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드럼

DD400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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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주의사항

Medeli 전자드럼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제품은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되는 제품입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본 설명서를 숙지하시고 사용해 주세요.

부상을 당하거나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본 안전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사용 전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감전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 단전, 부상,
화재 또는 기타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
래의 주의사항 내용을 준수하십시오.
사용 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지키지 않
아 발생하는 문제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전원 / DC전원 어댑터

- SPM에서 권장하는 지정된 DC정격전압(DC9V)
의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지정되지 않은 어댑터를 사용하면 모듈이 손상되
거나 과열될 수 있습니다. 특히 AC어댑터 연결 시
제품에 중대한 손상을 일으키고 사용자 과실에 의
한 유상A/S처리 됩니다.

- 주기적으로 어댑터의 AC전원 플러그를 점검하고
먼지나 오물이 끼어 있으면 제거하십시오.

- 어댑터의 AC전원코드를 난방기와 같은 열원에 
가까이 두지 말고, 무리한 힘을 가해 손상시키지 마
십시오. 또한, 무거운 물체를 전원코드 위에 올려놓
거나, 사람들이 밟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물건을 굴
리는 장소에 전원코드를 놓지 마십시오.

임의분해금지

- 제품의 구성품을 임의로 열어 보거나 분해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의 어떠한 구성품
도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 및 수리를 하면 안됩니다.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SPM으로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습기경고

- 전자 드럼의 각 구성품이 비를 맞거나 액체나 습
기 또는 습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또한 제품의 벌어진 틈사이로 액체가 흘러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어댑터 AC전원코드 플러그
를 만지지 마십시오.

화재경고

- 양초와 같이 타고 있는 물질을 기기위에 놓지 마
십시오. 타고 있는 물체가 넘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 AC전원코드나 플러그가 마모되거나 손상된 경
우,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사운드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 또는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발생하는 경
우에는 즉시 전원 스위치를 끄고 어댑터 플러그를
뽑은 후 SPM으로 점검을 의뢰 하십시오.

WARNING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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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구성

주음량 조절 노브
라인아웃과 헤드폰단자로 나가는 음량을 조절합니다.

START/STOP 버튼
재생을 하거나 정지 할수 있습니다.

3-디지털 LED 화면
3-디지털 LED 화면과 LED 표시등

[CLICK]버튼
[CLICK]버튼은 클릭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CLICK]버튼을 2초동안 누르고 있으면 데모 음원모드로 들어가서
데모음원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MODE]버튼
[MODE]버튼을 누르면 리듬, 드럼키트, 음원, 클릭모드로 진행됩
니다.

[PAGE]버튼
[PAGE]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한 모드의 메뉴페이지로 돌아갑니
다.  [MODE]와 [ PAGE]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3-디지털 LED 에서
는 템포를 조정 할 수 있는 숫자가 3초간 표시가 됩니다. 화면이 표
시되어 있을 때 [+]나 [-]버튼을 눌러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버튼
[+] / [-]버튼을 눌러 설정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원 단자(DCIN9V)
DC아답터를 꽂을 수 있습니다.

[ON/OFF]버튼
[ON/OFF]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켰다 껐다 합니다.

USB 단자
컴퓨터와 연결합니다. USB 단자는 컴퓨터와 모듈 간의 MIDI신호
를 주고 받습니다.

MIDI OUT 단자
외부 음원 모듈과 연결합니다.

LINE OUT PUT 단자 (R, L / MONO)
스테레오로 외부에 음원을 출력하거나 모노로 음원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AUX IN
외부음원 (MP3 플레이어 등)과 연결하여 드럼음원과 같이 재생할 
수 있습니다.

PHONESJACK
스테레오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꽂을 수 있습니다.
(헤드폰 연결 시 LINE OUT으로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전면패널

후면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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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nare

Drum Pad

1 2

 PedalHi-Hat 

Cymbal Pad

To Tom1
Drum Module

To Tom2

To Tom3

Bass drum Pedal

설치하기

상품에 포함된 케이블로 드럼패드와 페달에 잘 연결하세요.

Note: 
1. 하이햇은 드럼세트처럼 밟으면 닫혀 있고, 밟지 않으면 열려 있습니다.
2. 라이드, 크래쉬, 하이햇 심벌패드은 다른 패드와 달리 심벌 모서리 쪽을 타격합니다.

