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선 마제스터치

표준

독일 Cherry사 제조 매커니컬 키 스위치 채용 블루투스 키보드

취급설명서  및 보증서

- 당해 무선 설비는 운영 중 전파 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 안정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본 제품을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신 후  제품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

건전지 사용에 대한 사항
어린아이의 손이 닫지 않는 위치에 보관하여주십시오.
건전지에 열을 가하지 말아주십시오. 건전지를 분해하거나 물에 넣지 말아주십시오.
사용했던 건전지와 새로운 건전지를 혼용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서로 다른 종류의 전지(망간전지와 알카라인전지 등)를 
혼용하지 말아주십시오.
오래되었거나 전력이 약해진 전지는 사용을 중지하시고, 거주하시고 계시는 지역의 폐전지 처리 방법에 맞추어 폐기하여 
주십시오.

키보드 장시간 사용에 대한 사항
키보드를 사용함 으로써 신체적인 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사용에 의하여 손이나 팔, 목이나 어깨 또는 허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불쾌감, 피로감, 욱신거림, 신체적 피로감, 근육의 경직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키보드 사용을 중지하여주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여 주십시오. 

키보드 취급에 대한 사항
키보드를 사용하는 도중에 키보드가 떨어지는 등의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놓는 장소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키보드는 정밀 기계이며, 내부에 전지와 변압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이나 음료수 등의 수분이 제품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분해를 하지말아주십시오.
컴퓨터나 주변기기의 분해, 수리 또는 개조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손을 베이거나 감전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증라벨을 때어내었거나 분해, 개조의 흔적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증규정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

제품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고객 상당실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 02-794-9586 (오전 9시~오전 12시, 오후 1시~오후 7시 단 본사지정휴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제외) 

인터넷 문의 : www.iomania.co.kr 

아이오매니아

FKBT104



제품 소개

Bluetooth 방식의 무선 키보드
컴퓨터와의 접속방법으로 2.4Gh Bluetooth ver2.0 기술을 채용하여,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작사용범위는 
약 10m 까지 지원합니다. 컴퓨터의 전원을 내렸다가 다시 전원을 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설치과정을 거칠 
필요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모드, 슬립(sleep). 휴식상태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설치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조작하지 않으실 경우, 키보드는 자동적으로 슬립모드로 전환되어 소비전력을 줄입니다.

Cherry MX 키 스위치 사용
Cherry MX 키 스위치는, 독일 Cherry 사가 개발한 기계식 스위치 입니다. 
본 제품은 키 하나하나에 독립된 키 스위치를 사용하여, 경쾌한 키 동작을 실현하였습니다.
 키는 스트로크가 약 4mm 로서 일반적인 키보드에 비하여 깊고, 접점이 약 2mm 아래에 위치하여 작동에 여유가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OS:Windows Vista,Windows XP 서비스팩 2 이상
PC:USB 포트를 탑재한 데스트탑 혹은 노트북 PC
※제품 설치를 위해서는 마우스가 필요합니다.

제품 내용 및 각부 명칭

전원 스위치

전원 ON 전원 OFF

키보드 본체 사용 설명서

AA형 건전지 2개

페어링 LED

밧데리 경고 LED

페어링 버튼



키보드 기능과 조작법

LED와 스위치

외부 Bluetooth LED

Buletooth 동글이 인식되지 않을 경우
에는 LED가 계속 켜져 있습니다. 
페이링 작업 및 정상 작동 중에는 동글
LED가 규칙적으로 깜빡거립니다. 
(사용하는 Bluetooth 동글에 따라 동글 LED
작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 작동시 :
LED가 규칙적으로 깜빡
거림

동글 인식전 : 
LED 켜짐

전원 스위치
키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ON
상태로 해야합니다. 

눌러진 상태 : ON 튀어나온 상태 : OFF

페이링 버튼
키보드를 페어링 할 경우 눌러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때 사용합니다.

