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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eatures: 

        1.     100% keyboard with QWERTY layout ( 108/109 Keys) 

       QWERTY 레이아웃 키보드 

        2.     MX RGB Black/Red/Brown/Blue Key 

       체리 MX 스위치 사용(흑축, 갈축, 정축, 적축) 

        3.     Double layer PCB 

       양면 기판 사용 

        4.     Keycap material: Double Shot PBT with sublimation legend/Laser engraving legend on Painted ABS 

       키캡 재질 : Double Shot  염료승화 PBT and ABS LASER (모델에 따라 달라집니다.) 

        5.     RGB LED backlight 

       RGB LED 백라이트 키보드 

        6.     USB Interface 

      인터페이스 :  USB 

 

Package Material: 

        1.     Keyboard x 1  

               키보드 한대 

        2.     User Manual x 1 

               사용자매뉴얼 1 부 

        3.      리무버 및 프라스틱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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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 : 특정 

Number of keys: 

US : 108 Keys (108 키 영문 한글 레이아웃) 

Dimension: 

44.1 x 13.8 x 4.3cm (Keyboard) 

Cable:      Interface: 

1.8 meters    USB (DC5V ----500mA) 

Key switch life time: 스위치 내구성    

>50 million actuations under normal operation at standard room condition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서 5 천만회 내구성 

 

 

 

 

Macro Programming Instruction 

       1.     Press PMode(Fn + Pn) to enter the programming mode (Pn LED flashing) 

              Fn + Pn : 프로그램 모드로 들어갑니다. Pn LED 가 깜박입니다 

       2.     Press the key you want to program (Pn LED on) 

              프로그램을 넣을 키를 선택 하십시오. Pn LED 점등됩니다 

       3.     Key in the programming content and then press Pn (Pn LED flashing again) 

              프로그램 하고 싶은 글 혹은 단어를 넣습니다. 그리고 Pn 키를 누르십시오.  Pn 키 다시 깜박입니다 

       4.     Repeat step 2 and step 3 to program other keys 

             다른 키를 프로그램하고 싶으시면 스텝 2,3 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 

       5.     Press PMode(Fn + Pn) to exit programming mode (Pn LED off) 

              Fn + Pn : 프로그램 모드 나오기입니다. Pn LED 소등됩니다 

       Note:  주의 

⚫ Under SELECT state (step 1), you can press Pn + any key to view its content in a word processing 

software (e.g., Notepad) 

프로그래밍 모드(Fn + Pn)에서 Pn+’아무 키’를 누르시면 프로그램 되어 있는 내용을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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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Support time delay, press 15ms key(Fn + Ins) each time to delay 15ms, press 0.1s key(Fn + Home)  

each time to delay 0.1s, press 0.5s key(Fn + PgUp) each time to delay 0.5s. Consecutive delay will add 

up but will only be counted as 1 key stroke 

타임 딜레이 키 15msec( Fn + Ins),  0.1 sec( Fn + Home),  0.5sec Fn + PgUp)을 통해 넣을 수 있으며, 

각각의 시간은 연속적으로 더 할 수 있으며 딜레이 타임 한번은 한 키의 메모리를 차지합니다.  

 

⚫ Every key can program up to 64 key strokes 

각각의 모든키는 64 개의  키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If there is no key pressed for 15 sec in programming mode, it will exit to normal mode 

프로그램 모드에서 15 초 동안 어떤 키 눌림이 없으면 정상 모드로 나옵니다.  

 

 

Programming Usage 

Press Pn + Programmed key, OR 

Press  to  light up the     LED first, then press the programmed key directly. If you press Pn + Programmed key at 

this moment, it will output the original key code. 

Pn + 프로그램된 키 또는  토글      키스위치를 누르시면  LED 가 점등 되며, 프로그램 된 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글키가 ON 된 상태에서 Pn + 프로그램된 키를 누르시면, 원래 키 값을 출력합니다.  

 

 

Programming Examples : 프로그램 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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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에 123 넣기 : Fn + Pn, A, 1, 2, 3, Pn 을 순서대로 누르세요. 프로그램을 끝내실 때는 Fn + Pn 을 누르시면 

노말 모드로 나오게 됩니다. 