패드와 페달연결하기

사용주의!
전자 드럼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연결 시키 전에는 꼭 파워 스위치를 꺼 놓고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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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하기

전원 아답터와 연결하기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후 후면패널의 단자에 전원 아답터를 연결합니다.

Note:
1.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아답터를 연결하면 앰프 또는 스피커에 손상
이 갈 수도 있습니다.
2. 전원이 켜진 것을 확인한 후에 모듈에 연결된 주변기기를  빼 주세요.

컴퓨터와 연결하기 (MIDI, USB)

MIDI는 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를
줄인 말이며 글로벌 표준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은 악기와 컴퓨터,
악기와 악기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와 통로로서 사용자는 컴퓨터를 이용하
여 보다 다양한 사운드의 드럼연주와 효과음을 연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MIDI연결
MIDI OUT: 이 단자를 통해 다른 악기 또는 컴퓨터로 연주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PC에 연결 시 전용 MIDI 인터페이스가 필요합니다.

USB연결
별매의 케이블을 통해 직접PC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XP, 비스타, Win-
dows7, MAC OSX 환경에서 드라이버 설치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B 오디오 디바이스’ 로 인식이 되고 MIDI장치로 인식이 되며
MIDI 신호만 전송됩니다.

Note:
MIDI와 USB 케이블이 동시에 연결되면 USB 케이블만 활성화됩니다.

Amplifier Amplifier

 

CD 플레이어, etc.(Aux. In jack) 연결하기

1. 양쪽이 3.5mm로 되어있는 별매의 케이블을 후면의 ’AUXIN’ 단자에 꽂고  
    반대쪽을 CD플레이어와 같은 기기에 연결하시면 드럼소리와 함께 음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외부기기 자체의 음량을 조절하거나 전면부의 음량조절 노브를 이용하여
    조절합니다.

외부 스피커와 연결하기

1. 외부 스피커 또는 앰프와 연결을 하고 싶으면 5.5mm 규격의 케이블을 
    이용하여 모듈과 연결을 합니다. 앰프 또는 스피커에 연결하는 부분이 1곳
    이면 L/MONO부분에 연결하시고 두 군데(R,L/MONO)면 케이블 2개로 
    둘 다 연결하시면 됩니다.

2. 음량 조절은 전면에 볼륨 노브를 이용하여 조절하면 됩니다.

헤드폰, 이어폰과 연결하기

별도의 헤드폰 또는 이어폰을 후면 ’PHONESJACK’ 단자에 
꽂으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듣기 편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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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전원켜기

전원을 켜기 전에 모든 케이블이 연결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음량 노브를 왼
쪽으로 끝까지 돌린 후 전원을 켜주세요.

스위치를 “ON”쪽에 놓으면 디스플레이와 LED상태표시등에 불빛이 들어왔
다가 꺼집니다.

자동 전원차단

본 모듈은 MIDI기록, 메트로놈, 노래 재생하는 동안을 제외하고 30분동안 
아무 작업이 없으면 전원이 꺼집니다.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
려면 [START/STOP]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켜주세요. 켜지면서 3 디지털
LED에는 ’PoF’ 표시가 되면서 자동 전원 차단기능이 해제됩니다.

주음량 조절하기

패드를 치면서 듣기 좋은 소리가 날때까지 서서히 [VOLUME] 노브를 
돌리면서 조절해 줍니다.

메뉴 구성

주 메뉴는 4가지 메뉴로 구성됩니다.

PATTERN  - 리듬패턴
DRUM KIT - 드럼키트
VOICE        - 음색
CLICK        - 클릭

[MODE]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바뀝니다.
[PAGE] 버튼을 누르면 해당 모드의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 / [-] 버튼은 해당상황에 수치를 조절합니다.

Number

Drum Volume
Acmp Volume

Number
Volume
Reverb

Number

Time Signature

Volume

Interval
Click Instrument

Volume

MIDI note

조작

PATTERN

Kit  indicator

MIDI OUT

KIT VOICE CLICK

USBON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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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 패턴

    리듬 패턴 모드는 총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패턴 넘버 (1부터 40까지, 기본1)
2. 패턴 재생 볼륨 (0부터32까지)
3. 패턴내 드럼 볼륨 (0부터32까지)

리듬 패턴 선택하기

    패턴 모드내 패턴 넘버선택 (001부터 040, 기본 001)

1. [MODE] 버튼을 눌러 [PATTERN]에 LED표시등이 들어 올때 까지 눌러 
    패턴모드로 진입합니다.