페어링 할 경우 
버튼을 5초간 
눌러주십시오

페이링 LED (왼쪽 : 청색)

페어링이 완료되었을 때 LED가 꺼집니다.
페어링 작업 중에는 LED 깜빡거립니다.   
컴퓨터 전원이 들어온 직후 
LED가 몇번씩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밧데리 경고  LED 
(오른쪽 : 적색)

전지가 소모되었을 경우 LED가 깜빡 거립니다. 
이럴 경우 건전지를 교환하여 주십시오. 
건전지가 완전히 소모되었을 경우에는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페어링 대기중 
LED가 깜빡거림

전력이 약할 경우 
LED가 깜빡거림

[NumLock, CapsLock, ScrollLockLED 표시에 대해]
본 제품은 NumLock, CapsLock, ScrollLock LED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능이 켜져있을 경우에도 키보드 
본체 LED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표시 되지 않습니다. 단 소프트웨어 적으로 해당 3키 중 하나를  누를 경우 팝업 윈도우가 
나타나 해당 키가 눌려졌음을 표시해주므로 실제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원 스위치를 끄는(OFF)하는 법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키보드 전원 스위치를 OFF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의 전원을 껐을 경우 키보드 뒷면의 스위치를 OFF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슬립 모드

5분간 키조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소비전력을 줄이는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해제시키고자 할 경우 
키보드의 아무 키나 눌러주십시오. Bluetooth 접속이 자동적으로 실행되어 약 1,2초 후 재입력이 가능합니다.

키 조작이 없을 경우 슬립모드로 변환 -5분후
슬립모드의 해제 - 아무키나 누름



한글 키 (한글 입력 시작) 우측 ALT 키 혹은 SHIFT+SPACE 키

한자 키 (한자 입력 시작) 우측 CTRT 키 혹은 CONTROL+SPACE 키

해당 키 키 조합 방법

104키 키보드 조작방법 (FKBT104)

FKBT104의 기본 한글, 한자 전환 키는 우측 ALT (한/영) 키와 우측 CTRL (한자) 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해당 키를
누름으로써 한영 전환 및 한자 전환이 바로 가능합니다만 초기 윈도우 설정시 키보드를 106키로 설정해 놓은 일부 PC의
경우 우측 ALT (한/영)키와 우측 CTRL (한자)키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측
ALT 키와 우측 CTRL 키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1. 웹 브라우저를 실행합니다. 
2. 주소 창에서 http://www.kbdmania.net/download/hangul_switch.zip을 친 후 엔터키를 누릅니다. 
3. 이 파일을 열거나 저장시키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 해당 파일을 저장합니다. 
5. 저장된 파일을 적당한 합축 프로그램으로 해제합니다. 
6. 우측 ALT 키와 CTRL 키로 한글, 한자 전환을 하려면 ALT 한글 전환.reg를 SHIFT+SPACE 키로 한글 전환, CTRL+
SPACE키로 한자 전환을 하려면 Shift+Space 한글 전환.reg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합니다. 
7. 해당 정보를 레지스트리에 추가 시키겠냐는 메세지가 나오면 예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8. 이 후 윈도우를 한번만 재시동 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글 및 한자 전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위에 언급된 방법은 윈도우 2000, XP, Vista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설치 전 먼저 해두어야 할 일

하나, Bluetooth 어댑터를 컴퓨터에 설치해 주십시오

1.Windows 가 부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의 비어있는 USB 포트에 Bluetooth 어댑터를 꽂아주십시오.
2. 별도의 Bluetooth 어뎁터 패키지에 있는 CD 안의 드라이버 인스톨러를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 
(Windows Vista 사용자의 경우  www.belkin.com/support 페이지에서 F8TO13용 Vista 드라이버를 받아 사용합니다 )
3.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Bluetooth 어댑터의 푸른색 LED가 깜빡 거립니다.

[메모]컴퓨터에 Bluetooth 기능이 탑재되어있는 기종은 본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Bluetooth 어댑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기기의 내장 Bluetooth 기능을 ON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둘, 키보드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십시오.

1.키보드에 건전지를 넣어주십시오. 건전지 극성을 정확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키보드 전원 스위치를 ON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3.키보드 페어링 버튼을 5초간 눌러주십시오.
4.키보드 페어링 LED 가 일정한 간격으로 점멸합니다. 이 상태에서 컴퓨터가 키보드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Bluetooth로 접속

‘설치전 먼저 해두어야 할 일’에 언급한 작업들이 모두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Bluetooth 어댑터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조작하여 주십시오.
Bluetooth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내장 Bluetooth 기능을 ON 상태로 하여 주십시오. 



블루투스 장비 설치 (윈도 XP 서비스팩 2)

1. 바탕화면에서 ‘내 Bluetooth 환경’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2. 전체 Bluetooth 환경 윈도우에서 Bluetooth 장치 추가를 클릭합니다. 