 

2. Continue to program B as Ctrl + C: B, Ctrl(Not release), C, Release Ctrl and C, Pn 

계속 이어서 프로그램의 경우 추가로‘B’에 Ctrl + C 넣기 : B, Ctrl(누르고 계세요), C, Ctrl 과 C 를 놓고 Pn 

3. Continue to program C  to run CMD under WIN7: Win, C, Fn + Home, M, Fn + Home, D, Fn + PgUp, Enter, Pn 

추가로 ‘C’에 CMD  실행시키는 경우 : Win, C, Fn+Home, M,Fn + Home, D, Fn + PgUp, Enter,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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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nish programming: Fn + Pn 

프로그램 그만하기 : Fn + Pn 을 누르십시요 

5. Invoking programmed A: Pn + A  => Output 123 

노말 상태에서 ‘A’에 프로그램된 키 보기 : Pn + ‘A’ => 123 출력됩니다 

6. Invoking programmed C: Pn + C  => Running CMD.EXE 

C’에 프로그램된 키 보기 : Pn + C => CMD.EXE 실행됩니다 

7. Switch to Pn layer:      =>      LED on 

프로그램 된 모드를 들어가시려면  토글키를 누르십시요. =>  토글 LED 가 점등됩니다 

 (1) Invoking programmed B: B  => Output Ctrl + C (Same as copy) 

    실행하기 : B 를 누르시면 Ctrl + C 가 실행됩니다. (워드에서 복사하기 기능 

 (2) Invoking programmed C: C=> Running CMD.EXE 

   C 를 누르시면 CMD.EXE 가 실행됩니다 

 (3) If you need to get the A back (Now pressing A is 123): Pn + A => A 

  ‘A’에 프로그램 된 내용이 아니라 ‘A’를 출력하시려면 Pn + ‘A’를 누르십시요 

 

 

 

 

 

 

Rollover Mode Switch 

Press     , the     LED will be flashing till stop. It means the keyboard is switching the rollover mode.  LED 

is on for N-key rollover mode.  LED is off for 6-key rollover mode. 

N 키          를 누르시면 N 키 LED 가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N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시간입니다.  N 키 

LED 가 점등이 되면 모드로 진입이 된 것 이며 전 키 동시 입력이 가능하며, N 키 LED 가 꺼지면 6 키 동시입력(USB  

기본 동시키)이 지원됩니다.  

 

 

Restore to Factory Default 

Press and hold Fn + R,      LED is flashing after 3 sec. Continue to hold Fn + R until the      LED flashes fo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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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will restore to factory default. 

Fn + R 를 누르시고 유지 하면 토글 LED 가 3 초후 깜박입니다.  토글 LED 가 9 번 깜박 일 때 까지 Fn + R 을 유지 

하시면 공장 초기값으로 설정됩니다.  

 

 

Key Code Downloader 

By using our key code downloader (a separated software), user can read the macro from one keyboard and 

downloads it to another keyboards. Please go to the Deck website (http://www.deckkeyboards.com) to download 

the updated Downloader program. 

키코드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크로 값을 PC 로 저장 및 키보드에 다운로딩 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더 

프로그램을 다운 받으시려면 아래 링크 참조 하십시요. 

http://www.deckkeyboards.com 

 

 

Backlit modes : 백라이트모드 

There are 6 default backlit modes, by pressing Fn +      user can switch the backlit between different backlit mode, 

description as below in sequence. 

총 6 가지의 백라이트 모드가 있으며, Fn +     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순환 됩니다.    

 

 Colorful individual key dimming 컬러 인디비주얼 모드 

⚫ In this mode, each individual key press will cause the key’s backlit to change color according to 

one of the default color. 

이 모드에서는 키를 누르면 눌려진 키에서만 선택한 색상의 LED 가 점등 됩니다. 

 Colorful laser  컬러 레이져 모드 

⚫ In this mode, each individual key press will cause both sides of the pressed key to turn ON and 

continues to propagate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color according to the default 6 colors. 

이 모드에서는 눌려진 키 양쪽 사이드로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선택한 색상의 LED가 점등됩니다.  

 Colorful explosion  컬러 폭파 모드 

⚫ In this mode, each individual key press will cause the backlit nearby to turn ON and continues to 

spread through on the keyboard with different color according to the default 6 colors. 

이 모드에서는 눌려진 키에서 폭파 모양으로 선택된 색상의 LED 가 점등됩니다.   

