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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가이드

공급원 ADVENTUS
수입판매원 (주)더존E&H
www.musiqkorea.com 1688-4600

뮤직큐는 이런 점이 좋습니다

MusIQ는 누구라도 손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음악을 처음 배우고자 하는 아이, 성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기호, 악보읽기 등 보고
들으면서 배울 수 있어 쉽고 재미있게 음악을 이해하고 건반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MusIQ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학원을 가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언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학원 시간에 맞추어 나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학원까지 오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MusIQ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전통 피아노교육과는 달리 보고, 들으면서 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악보 읽기 . 음악감상이 동시에
가능하며, 연주하는 것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수정 .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합니다.

베이직

Children’
s
Music Journey
18명의 유명 작곡가 및
음악가 캐릭터들의
전문적이고 인터렉티브
한 레슨 진행으로 음악
기초이론과 연주법을
교육하는 S/W

마스터

Piano Suite
Premier
컴퓨터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피아노
연주법과 작곡까지
배울 수 있는 S/W

청음훈련

Ear Training
Coach
음악적 청각 능력을
다양한 학습활동과
게임을 통해 스스로
개발하게 하는 S/W

* 학부모와 선생님의 학습 지도를 위해 개발된 레슨플랜(Lesson Plan)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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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큐 구매고객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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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Q를 구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치가이드는 뮤직큐 프로그램의 올바른 설치 및 사용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 활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뮤직큐 홈페이지 구매고객지원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거나 설치폴더 내의“사용자 매뉴얼 (한국어 설명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례

1

설치하기 전에 잠깐

5

2

설치 및 인증방법

6

3

프로그램 시작하기

8

1) Children’s Music Journey
2) Piano Suite Premier
3) Ear Training Coach

4

뮤직큐 Q&A

14



Quick Guide
뮤직큐 음악 . 피아노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의 절차로 설치 및 정품인증을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PC 사양확인
전자건반 준비

뮤직큐 CD에는 많은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의 PC사양과 용량을 꼭 확인해 주세요!
CD를 설치하기 전에 PC와 연결할 수 있는 MIDI전자건반을 연결해
주세요.

CD를 PC의 CD-ROM에 넣고 설치합니다.



2

CD 설치

자동실행 화면이 나타나며 [설치]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1개의 CD당 설치시간은 3~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 PC사양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3

정품 인증

정품인증은 최초 1회만 하시면 되며 [실행]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
다. 패키지 각 CD 상단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입력하세요.

4

프로그램 시작

정품인증을 마친 후 [실행]버튼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각 CD별로 [설정]메뉴가 있고, 각 개인 수준별로 설정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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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사양을 확인해 주세요!
. Windows 7/Vista/XP
. CPU 펜티엄4 1GHz 이상 / RAM 1GB 이상
. CD-ROM 드라이브, 750MB 하드드라이브 용량(CD 1장당)
. 800 x 600 해상도의 컬러 디스플레이(트루컬러 권장)
. MIDI 합성이 되는 사운드 카드, 하드웨어 웨이브-테이블 합성 권장
. 표준 MIDI 디지털 키보드, USB 케이블
* 고객님이 사용하는 CPU와 RAM의 사양이 권장사양보다 낮을 경우 설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건반의 반응 속도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MIDI기능이 있는 전자건반을 준비해 주세요!
① 뮤직큐 프로그램은 컴퓨터와 연결할 수 있는 MIDI건반을 사용해야 합니다.
MIDI(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란 디지털 악기와 컴퓨터
를 연결할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건반에 MIDI기능이 있다면, MIDI
In/Out이라고 표시된 작은 원형 Output(출력 단자) 또는 작은 사각형
USB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② 49건반 이상의 속도감지(Velocity Sensitive)기능을 가진 MIDI건반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③ USB케이블로 PC와 MIDI건반을 연결하면 PC에서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만약, MIDI건반이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건반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최신버전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하세요.)

※전자건반은 음원이 내장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소리가 나는 건반과 음원이 있는 소프트웨어와 연결해야만 소리가 나는 건반이 있습니다.



설치 및 인증방법
1 설치는 이렇게 해주세요
뮤직큐 제품CD를 컴퓨터의 CD-ROM 드라이브에 넣으면 자동으로 설치화면이 실행됩니다.
만약 자동설치 화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Windows의‘시작’버튼을 클릭하고‘실행’‘찾아보기’후 뮤직큐 CD-ROM에서“Autorun.exe”파일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1

CD를 삽입하면 설치화면이
나옵니다.[설치]를 클릭합니다.

2

한국어판 설치 마법사창이 생성되면
하단의 [OK]를 클릭합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

Piano Suite
Premier

Ear Training
Coach

[설치]→ 언어선택 → [OK] 후 아래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설치됩니다.

3

[다음] 클릭

설치 안내창이 나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 클릭

[설치] 클릭

설치 경로를 변경하지
마시고 기본 폴더에 설치
하세요.

설치 요약창을 확인하신
후에 [설치]를 클릭합니다.

[완료] 클릭

[완료]를 클릭하여
설치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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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품인증은 이렇게 해주세요
정품인증 절차는 불법 복제품이나 유사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
습니다. 정품인증을 마친 제품에 한해 업데이트 및 고객서비스가 제공됩니다.

