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k – CBL-108 & CBL-87 

사용자 매뉴얼 

 

Main Features: 

특징 

1. Programmable keyboard (CBL-108 with 104 keys programmable; CBL-87 with 84 keys programmable). 

프로그로밍 키보드 (104 키 모든 키가 프로그램 가능한 CBL-108, 84 키 프로그램 가능한 CBL-87 두 가지 모델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2. For backlit version, LED will be installed in all keys. 

LED 버전으로 각각의 키에 LED 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3. The brightness of the system LED (Num, Cap, Scroll, Pn, Toggle, Nkey) is fixed. 

    시스템 LED (Num, Cap, Scroll, Pn, TOGGLE(프로그램 모드 변환키로 화살표 두 개 그림), Nkey(무한동시입력 키로 번개그림))의 LED 밝기는 

단계 7(가장 밝은 세기)에 고정 되어 있습니다.  

4. Seven level of backlight brightness (except system LED). 

모든 LED 의 밝기는 7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LED 들은 단계 7 고정되어 있습니다) 

5. Breathing mode supported. 

숨쉬기 모드 지원(스탠바이 상태에서 불빛의 세기가 숨을 쉬듯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모드) 

6. The location of all system LED are fixed. They are installed above the key switch axle. 

LED Status 들의 LED 위치는, 각각의 키 축 내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7. Once the Num, Caps and Scroll were programmed, those Num, Caps and Scroll keys can normal operate/use under the standard keyboard 

layer. When the programming layer is activated, users can press Pn + Caps to open/close the caps function. Num and Scroll keys are same 

implementation. 

Num, Caps, Scroll 키가 프로그램 되었을 경우에는 Pn+Caps 처럼 Pn 키를 이용하여 원래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8. Num, Caps and Scroll keys also are programmable. 

Num, Caps and Scroll 키들 역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9. Allow time delay between programmed key code. 

프로그램 시 각각의 키에 키코드 입력 시 키코드(Key code)값 사이에 시간 지연 삽입이 가능합니다. 예) A + 1 초 지연 + D  

10. Support True N-key rollover. Switch between True N-key rollover mode and 6-key rollover mode by one hot key. (For CBL-87 is Fn+F10). 

True N-key rollover(무한동시입력, 전키)과 최대 6 키 동시입력 기능은 N 키(번개그림)를 통해 구현 됩니다. (CBL-87 의 경우 Fn+F10 을 

누르시면 됩니다.) 

 

Function Key Description:  

기능 설명 

11. Fn+R => Reset the programmable layer to default (Same as the visible layer). You have to hold it for 12s (After 3s, the Toggle LED will flash. 

After 9s, the Toggle LED will turn off). 

Fn+R : 초기값으로 돌아갑니다. (인쇄되어 있는 기본 키). 총 12 초 동안 누르고 있어야 하며, 3 초 후 변환키(Toggle LED) LED 가 깜박이며 

9 초 후에 Toggle LED 가 꺼지면 초기화가 완료 됩니다.  

12. Nkey (For CBL-87 is Fn+F10) => Switch between true N-key rollover mode and standard 6-key rollover mode. (The Nkey LED is on in true 

N-key rollover mode). 

NKey(번개그림, 텐키리스(CBL-87)의 경우 Fn+F10) => 무한동시입력 변환 키로 동시입력 최대 6 키 입력 모드(USB 일 경우 최대 6 개의 

동시입력 구현)와 무한동시입력 모드 변환 키(덱키보드의 경우 무한동시입력 키입력이 가능하며, N 키의 LED 점등됩니다) 

13. Toggle => Toggle the visible layer and the programmable layer (The Toggle LED is on when the programmable layer is in active). 

Toggle 키 (화살표그림) : 프로그램 모드 변환 인쇄 되어 있는 자판모드와 프로그램 모드로 변환 시키는 키. (프로그래밍 모드가 

실행되면 변환키 토글키 LED 에 불이 점등 됩니다.) 

14. Fn+Up => Increase backlight brightness. 

Fn+Up : 백라이트 밝기 증가 

15. Fn+Down=> Decrease backlight brightness. 

Fn+Down : 백라이트 밝기 감소 

16. Fn+0 through Fn+7 => Set the brightness to the desired level (0 means turning off the backlight). 

    Fn+0 부터 Fn+7: 원하는 밝기의 레벨을 한번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0 은 LED 오프를 의미하며 7 이 가장 밝습니다. 