⚫ Breathing  숨쉬기 모드 

⚫ In this mode, all of the keyboard backlit will being turned ON, the backlit then changing 

gradually between 6 default colors, Red, Yellow, Green, Cyan, Blue and Mage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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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드에서는 키보드 전체 LED 가 점차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지는 모드로 선택된 색사의 

LED 가 점등 됩니다. 

 Rainbow Wave 레인보우 웨이브 

⚫ In this mode, the whole keyboard backlit will being turned ON with the color like the rainbow, 

then it will keep changing its color and waving from the right hand side to left hand side.  

이 모드에서는 무지개 같이 색상의 LED 가 점등 되며, 파도처럼 여러 색상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점등됩니다. 

 Single color full backlit 싱글 칼러 모드 

⚫ In this mode, the keyboard backlit will being turned ON, in this moment user can press Fn +             

______ to switch between 6 default colors, Red, Blue, Green, Cyan, Yellow and Magenta.  

이 모드에서는 한가지 색상을 선택하는 고정 밝기 모드이며 Fn +   ,   를 누르면  빨강, 블루, 

그린, 청록, 노란 자홍색을 순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rogram the RGB value RGB : 값 프로그램 하기 

1 Press the Fn +       configuration key to enter the RGB configuration Mode 

Fn+       를 누르시면 RGB 변경 모드로 들어갑니다. 

 

2 The        will keep blinking and F1 – F8 will being turned ON with the default 8 colors, Red, Green, Blue, 

Yellow, Magenta, Cyan, Orange and White (first time only, will have different result when color palette has been 

modified). 

       키가 깜박이며, F1부터 F8까지 총 8가지 색이 레드, 그린, 블루, 노란, 자홍, 청록, 오렌지, 하얀색 LED가 

순서대로 점등 됩니다. (컬러 파레트가 수정되면, 위의 색상들은 다른 색상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3 Press any one of the color profile key from F1- F8 to choose the desire color profile for editing. 

F1 부터 F8 중 색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 한가지를 선택 하십시오.  

 

4 By pressing down any one of the color profile key, the rest of the color profile keys’ LED will turn OFF. 

한가지 색상을 선택하면, 그 외 색상의 LED 는 꺼집니다. 

5 The LED of NumLock key is using for indicating the current setup mode, toggle the mode by pressing the 



Mantella CBL108S  

RGB Mechanical Keyboard 

Version 1.3                       Page 8 
 

NumLock key. 

 넘락키의 LED 는 셋업모드 지시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LED of NumLock OFF for Fader mode 

넘락 LED OFF 시 페이드 모드(넘패드 방향키를 이용 변경할 때, 아래 내용 참조) 

 LED of NumLock ON for Advance mode 

            넘락 LED ON 시 어드벤스 모드(직접 숫자를 입력하는 모드) 

◼ Fader mode 

When the LED of NumLock Key is not turning ON, user can simply using the preset up/down control 

keys on the Numpad to increase or decrease the values of Red, Green or Blue color, while increasing 

or decreasing the color values, the LED of the current adjusting color will start blinking for indication. 

넘락 LED 가 OFF 되어 있을 때 유저는 간단히 위 아래 방향키를 이용하여 RGB 색상의 값을 

줄이거나 늘일 수 있습니다. 값이 변경 될 시에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변경되는 색상의 LED 가 

깜박입니다.  

 

 

 

a) Press number key “7” to increase or press 

number key “1” to decrease the value of Red 

color between 0-255. 

7 을 누르면 빨강(R) 색상이 증가하고, 1 을 누르면                                                               

감소하며, 0 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b) Press number key “8” to increase or press 

number key “2” to decrease the value of 

Green color between 0-255. 

                                   8 을 누르면 그린(G) 색상이 증가하고, 2 늘 누르면 감소하며, 0 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c) Press number key “9” to increase or press number key “3” to decrease the value of Blue color 

between 0-255. 

9 을 누르면 파란(B) 색상이 증가하고, 3 늘 누르면 감소하며, 0 부터 255 사이의 값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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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hile User is increasing or decrease any color’s value, the chosen color profile will change its 

color simultaneously. 

유저가 색상을 변경하는 동안 선택된 색상의 프로파일이 동시에 변경되어 집니다. 

e) Press the enter key on the Numpad any time to confirm the settings, then key “Y” and “N” 

will blink for requesting the confirmation, press “Y” for confirming the change or Press ”N” 

to ignore the change. 