내 Bluetooth 
환경 아이콘

3. Bluetooth 설정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4.Bluetooth 기기를 검색합니다. 
검색중에는 Bluetooth 어댑터의 LED 가 깜빡거립니다.  키보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키보드 우측 상단의 페어링 버튼을 5초간 누른 후 손을 뗀 상태에서 
‘다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이 종료된 후 ‘FILCO Bluetooth Wireless Keyboard’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5. Bluetooth 보안 설정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6.컴퓨터와 장치가 암호키를 교환합니다. 키보드의 텐키를 사용하여 암호키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이 끝난 후에는 Enter 키를 눌러주십시오. 암호키는 30초 
이내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참고]
암호키를 입력할 때 화면에는 입력상태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암호키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안을 위하여 암호키를 사용하는것을 
추천합니다.

7.컴퓨터와 장치가 암호키를 교환합니다. 키보드의 텐키를 사용하여 암호키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이 끝난 후에는 Enter 키를 눌러주십시오. 암호키는 30초 
이내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8. 암호키를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Bluetooth 키보드가 설치됩니다. 
설치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만일 입력하실 때 실수를 하셨다면 이전의 
작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암호키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보충설명:Windows Vista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설정에 대하여]
Windows Vista 에서는 초기상태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이 
사용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도중 경고화면이 계속 표시됩니다. 
경고 화면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옵션을 변경하여 계속 나타
나는 경고 화면을 표시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설정 방법
제어판->사용자 계정 컨트롤 안의 항목중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경고 화면이 뜨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윈도우가 나타나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 항목을 
선택 혹은 해제함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경고 화면을 표시 혹은 제거할 수 있습
니다. 

[보충설명:키보드 접속의 해제]
Bluetooth 키보드의 접속을 해제할 경우 다음의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1. 바탕화면에너 ‘내 Bluetooth 환경’을 더블 클릭합니다. 
 2. 윈도우가 표시되면 ‘FILCO Bluetooth Wireless Keyboard’를 선택합니다. 
 3.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한 후 ‘사용 안함’을 선택합니다. 



블루투스 장비 설치 (윈도 Vista)

1. 시작 메뉴의 제어판에서 ‘Bluetooth 장치’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2. Bluetooth 장치 윈도우에서 ‘추가’버튼을 클릭합니다.

3. Bluetooth 장치 추가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장치가 설정되어 검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를 선택하고,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4.Bluetooth 기기를 검색합니다. 키보드의 전원 버튼을 눌러 켭니다.

검색 중 에는 Bluetooth 어댑터의 LED 가 깜빡거립니다.  키보드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키보드 우측 상단의 페어링 버튼을 5초간 누른 후 손을 뗀 상태에서 
다시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이 종료된 후 ‘FILCO Bluetooth Wire
less Keyboard’를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5. Bluetooth 보안 설정 윈도우가 화면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암호 선택’
으로 지정하고‘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6.키보드의 텐키를 사용하여 화면에 표시된 암호 키를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이 끝난 후에는 Enter 키를 눌러주십시오. 암호 키는 30초 이내에 
입력하여 주십시오. 암호키를 성공적으로 입력하면 Bluetooth 키보드가 
설치됩니다. 설치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만일 입력하실 때 
실수를 하셨다면 이전의 작업으로 돌아가서 다시 암호키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참고] 
암호키를 입력할 때 화면에는 입력 문자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암호키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안을 위해 ‘자동으로 암호 선택’을 
추천합니다.

7. 키보드가 정상적으로 설치되면 ‘Bluetooth 장치 추가 마법사’ 
윈도우에서 ‘마침’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충설명:Windows Vista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설정에 대하여]
Windows Vista 에서는 초기상태에서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이 
사용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설치 도중 경고화면이 계속 표시됩니다. 
경고 화면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옵션을 변경하여 계속 나타
나는 경고 화면을 표시하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사용/사용 안 함 설정 방법
제어판->사용자 계정 컨트롤 안의 항목중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
합니다. 경고 화면이 뜨면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윈도우가 나타나면
[사용자 계정 컨트롤을 사용하여 컴퓨터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 항목을 
선택 혹은 해제함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경고 화면을 표시 혹은 제거할 수 있습
니다. 

[보충설명:키보드 접속의 해제]
1. 시작 메뉴의 제어판에서 ‘Bluetooth 장치’ 아이콘을 더블클릭 합니다. 
2. Bluetooth 장치 윈도우에서 ‘FILCO Bluetooth Wireless Keyboard’를 
선택합니다. 
3. ‘제거’ 버튼을 클릭 후 경고 윈도우가 나타나면 ‘예’를 선택합니다.