17. Fn+8 => Activate breathing mode. 

Fn+8 : 숨쉬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18. Fn+F8 => Disable the WIN keys. 

Fn+F8 : 윈도우키를 작동 정지시키는 기능입니다. 

19. Fn+Pn => Enter/Leave the programming mode. 

Fn+Pn : 프로그램 모드 진입 및 마치기 기능입니다. 

20. Pn => Finish programming a single key 

Pn : 프로그래밍 키 입력 완료 기능입니다. 

21. When the Toggle LED is off, Pn+Any key => Output the programmed key string. 

기본 모드(토글 LED 소등 시) 일 경우 Pn + ‘키’는 프로그램된 키 값을 출력합니다.  

22. When the Toggle LED is on, Pn+Any key => Output the key in the visible layer. 

변환 모드 일 경우 (토글 LED 에 불이 들어 왔을 때), Pn+Any Key 는 키 고유의 값(노말 모드 키 값)을 출력 합니다.  

23. Under the "SELECT" state of the programming mode, Pn+Any key => Display the programmed key string in ASCII format (Visible via 

notepad). 

프로그래밍 선택모드에서 pn+키를 누르시면 노트패드에서 아스키포맷으로 표시됩니다. 

24. Fn+INS => Add a 15ms delay under the programming mode. 

Fn+INS : 프로그램 입력 시 15ms 의 시간 지연을 삽입합니다. 

25. Fn+HOME => Add a 0.1s delay under the programming mode. 

 Fn+HOME : 프로그램 입력 시 0.1 초 시간 지연을 삽입합니다. 

26. Fn+PGUP => Add a 0.5s delay under the programming mode. 

 Fn+PGUP : 프로그램 입력 시 0.5 초 시간 지연을 삽입합니다. 

 

Brightness Adjustment:  

밝기 조절 

27. Fn + up open all the LED lights on keyboard (excepted 3 system lights). 

Fn+up(↑) : 키보드의 모든 LED 의 밝기 강하게 하기(3 개의 시스템 키는 제외 됩니다) 

28. Continuously press Fn + up to increase the backlight brightness, totally 7 level. 

Fn+up(↑)지속 : LED 의 밝기가 7 개의 순서대로 밝아집니다. 

29. Fn + down reduce the backlight brightness. 

Fn+down(↓) 지속 : LED 의 밝기가 7 개의 밝기 순으로 한 단계씩 감소합니다. 

30. Continuously press Fn + down to the lowest brightness, and then press one more time to turn off all LED light. 

Fn+화살표 아래를 누르시면 점점 밝기가 어두워지며, 마지막 단계는 오프상태입니다. 

31. Once the LED turned off, there is no action for Fn + down until the LED is turned on by Fn+ up. 

LED 가 꺼진 상태에서는 Fn+화살표 아래방향키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32. Fn + numeric key (0 – 7) to adjust the LED at specified brightness. 

     Fn + 숫자키(0 – 7)을 직접 누름으로 밝기를 바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33. Fn + 8 activates the breathing mode. To turn it off, press Fn + 0. 

Fn + 8 : 숨쉬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Fn + 0 : LED 오프키 입니다. . 

 

Keyboard Programming:  

키보드 프로그램 하기 

34. Press Fn+Pn to enter the programming mode, Pn LED is flashing. We call this the "SELECT" state. 

 Fn+Pn 누르면 프로그래밍 모드로 진입하며, Pn(프로그램) LED 가 깜박거립니다. 이 상태를 “SELECT(선택)” 상태라고 부릅니다. 

35. Press the key you want to program, Pn LED is on. We call this the "PROGRAMMING" state. You are not allowed to program Fn, Pn, Toggle 

 and N-key key. Please note that no key code will be sent. 

 프로그램을 넣을 키를 선택하시어 누르시면, 프로그램(Pn) LED 가 켜지며 이 상태를 “PROGRAMMING(프로그래밍)” 모드라 부릅니다. 이 

상태에서는 FN(기능키), Pn(프로그램키), 토글(변환모드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6. Press the key sequence you want to program. Maximum 16 keys or 32 key codes (Every key has MAKE code and BREAK code) 



 원하는 글자를 입력 하십시오.  최대 16 키 입력 혹은 32 개의 키코드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키는 Make(키 눌림의 코드, 

Break(키를 놓았을 때 코드)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누르는 순서와 키를 놓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7. Press Pn to finish the programming for the key you selected in step 2, Pn LED is flashing. We return to the "SELECT" state. 