넘패드의 엔터키를 누르면 셋업이 완료되며, 'Y' 와 'N'키가 깜박이게 됩니다. 변경을 확정하시려면,  

Y 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N 을 눌러 주십시오.  

 

 

◼ Advance mode   

When the LED of NumLock Key is turning ON, user can input the exact RGB values for the desire color 

they want.  

넘락 LED 가 ON 되어 있을 때, 유저는 정확한 RGB 값을 원하는 색상에 맞춰 넣을 수 있습니다.  

a) LED at Key“R” will keep blinking, input the Red color value on the numpad from 0-255, then 

press the “enter” on the numpad. 

넘락 키를 눌러(넘락키 LED 점등) 어드밴스 모드를 시작하게 되며, 'R'키 LED 가 깜박입니다. 이때  

레드 색상의 값을 넘패드에서 0 부터 255 까지 값을 직접 넣으신 후 넘페드 엔터를 치시면 입력이 

됩니다. 

b) LED at Key“G” will keep blinking, input the Green color value on the numpad from 0-255, then 

press the “enter” on the numpad. 

'R'키 입력이 끝나면 'G'키의 LED 가 깜박이며, 그린 색상의 값을 넘패드에서 0 부터 255 까지 값을 

직접 넣으신 후 넘페드 엔터를 치시면 입력이 됩니다. 

c) LED at Key“B” will keep blinking, input the Blue color value on the numpad from 0-255, then 

press the “enter” on the numpad. 

'G'키 입력이 끝나면 'B'키의 LED 가 깜박이며, 블루 색상의 값을 넘패드에서 0 부터 255 까지 값을 

직접 넣으신 후 넘페드 엔터를 치시면 입력이 됩니다. 

d) After the Blue value has been input, then key“Y” and “N” will blink for requesting the 

confirmation, press “Y” to confirm the change or Press ”N” to ignore the change. 

블루 색상을 입력 하게 되면, 키 'Y'와 'N'키가 깜박이며, 확정 하시려면 'Y'를 취소 하시려면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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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시면 됩니다. 

 

e) If the values have been confirmed, the corresponding color representing by these three RGB 

values will be shown on the chosen color profile key. 

각각의 색상 값이 확정 되면 프로파일 색상들이 상응하는 색상으로 변경됩니다. 

6. After pressing the key“Y” or key“N” from the above two modes, all the color profile keys will turn ON 

for choosing again, user can now edit another color profile by follow the steps above. 

위의 두 모드에서 'Y' 혹은 'N'키를 누른 후 컬러 프로파일 키 LED 들이 점등 되며, 유저는 다른 색상들도 

위와 같은 순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7. Press Fn + RGB configure key to quit the edit mode, the RGB configure key will stop blinking, keyboard is 

returned back for normal operation. 

Fn + RGB 를 누르게 되면 에디트 모드가 종류가 되며, RGB 키는 깜박임을 멈추며, 키보드는 노말(타건 

가능상태) 상태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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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izable backlit profile mode 

커스텀 백라이트 모드  

1. Entering the customizable backlit profile mode : Fn +  

커스텀 백라이트 모드 진입하기 : Fn +     

- LED on CN (SL, Scroll lock key) will blink for indicating that the mode is being activated, F9 - F12 (Four 

customizable backlit profile, 1 - 4) will turn ON with White color for indicating different profiles are ready 

for the user to choose 

     CN(스크롤락)키가 깜박이며, F9 부터 F12(커스텀 백라이트 모드 1 번부터 4 번) LED 가 하얀색으로 ON 

됩니다.  

2. Setting up the customizable backlit Profile: Profile 1 - 4 (F9 - F12)  

커스텀 백라이트 설정하기 

While the        is blinking, choose and press any one of the profile key (F9/F10/F11/F12), then all four LEDs 

on the profile keys will be turned OFF, this indicating that the backlit profile is successfully set to the chosen 

profile. 

       키가 반짝이는 동안 F9, F10, F11, F12중 하나를 선택해서 누르게 되면 4개의 LED는 모두 OFF가 됩니다.  

◼ If this is the first time of profile editing, all the backlit will be turned off. 

구매 후 첫 입력인 경우는 모든 백라이트가 꺼지게 됩니다.  

◼ If the profile has been edited before, the last backlit settings will show up. 

입력을 이전에 했을 경우는 최근 백라이트 모드로 보입니다. 