제품 문제 해결

Q:전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전지의 극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건전지가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전지로 교환하여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Q:페어링이 되지 않습니다. Bluetooth 장치를 검색하는 화면에서 키보드가 검색되지 않습니다.
Bluetooth 어댑터의 LED  램프가 깜빡거리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LED가 깜빡거리지 않는 경우  Bluetooth
 어댑터를 USB 포트에서 빼낸 후 다시 꽂아 설치하여 주십시오.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USB 포트에 
꽂아보시길 바랍니다. 

키보드의 전원스위치가 ON 상태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건전지의 방향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전지가 소모되었을 경우 새로운 전지로 교환해야 합니다. 
또한, 키보드의 페어링버튼을 5초간눌러, 키보드의 페어링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확인해주십시오.
컴퓨터에 내장되어있는 Bluetooth 기능을 사용하실 경우, 설정이 ON 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Q.Enter 키나 Shift 키와 같은 크기가 큰 키의 키감이 다른 키와 다르게 느껴집니다.
고장이 아닙니다.
일반 문자 키 보다 너비가 넓은 키들은  어떠한 부분을 눌러도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스테빌라이저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Q.컴퓨터의 전원투입직후, 바이오스의 조작이나 OS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Bluetooth 어댑터, 키보드는 Windows의 기능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Windows 가 완전히 실행되기전에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Q.세이프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본 제품은 세이프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Q.다른 윈도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까?
별도 옵션으로 제공되는 Bluetooth 어댑터는 Windows Vista 와 Windows XP Service Pack 2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그 외 다른 운영체제에서 동작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기술 지원 이나 사후
지원에서 제외되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키보드의 동작이 이상할때가 있습니다.
전파 송신거리는 사용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컴퓨터나 키보드의 근처에 있는 전자렌지, 무선전자제품, 무선전화기
등에 의해 전파방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는 키보드가 정확히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문자입력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사용하시고 계시던 키보드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다면 제거해주십시오. 예전에 사용하던 키보드 드라이버
문제로 정확한 문자입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록

1. RF (Radio Frequency) 사양

- 주파수 : 2402 MHz ~ 2480 MHz
- 출력 : 40 uW
- 전파형식 : F1D
- 변조방식 : GFSK
- 통신방식 : 반복신방식
- 채널 수 : 79
- 동작 온도 : -10℃ ~ 50℃



- 공중선 종류 : 역 F형
- 공중선 이득 : 1.03 dBi
- 능동 회로 부가되지 않음

2. 제품 세부 스펙

- 키 스위치 : 체리 MX 키 스위치
- 키 수명 : 스위치 당 최대 5천 만번
- 키 피치 (간격) :  19mm
- 키 갯수 : 104 키
- 제품 크기 : 445mm * 135mm * 33mm
- 무게 : 1200g
- 파워 : AA 밧데리 2개
- Stanby mode : 0.4mA
- Operating mode: 2.6mA
- Sleeping mode : 0.14mA
- Low Batter : Under 2V
- Frequency : 2.4Ghz ISM band
- Range : Up to 10 meters

보증 기간

메모

보 증 서
본 보증서는  통해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 구입 시점 부터 일년간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품 구입 후 
1주일 내에 제품 불량이  발생한 경우는 제품은 새 제품으로 교환 됩니다. 1주일 간의 초기 불량 처리 기간 이 지난 후 발생한
문제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제품은 적절한 과정을 통해 수리될 것입니다. 

1. A/S를 받기 위해서 구매자는 제품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본 보증서는 다이어텍 한국 대리점인 
아이오매니아에서 판매된 제품에 한 해서만 유효합니다. 3. 본 보증서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제품 사용 중 고객의 직간접
인 피해에 대해서는 수입사 혹은 판매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구입 후 1년간은 무상 A/S 처리되며 무상 처리 기간이 끝난 후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 처리됩니다. 5.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이오매니아는 유무상 A/S를 제공하지 않
습니다. 가) 아이오매니아가 수입한 제품 외 일본 직수입 품의 경우 B)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일본 다이어텍사의 제품 C) 사용
자가 제품을 임의로 개조 수정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This warranty is valid only in Korea. 

 

구입일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1년간

한국 대리점 :

아이오매니아 

142-010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36 한강 현대 하이엘
702호 
TEL : (02) 794-9586 FAX : (02) 794-9587
Web : www.iomania.co.kr
E-Mail : kant1971@kbdmani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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