2. [+]나 [-] 버튼을 눌러 001부터 040까지의 패턴을 원하는 패턴을 선택
    합니다.

CLICK

MODE

PAGE

리듬 패턴내 반주 음량 조절 하기

    패턴 모드 내 반주 음량 선택 (0부터 32)

1. [MODE] 버튼을 눌러 [PATTERN]에 LED표시등이 들어 올때까지 눌러 
    패턴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반주 볼륨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화면에 현재 음량이 표시됩니다. (기본값 A22)

3. [+]나 [-]버튼을 눌러 0부터 32까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리듬 패턴내 드럼 음량 조절 하기

    패턴 모드내 드럼 음량 선택 (0부터 32)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PATTERN]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패턴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드럼 볼륨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 화면에 현재 음량이 표시됩니다. (기본값 d22)

3. [+]나 [-] 버튼을 눌러 0부터 32까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CLICK

MODE

PAGE

CLICK

MOD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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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키트

     드럼 키트 모드는 총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드럼 키트 종류 (1부터 10까지, 기본1)
2. 드럼 키트 음량 (0부터 32까지)
3. 드럼 키트 리버브 (on/off, 기본:on)

드럼 키트 선택하기

    패턴 모드내 패턴 넘버선택 (001부터 010, 기본 001)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KIT]에 들어올 때까지 눌러 드럼 
    키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2. [+]나 [-] 버튼을 눌러 001부터 010까지의 패턴을 원하는 패턴을 선택
    합니다.

드럼 키트 음량 조절 하기

    드럼 키트 모드내 드럼 키트 음량 선택 (0부터 32)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KIT]에 들어올 때까지 눌러 드럼 
    키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드럼 키트 볼륨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
    털 LED 화면에 현재 음량이 표시됩니다. (기본값L30)

3. [+]나 [-] 버튼을 눌러 0부터 32까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자동 저장됩니다.)

리버브 효과 on/off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KIT]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드럼 키트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리버브 조정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
    화면에 [roN] 또는 [roF]를 [+], [-] 버튼을 눌러 효과를 조정합니다.

CLICK

MOD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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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음원 조정 모드는 총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음원 종류 (1부터 108까지)
2. 음원별 음량 (0부터 32까지)
3. MIDI 노트 (0부터 99까지)

음원선택

    음원모드 내음원선택 (1부터 108까지)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VOICE]에 들어올 때까지 눌러 음원
    모드로 진입합니다. 음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패드를 쳐서 선택하면, 3-디
    지털-LED에 각 음원 종류가 표시됩니다.

2. [+]나 [-] 버튼을 눌러 1부터 108까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합니다. 
    (자동 저장됩니다.)

NOTE:
하이햇 패드의 음색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3-디지털-LED에는 하이햇 음원
그룹만 뜹니다. 디스플레이에는 [H-1]로 표시.
(자동 저장됩니다.)

음원의 음량 조절

    드럼 키트 모드내 드럼 키트 음량 선택 (0부터 32까지)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VOICE]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음원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음량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화
    면에 현재 음량이 표시됩니다. (기본값 L30)

3. [+]나 [-] 버튼을 눌러 0부터 32까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자동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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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템포조정

1. [MODE]와 [PAGE] 버튼을 동시에 3초 정도 누르면 템포 조절 페이지가
     뜹니다.

2. [+]나 [-] 버튼을 눌러 30부터 280까지 원하는 템포로 조절합니다.

   음원 모드내 MIDI 노트 선택 (0부터 99까지)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VOICE]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음원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MIDI 노트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 화면에 현재 노트가 표시됩니다. (기본값 N48)

3. [+]나 [-] 버튼을 눌러 0부터 99까지 원하는 노트로 설정합니다.
    (자동 저장됩니다.)

MIDI 노트 설정

템포 범위는 최저 30부터 최대 280까지 입니다.

템포

1

2

3

4

5

6

7

8

9

10

CRASH1

TOM 1

TOM 2

TOM 3

RIDE

KICK

SNARE

HIHAT CLOSE

HIHAT OPEN

HIHAT PEDAL

49

48

45

43

51

36

38

42

46

44

CLICK

MOD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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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모드에는 4가지 페이지가 있습니다.
1. 박자: (1/4-7/4, 3/8, 6/8)
2. 액센트 간격: (1/4, 1/8, 1/12, 1/16, 1/24, 기본1/4)
3. 메트로놈 소리: (1-5, 기본1)
4. 메트로놈 음량: (0-32)

메트로놈 박자 조절하기

    클릭 모드 내에서, 메트로놈 박자 선택 (1/4-7/4, 3/8, 6/8)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CLICK]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클릭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메트로놈 박자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 화면에 현재 박자가 표시됩니다. (기본값4-4)
3. [+]나 [-]버튼을 눌러 원하는 값으로 조절합니다.
    범위: (1/4-7/4 or 3/8 or 6/8)

Note:
박자는 리듬 패턴의 설정으로 재생되며 리듬 패턴이 재생 중이면 조절되지
않습니다.