① 프로그램을 설치하신 후 자동설치창에서 [실행]을 클릭하면 정품인증을 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② 정품인증 서버에 접속하여 정품인증 절차가 진행되므로 최초 인증 시“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CD 패키지 상단의 제품 시리얼 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정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숫자“0”과 영문“0”
, 숫자“1”과 영문“I”를 구별하여 정확한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입력란에는“구분선(-)”을 뺀 영문과 숫자만 입력해야 합니다.

1

3

화면에서 [실행]을
클릭합니다.

시리얼 번호 입력창에
구분선(-)없이 시리얼
번호를 입력합니다.

2

인증센터 창에서 [다음]을
클릭합니다.

4

인증이 완료되면 [마침]을
클릭합니다.

예시)
VC610I857M2I1G158L81
(o)
VC61-0I85-7M2I-1G15-8L81 (x)

7

프로그램 시작하기
1 Children’s Music Journey 시작하기
Children’
s Music Journey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실행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메인 화면에서 각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 사용자 설정
로그인 메뉴로 돌아가기

설정

2

▶

1

3
4

1 학습자가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학습을 하기 위한 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학습을 원하는 레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모드 설정기능으로 각 모드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모드 : 학습자가 원하는 학습과정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드 : 학습자의 레벨에 알맞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레슨과 연습실을 마친 이후에는 난이도와 학습주제에
따라 게임메뉴가 활성화 되며 즉흥연주실, 자료실의 기능을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드로 설정하여 학습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제한모드 : 일반모드의 기능과 유사하나 레슨과 연습실의 학습이 완료된 후에도 이미 구성된 교육과정에 의해
학습메뉴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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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운드 설정은 뮤직큐를 실행하기 위한 필수 단계로 반드시 설정을 해주어야 건반 소리가

PC를 통하여 출력됩니다.
- 출력장치 : MIDI 건반의 음원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 PC에서 인식된 MIDI 건반을 선택합니다.
- 입력장치

※ 건반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ildren’s Music Journey 첫 화면 메뉴 설명

자료실

게임

레슨

연습실

즉흥
연주실

레슨
95레벨의 레슨동안 18명의 세계적인 음악가가 음악이론 및 피아노 연주법을 지도합니다.
즉각적이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스스로 틀린 부분을 교정하며 혼자서도 음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연습실
멜로디 선생님과 함께 레슨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비슷한 난이도의 곡을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과정에서 작곡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게임
각 레벨에 맞게 제공되는 다양한 게임을 통해 레슨과 연습에서 배운 음악이론을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즉흥 연주실
피아노 연주법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라도 여러 장르의 배경음악에 맞추어 창의적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레슨과 연습실에서 배운 음악이론과 피아노 연주법에 관련된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시 듣고 싶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하기
2 Piano Suite Premier 시작하기
Piano Suite Premier 프로그램을 설치 후,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Piano Suite Premier로고가 나타나며 시작 음악과 함께 춤추는 음표들이 등장합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설정하는 창이 생성됩니다.

Piano Suite Premier 입출력 설정

- 입력장치 : PC에서 인식된 MIDI 건반을 선택합니다.
- 출력장치 : MIDI 건반의 음원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Piano Suite Premier 사용자 설정

▶

[아이디 생성]을 클릭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3
2
1

10

1 설정 :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2 프로필 : 학습자의 학습 향상도 및 사용기록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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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아노 플레이어 : 메인 메뉴에서 피아노 플레이어를 선택하면 음악설정창이 나타납니다.
음악 설정에서는 Piano Suite Premier 자료실의 곡을 선택하고, 악보 크기, 손 위치, 메트로놈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악곡자료에서 레벨과 장르를 선택하여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라 레벨1에서 레벨5까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1

2 메트로놈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3 화면에 표시되는 악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 아래에 현재설정 값이 표시됩니다.

3

4

5

4 왼손, 오른손, 양손연습을 할 수 있는 악보가 선택됩니다.
5 [시작]을 눌러 피아노 플레이어를 실행하거나 [취소]를 선택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Piano Suite Premier 첫 화면 메뉴 설명

피아노 플레이어
클래식, 재즈, OST, 동요 등 10가지 장르의 500곡이 난이도에 따라 레벨 1~5까지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이론
기초 음악이론이 항목별로 구성되어 있어 배우고 싶은 내용을 쉽게 찾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론”부터 학습할 것을 권장합니다.
작곡가 코너
장르, 박자, 템포 등을 설정하여 자신만의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역사
많은 음악가들에 대한 정보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수록되어 있어 원하는 음악가를 쉽게 찾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게임
음악이론에서 배운 내용을 여러 종류의 게임을 통해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11

프로그램 시작하기
3 Ear Training Coach 시작하기
Ear Training Coach 프로그램을 설치 후,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Ear Training Coach로고가 나타나며 시작 음악과 함께 춤추는 음표들이 등장합니다.
마우스로 화면을 클릭하면 입력장치와 출력장치를 설정하는 창이 생성됩니다.