- Three indication LED
# 

(Capslock, ScollLock & NumLock) is not allowed for editing. 

     상태지시등 (캡스락, 스크롤락과 넘락)은 커스텀 백라이트 모드에서 제외 됩니다.   

3. Choose desire color for setting up the current profile: FN + F1-F8  

넣고 싶은 색상을 FN + F1~F8 을 통해서 선택 하십시오. (FN 을 누르시면 F1 부터 F8 까지 각각의 LED 색상이 

켜집니다)  

- After step 2, when pressing the Fn at anytime, the customized palette (F1-F8) and the LED of the current 

selected profile will turn ON, by holding the Fn in combination with F1-F8, user can choose the desire 

color for starting the LED profile setting. If holding the Fn in combination with F9-F12, the profile will 

being saved into the selected profile. 

2 단계 후 Fn 을 언제든지 누르시면, 색상 파레트(F1 부터 F8)키들의  LED 가 ON 됩니다. FN+F1 부터 F8 중 

한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색상을 선택 후 원하는 키들을 직접 누르면, 선택한 색상으로 LED 점등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전 키에 LED 색상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설정이 끝난 후,  Fn + F9~F12(2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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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선택 한 키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4. Setting the backlit profile: 백라이트 프로파일 설정하기 

- Now user can program any keys’ LED as they want in the chosen profile
#
. 

유저는 어떤 키의 LED 도 원하는 프로파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Three different situation as below;  

아래 3 가지의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If the LED on the target key is turning ON, press it will program it with the chosen color from  

step 3.  

설정 하려는 키의 LED 가 ON 되어 있다면, 3 단계에서 선택 할 수 있는 색상 키를 이용하여 다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 If the LED on the target key is turned OFF, press it will program it with the chosen color from  

step 3.  

설정 하려는 키가 OFF 되어 있다면, 3 단계에서 선택 할 수 있는 키를 이용하여 선택 할 수 있는 

색상 키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 By pressing the same key twice the LED color setting will be cancelled.  

같은 키를 두 번 누를 경우 선택 되어진 색상이 취소 할 수 있습니다. LED 가 꺼집니다.  

 

5. Finish the current profile setting: Fn + (F9-F12)  

프로파일 설정 끝내기 : Fn + (F9~F12) 

- When the profile editing is finished, by pressing Fn + [Chosen profile key in step 2] will save the settings. 

프로파일 수정이 끝나면 Fn + (선택되어진 F9 부터 F12)를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 Remember to press Fn + the same profile key which you have chosen in above step 2 or the settings will 

be lost. 

선택 된 프로파일은 잊어 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 해두십시오. 

 

6. Quit the edit mode: Fn +  

수정 모드 끝내기 : Fn +  

- By pressing Fn +        user will quit the customizable profile edit mode, then the LED on       (Sc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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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 key) will stop blinking, the keyboard is then back to normal operation and ready for experiencing the 

RGB backlit profile setting; also if user wants to ignore all the setting just did, press Fn +        anytime 

during to setup will do so. 

Fn +        누르게 되면 수정 모드가 끝나며        (스크롤락)키 LED 가 깜박임을 멈추며 키보드는 정상 

상태로 돌아 옵니다. 만약 세팅 도중 무시하고 싶으며, 단지 Fn +        를 누르시면 설정은 취소 됩니다. 

 
#
Up to 101keys, excluding the NumLock, CapLock, Scrolllock, Fn, Nkey, Pn and Toggle. 

 총 101 개의 키에서 설정이 가능하며, 넘락, 캡스락, 스크롤락 Fn, N 키, Pn 키 그리고 토글 키는 제외 됩니다. 

 

 

Fn key reference 

Fn keys Remark 

Fn + 

F1 

= 

Mute 

Multimedia Keys 

F2 Volume Down 

F3 Volume Up 

F4 Play/Pause 

F5 Previous Track 

F6 Next Track 

F7 Calculator 

F8 Lock Win key  

Pn Enter/Exit Programming Mode  

R Reset to default  

 Switch Backlight Mode 

Backlight control 
↑ Increase Brightness 

↓ Decrease Brightness 

S Save Backlight Status 

Ins Delay 15ms 
Only valid in 

programming mode 
Home Delay 0.1s 

PgUp Delay 0.5s 

SL  Backlit profile edit mode  

PS Programming RGB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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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Switching default backlit colors 

Only valid in Full 

backlit m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