 입력을 다 하였으면 프로그램(Pn)키를 누르시면 끝납니다. 다른 글자를 프로그램 하실 수 있으며 프로그램(Pn) LED 가 깜박이며, 다시 

“SELECT(선택)” 상태로 돌아갑니다.  

38. You can continue to program other keys or press Fn+Pn to exit the programming mode. 

 모든 키에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며, Fn+Pn 을 누르시면 프로그래밍 모드를 나올 수 있습니다. 

39. If no key is pressed for 15s, it will exit the programming mode automatically. 

 15 초 동안 어떤 키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나오게 됩니다. 

40. While programming a key, if you press Fn+Pn prior to press Pn, the key sequence you pressed before will not be saved. 

 프로그래밍을 하는 동안 Pn 를 누르기 전에 Fn+Pn 키를 누르시면 프로그램 하였던 코드들은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41. If one of the below events happen, the Pn LED will flash quickly and the keyboard will exit the programming mode. 

 아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Pn LED 가 빠르게 깜박이게 되며, 프로그래밍 모드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Try to program more than 16 keys (Consecutive time delay will just be counted as a single key step. For example, pressing Fn+INS three times 

to get a time delay of 45ms). 

16 개가 넘는 키코드 값이 입력 되었을 때. (시간 지연키 입력 시 역시 한 개의 키 값으로 인정이 되며, 15ms 세 번을 누르게 되면 45ms 

지연이 됩니다.)  

 Try to input Toggle or N-key in the "PROGRAMMING" state. 

“PROGRAMMING(프로그래밍)” 모드 시 변환키(토글키) 혹은 N 키를 누르실 경우. 

 Have not released all the keys before you press Pn to finish the programming.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해서는 Pn 키를 누르기 전에는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Programming Example:   

프로그램 예 

42. Program A as Z: Fn+Pn, A, Z, Pn, Fn+Pn 

A 키에 Z 넣기 : Fn+Pn, A, Z, Pn, Fn+Pn 

43. Program B as 123: Fn+Pn, B, 1, 2, 3, Pn, Fn+Pn 

B 키에 123 넣기 : Fn+Pn, B, 1, 2, 3, Pn, Fn+Pn 

44. Program C as CTRL+C: Fn+Pn, C, LCTRL (do not release LCTRL at this moment), C, Release LCTRL, Pn, Fn+Pn 

C 키에 CTRL+C 넣기 : Fn+Pn, C, LCTRL (컨트롤 C 는 카피(복사하기)의 동시 입력이므로 CTRL 를 놓지 마십시요, CTRL 을 놓게 되면 C 를 

다음글자로 프로그램 되기 때문입니다.) C, LCTRL 을 놓으신 후, Pn, Fn+Pn.  

45. Program D as XY[delay 60ms]56: Fn+Pn, D, X, Y, Fn+INS, Fn+INS, Fn+INS, Fn+INS, 5, 6, Pn, Fn+Pn 

D 키에 XY 60msec 후 56 : Fn+Pn, D, X, Y, Fn+INS, Fn+INS, Fn+INS, Fn+INS, 5, 6, Pn, Fn+Pn 

 

Reset Keyboard:  

키보드 초기화 

46. Holding Fn and R together more than 3 seconds, the Toggle LED will be flashing, continue to hold the Fn and Pn in flashing 9 times, the  

 keyboard is reset to default layout and the Toggle LED will turned OFF. The reset process is completed and no any action to occur when user 

continue to hold the Fn and Pn keys at that moment. 

Fn키와 R키를 동시에 3초 이상 누르시면, 토글 LED가 깜박이며, Fn키와 Pn키를 9번 깜박일 때까지 유지하면 키보드는 초기화가 되며, 

초기 상태의 키 값으로 돌아가게 되며, 토글 LED 는 꺼집니다.   