Ear Training Coach 입출력 설정

- 입력장치 : PC에서 인식된 MIDI 건반을 선택합니다.
- 출력장치 : MIDI 건반의 음원을 선택합니다.
※ 오른쪽 [테스트]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ar Training Coach 사용자 설정

▶

[새로운 학습자]를 클릭하여 사용자
아이디를 등록해 주세요.
※비밀번호 입력은 선택사항입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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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필 : 학습자의 학습 향상도 및 사용 기록을
저장합니다.

뮤.직.큐

2 설정 : 프로그램 설정을 변경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레
 벨설정 : 학습자의 레벨을 레벨1 혹은 레벨2 등으로 등급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제한설정을 선택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
제한설정 :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설정을 학습자가 선택한 등급레벨의 기본설정으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개
 인설정 :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난이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학습자가 수정할
수 있는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듬 : 레벨1 또는 2로 변경 가능
멜로디 : 레벨1 또는 2로 변경 가능

음정 : 레벨2 이상에서만 변경 가능
초견 : 레벨1 또는 2로 변경 가능

메트로놈 설정 : 메트로놈에 대한 템포, 음향, 예비박, 악기, 음높이 등의 설정을 변경합니다.
사운드/MIDI 설정 : 기본악기 설정 및 MIDI 볼륨, 웨이브 볼륨, MIDI In-Out, 건반 반응속도,
MIDI 장치선택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Ear Training Coach 첫 화면 메뉴 설명

리듬
리듬을 듣고 기억하여 메트로놈에 맞추어 연주하는 훈련을 통해 정확한 박으로 연주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멜로디
악보를 보지 않고 제시되는 멜로디만을 듣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훈련을 합니다.
반복할수록 음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청음능력이 발달합니다.
초견연주
영국 왕립음악원의 강의 요강에 맞추어 구성된 초견연주에서는 처음 보는 악보도 어려움 없이 바로 연주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음정
상행 또는 하행 음정을 듣고 그 음정의 도수를 맞히는 청음훈련을 합니다.
게임
‘기억게임, 퍼즐게임, 선율게임, 스케일러, 큰보표전투’등의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 음악이론을 익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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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큐 Q&A

뮤직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모아 놓았습니다.
고객센터로 문의 전에 아래의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Q
A

�
�

건반 자체에서 소리가 나진 않나요?
* 건반(마스터 키보드)은 자체 음원을 보유하지 않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컴퓨터와 연결하여‘뮤직큐’
와 같은 음원이 있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1 전자건반과 컴퓨터의 연결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 건반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 건반과 컴퓨터의 연결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제어판 → 시스템 → 장치관리자 → 사운드 및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에서“USB
오디오 장치”또는“건반명”이 표기 되어야 건반과 PC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입
니다.)
2 뮤직큐 프로그램의“설정”에서 입출력장치를 선택해 주세요.
(본 설치안내문 Page 9,10,12 참조)

3 만약 연결한 전자건반이 2 에서 입력장치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전자건반의 제조사가
배포하는 드라이버 파일을 설치해 주세요.

Q
A

�

Children’s Music Journey를 시작하니 모니터에 검은색만 보여요.
* 하드웨어 가속 설정을 변경해 주세요.

‘제어판 → 디스플레이 → 설정 → 고급 → 문제 해결’에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2단계 이하로 변경해 주세요.

�

하드웨어 가속(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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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
�

Q
A

�
�

시리얼 번호를 계속 보관해야 하나요?
시리얼 번호는 정품인증시 꼭 필요합니다.
시리얼 번호는 뮤직큐 CD케이스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약 뮤직큐 CD와 시리얼번호가 있는 뮤직큐 CD케이스를 분실한 경우 정품 인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잘 보관해 주세요.

다른 컴퓨터에서도 뮤직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뮤직큐 프로그램은 무단복제 방지를 위해 1대의 컴퓨터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PC에서 뮤직큐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1 기존에 설치한 뮤직큐 프로그램을 삭제합니다.
☞ 삭제 과정에서 나타나는‘인증철회’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을 철회하고 뮤직큐
프로그램을 삭제하셔야 합니다.
2 새로운 컴퓨터에서 뮤직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세요.
3 한번 사용된 시리얼 번호는 수동인증과정으로 정품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된
뮤직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뮤직큐 인증센터’창이 나타나면 뮤직큐 코리아로 전화
주세요. 재인증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688-4600 평일 09:00 ~ 18:00)

Q
A

“사용자 매뉴얼”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
* 사용자 매뉴얼”은 뮤직큐를 사용하는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참조해 주세요.

�

뮤직큐 홈페이지(www.musiqkorea.com) → 구매고객지원 → 다운로드 → 사용자 매뉴
얼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뮤직큐를 설치하신 PC의 “시작”→“모든 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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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큐의 설치와 사용을 도와드리기 위해
원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 1688-4600

원격지원 서비스란
뮤직큐 상담원이 고객의 PC를 제어하여 설치 및 인증과정을 지원하는
뮤직큐의 전문화된 고객만족 서비스입니다.

www.musiqkorea.com

☎1688-4600

(152-769)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184-1 우림이비지센터 2차 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