메트로놈 액센트 간격 조절하기

    클릭 모드 내에서, 액센트 간격 선택 (1/4, 1/8, 1/12, 1/16, 1/24, 기본1/4)

1. [MODE] 버튼을 눌러 LED 표시등이 [CLICK]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클릭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액센트 간격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털
    LED화면에 현재 박자가 표시됩니다. (기본값 --4)
3. [+]나 [-] 버튼을 눌러 --4부터 -24까지 원하는 값으로 조절합니다.

메트로놈 소리 조절하기

메트로놈 음량 조절하기

    클릭 모드내에서, 메트로놈 소리선택 (1-5, 기본1)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CLICK]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클릭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메트로놈 소리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
    털 LED화면에 현재 메트로놈 소리가 표시됩니다. (기본값 CL1)
3. [+]나 [-]버튼을 눌러 원하는 값으로 조절합니다. 범위 : (CL1 - CL5)

    클릭 모드내에서, 클릭 음량 선택 (0부터 32까지)

1. [MODE] 버튼을 눌러 LED표시등이 [CLICK]에 들어 올때까지 눌러 클릭
    모드로 진입합니다.
2. [PAGE] 버튼을 눌러 메트로놈 음량 조절 페이지로 진입하게 되면 3-디지
    털 LED 화면에 현재 메트로놈 음량이 표시됩니다. (기본값 L24)
3. [+]나 [-]버튼을 눌러 0부터 32까지 원하는 볼륨으로 조절합니다.

클릭 (메트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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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출하 시 최초로 설정된 값으로 복원됩니다.
: 전원을 켤 때 [+]과 [-] 버튼을 동시에 눌러 줍니다.
  공장 초기화 실행 시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조절한 설정 값은 초기화 됩니다.
: 주 음량, 음색숫자, 음원 음량, MIDI 노트 설정.

공장 초기화 하기 (제품 이상시)

1. 3-디지털 LED화면에 ’dE’가 뜰 때까지 [CLICK] 버튼
    을 2초간 눌러줍니다.

2. [START/STOP] 버튼으로 재생/정지를 조절하면 
     됩니다.

1. [START/STOP] 버튼으로 재생/정지를 조절합니다.

1. [CLICK]버튼을 누르면 메트로놈이 재생이 되고,
    [CLICK]의 LED표시등이 깜빡 깜빡 합니다.

2. [CLICK]버튼을 다시 누르면 메트로놈이 정지됩니다.

데모 음악 재생하기

리듬 패턴 재생하기

메트로놈 재생하기

DEMO

CLICK

MODE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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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

드럼패드
4 드럼패드 , 3 심벌패드 ,1 하이햇 컨트롤 페달, 
1 킥페달

드럼 세트 프리셋
10 프리셋 키트

드럼 음색
108

리듬 패턴
40

제어반
MIDI  OUT, POWER SWITCH, USB, PHONES, 
START/STOP,PATTERN, KIT, VOICE, CLICK, 
MODE, PAGE, DEMO, TEMPO, VOLUME, + / - 

디스플레이
LED display

연결
PHONES
AUX IN OUTPUT (R & L/MONO)
MIDI OUT
USB
ON/OFF

전원
AC adaptor 9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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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t Drum KI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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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Backing Instrumen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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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Drum Ki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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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Drum Kit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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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Implementation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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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3층 360호 
02-743-7263

제 품 보 증 서

고객 성명 :                                                                  

제품 구입 일자 :                                                          

본 제품은 (주)에스피엠에서 수입 판매하는 정품입니다.

반드시 구입 후 10일 이내에
소비자의 사용 과실이 아닌 기능상 하자 발생시에만

무상교환이 가능하므로 구입 후 바로 제품의 작동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 기간 이내에
사용 중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기능상 하자 발생시 

무상 수리 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단, 보증 기간내 수리 시 본 보증서가 없으면

무상 수리가 되질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