47. Holding Fn and R together more than 3 seconds, the keyboard enters reset process (Toggle LED is flashing). If user does not continuously 

hold the Fn and Pn keys until the LED flashes for 9 times, the Toggle LED will be turned ON for ONE second and then turned OFF. The reset 

process is NOT completed. 

 Fn 키와 R 키를 3 총 동안 누르고 있으면 키보드는 리셋 과정으로 넘어 갑니다(토글 LED 가 깜박입니다). 만약 토글 LED 가 9 번 깜박일 

때까지 유지가 안되면 토글 LED 는 일초 동안 켜졌다가 꺼지게 되며, 리셋 과정은 취소가 됩니다. 

 



Keyboard Usage:  

키보드 사용 

48. If A key is programmed as “ASDW!@#delay 30ms ABC”, user should press Pn + A to operate the programmed A key code “ASDW!@#delay 

 30ms ABC” in standard layer operation. 

 A 키에 “ASDW!@# 30msec 지연 ABC”가 프로그램되어 있을경우 유저는 기본모드에서 Pn+A 를 누르면 프로그램된 글자들이 출력됩니다.  

49. The default multi-media shortcut such as volume size, play or stop, use Fn + function key to operate. For example, Fn + F1 to mute on / off. 

 고정 멀티미디어 키들 예를 들면 볼륨 업,다운, 스톱은 Fn+function 키를 누르면 실행 됩니다.  

 예. Fn+F1 을 누르면 음소거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50. Press Toggle key to switch the current layer between the default layer and user programmed layer and the Blue LED on the Toggle will be  

 turned on and turned off each time the Toggle key is pressed. When the BLUE LED is on, it means the user programmed layer is brought 

to the current layer. When the BLUE LED is off, it means the default layer is the current layer. The concept is similar to the operation of the 

“Cap Lock” key. 

 모드변환(토글키) 스위치를 누르면 기본모드와 프로그램 모드를 바꿀수 있으며, 모드변환 스위치를 누를 때 마다 LED 켜지거나 꺼질 것 

입니다.  LED 가 켜져 있을 때는 프로그램 모드로의 진입을 나타내며 LED 가 꺼졌을 때는 기본 모드임을 나타냅니다.  

51. When the LED is on, user can just press the key to get the programmed value out. No need to press the key together with the “Pn” key. To  

 get back the original default value, user needs to press the key together the “Pn” key. 

 LED 가 켜 있을 때 사용자는 프로그램 된 글자를 누르시면 프로그램 된 글자가 나오게 되며, Pn 키를 더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모드의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Pn 키를 같이 누르시면 됩니다.  

52. All keys (excepted Pn, Fn, Time and Toggle keys) have same default code in both default layer and the user programmed layer. Before any  

 programming process, press A key or Pn + A also is A. 

 모든 키(Pn, Fn, N 키와 변환 키는 제외)들은 기본 모드와 프로그램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53. When the current layer is the user programmed layer, all original composite shortcut does not change. User also can use the “Fn” key to get  

 some original multiplexed values (e.g. Fn + F1 = volume up). 

 기본모드일 경우나 프로그램 모드일 경우 모두 초기 멀티미디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모드 다 Fn+F1 은 볼륨 업 기능을 

하게 됩니다.  

 

Rollover Mode Switch:  

롤오버 모드 변환 

54. By default, the keyboard is in standard 6-key rollover mode. You can at most press down all modifier keys (SHIFT, ALT, CTRL, WIN) and any  

 6 keys at a time. By pressing the Nkey key (For CBL-87 is Fn+F10), the keyboard will change to true N-key rollover mode and the rollover 

LED will be tuned on. Now, you can press all the key down at the same time. During rollover mode switching, the rollover LED will be flashing 

rapidly. 

 디폴트(초기)상태에서 키보드는 최대 6 키까지 동시 입력이 됩니다. 이러한 조합은 USB 고유의 특성으로 (쉬프트, 알트, 컨트롤, 윈도우) 

그리고 6 개의 키가 동시입력 됩니다. N key(텐키리스의 경우 Fn+F10)를 누름으로 키보드는 True Full Nkey rollover 모드로 전환이 되며 

rollover LED 가 빠르게 깜박거린 후 점등됩니다. 이 모드는 전 키 동시 입력이 지원되며, rollover 키를 한번 더 누르시면 해지 되며, 

rollover LED 가 빠르게 깜박거린 후 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