선 기술은 약 10 m 범위 내에서 작동됩니다. 최대 통신 범위는 장애물(사람, 금속, 벽 등) 또는 
   전자파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다음 조건에서는 BLUETOOTH 통신이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기기와 BLUETOOTH 장치 사이에 사람이 있는 경우
   • 기기와 BLUETOOTH 장치 사이에 금속 또는 벽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
   • 본 기기 근처에서 Wi-Fi 장치, 무선 전화기 또는 전자레인지와 같이 2.4 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장치를 사용 중인 경우
- BLUETOOTH 장치에서 방출되는 극 초단파는 전자 의료장비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본 기기와 다른 BLUETOOTH 장치의 전원을 꺼 주십시오. 
  • 인화성 가스가 발생되는 곳, 병원 또는 주유소 
  • 자동문 또는 화재 경보기 근처
- 배터리(배터리 팩 또는 설치된 배터리)를 햇빛, 불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장시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 다 쓴 배터리는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를 폐기할 경우 소각 및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열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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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을 가까이 놓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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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 용기 및 촛불 등을 올려놓지 마세요.
  • 화재나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 본 기기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사용하세요. [온도 조건 : 0~40℃ (사용 시) / 습도 조건 :45~75%]
  • 추운 겨울에 오랜 시간 차가워진 기기는 내부에 결빙이 생겨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여름에 냉방기의 바람이 직접 닿는 장소에 설치하면 결빙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치 장소를 옮겨  
     주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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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특장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신개념 노래방 전용 리듬 악기
    반주기와 무선(블루투스)으로 연결되어 탬버린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사용 가능
    사용자가 두드리는 느낌 그대로 표현 가능한 패드 감도 인식 기술 적용
    어두운 노래방에서 더욱 돋보일 수 있는 버튼 LED Lighting 적용
    어떠한 노래의 박자도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선별된 8가지 악기 소리와 8가지 추임새 음원을 
    반주기 탑재
 ※ 홈페이지에서 기능 지원되는 반주기를 참조해 주세요.
    일반 업소용 리모컨과 같이 알카라인 배터리 교체 타입으로 노래방 운영에 적합
   ※ 망간 건전지 사용 시 사용 시간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구성품

TRB-10 리듬박스 AA 알카라인 건전지 4개 사용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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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10 리듬박스 버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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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B-10 리듬박스 버튼 설명

1. 전원 버튼 리듬박스의 전원 및 대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2. 볼륨 버튼

3. 트리거 패드

반주기 리듬박스의 효과음 볼륨을 조절합니다.

반주기 리듬박스의 효과음을 재생합니다.

전원 ON 전원 버튼을 100ms 이상 누릅니다.
(빨간색 LED가 3회 점멸합니다)

전원 OFF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로 2초간 지속합니다.
(빨간색 LED가 5회 빠르게 점멸합니다)

페어링 상태 페어링 성공 → 파란색 LED 5회 점멸합니다.
페어링 해제 → 파란색 LED 1회 점멸합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파란색 LED가  5초 간격으로 깜박입니다)

슬립 모드 3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슬립 모드로 진입 → 빨간색 LED 1회 점멸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슬립 모드 해제 → 빨간색 LED 2회 점멸

자동 전원 OFF 30분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전원 꺼집니다.
(빨간색 LED 5회 빠르게 점멸합니다)

Low Battery 건전지의 교체 시기가 되면 빨간색과 파란색 LED가 교차 점멸합니다.

-반주기와의 페어링 방법은 반주기 모델 별 설명서를 참고하세요.
-반주기와 페어링 시 배터리 커버 내 블루투스 고유 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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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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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제품 명칭

상호명

전원

작동 온도

무선 사용 거리

제품 크기

제품 중량

제조원/제조국명

KC 인증 번호

TRB-10

특정소출력무선기기(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무선기기)

티제이미디어주식회사

알카라인 건전지 x 4 (망간 건전지 사용 권장하지 않음)

0 ~ 40 °C

10m 이내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75(W) x 50(H) x 205(D) mm

730g (건전지 포함)

DONGGUAN LONGJOIN ELECTRONICS COMPANY LIMITED/중국

           R-R-TJV-TRB-10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 보유 기간은

제품 단종 후
5년입니다.

TRB-10리듬박스

티제이미디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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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