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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Yamaha Venova™를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리코더식 운지 체계를 사용하여 싱글 리드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Venova
는 기존과 전혀 다른 유형의 관악기입니다. 기존의 관악기에 비해 관리가 훨씬 쉽
고 내구성이 더욱 좋습니다. Venova는 작고 가벼워서 어디서나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악기를 올바르게 조립하고 최 한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려면 사용설명서를 자세
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용설명서를 읽은 후에는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전
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책자에는 Venova 관리와 취급에 관한 참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기 연주법
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별도의 책자인 “Venova™  를 연주해봅시다!”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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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ova™는 Yamaha Corporation이 제조, 판매하는 분기관 관악기입니다. Venova™  및 
는 Yamaha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사용설명서



사용 전에 반드
본 사용설명서를 찾기 쉬운

 경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
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
는 것은 아닙니다.

• 어린 아이가 실수로 톤 홀 어댑
은 부품을 삼킬 수 있으므로 악
아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

취급상 주의

Yamaha는 부적절하게 악기를 사
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전 주의사항

안전 주의사항
시 “안전 주의사항”을 읽어 주십시오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

사항을 반
, 화재 및 
이 발생할 
음과 같은 

에 국한되

터 등의 작
기가 어린 
십시오 .

 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
드시 준수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
상 또는 본 악기나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
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
니다.

• 다른 사람에게 악기를 던지거나 휘두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고 마우
스피스나 다른 부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
다. 항상 조심스럽게 악기를 다루십시오.

• 악기 위에 앉거나 서지 말고 무거운 물건
을 올리지 마십시오 . 악기가 손상될 수 있
고 사용자와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취급상 주의

용하거나 개조하여 발생한 고장 또는 데이터 손실이나 파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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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 사용 시 참고 사항
다음 참고 사항을 준수하여 악기

악기 취급 시 참고 사항
• 악기를 난방기 근처 또는 직사
에 두거나 너무 차가운 곳에 
서도 안 됩니다. 악기가 변형
악기는 -20~50 °C 환경에서 

• 악기 위에 비닐, 플라스틱 , 고
형될 수 있습니다.

악기 관리 시 참고 사항
• 악기를 청소할 때 페인트 희석
사용하지 마십시오. 악기가 변

• 악기를 식기세척기나 끓는 물
고 올바르게 연주되지 않을 수

 악기를 좋은 상태로 보관
다음과 같은 적절한 악기 관리 및
십시오.

• 악기를 조립하기 전에 천을 사

• 악기를 연주한 후에는 악기 내
• 악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 본 사용설명서에 표시된 그림은
르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가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십시오.

광선(예: 낮의 차 내부)이 비치는 곳과 같이 너무 뜨거운 곳
방치하지 마십시오. 악기를 먼지나 진동이 심한 곳에 노출해
되거나 품질이 저하되어 성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

무로 만든 물체를 올리지 마십시오. 악기가 변색되거나 변

제나 기타 용액, 알코올, 세척제, 화학 약품 처리된 걸레를 
색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에 넣지 마십시오. 악기가 변형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수 있
도 있습니다.

 취급 지침에 따라 악기를 오랫동안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

용해서 결합부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십시오.

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제거하십시오 .
 청소하십시오(8쪽).

 설명용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 실제 악기에 나타나는 것과 다소 다



각부의 명칭

리드

옥타브 키 

후크 홀
후크 홀은 악기를 사
용하지 않을 때 임시
로 걸어놓을 수 있도
록 끈 등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

썸 후크 
본체

마우스피스
악기는 Yamaha 4C와 같은 마우
스피스가 제공됩니다.리가춰

톤 홀 어댑터
어댑터를 연결하면 악기를 독일식 
운지법으로 연주할 수 있고 , 제거하
면 바로크식 운지법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 (어댑터가 설치되어 출고
됩니다.)

D 키
사용설명서  5

메인 키

D# 키

C 키

C# 키



각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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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
• 마우스피스 캡 ×1

• 리드와 마우스피스는 쉽게 
손상됩니다. 악기를 보관하
거나 악기를 연주하지 않을 
때는 마우스피스 캡으로 마
우스피스를 덮어서 리드와 
마우스피스를 보호하십시오.

케이스에 스트랩 연결
케이스는 편리한 휴 용 스
제공됩니다 . 스트랩을 연결
랩이 오른쪽 절차에 따라 
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스트
하지 않으면 케이스에서 풀
또는 케이스가 손상될 수 
• 특수 케이스 ×1
• 휴 용 케이스 스트랩 ×1

• 특수 소제봉(볼 체인 포함) ×1

• 사용설명서(본서) ×1
• “Venova ™를 연주해봅시다 !” (다른  

책자) ×1

그림은 스트랩을 연결한 
케이스 모습입니다.

트랩이 함께 
할 경우 , 스트

단단히 연결되

랩을 잘 연결
려서 악기 및/

있습니다 . 5cm 이상



연주 전

 마우스피스 연결
마우스피스를 연결하기 전에 천
넥 결합부에서 먼지나 이물질을 

1 마우스피스를 단단히 쥐고
돌려가며 본체의 넥 결합부
습니다.

• 마우스피스를 분리할 때는 양
려가며 마우스피스를 당깁니
피스를 바로 연결하거나 당기
부의 고무 부분이 손상될 수 

2 리가춰는 가늘어지는 쪽 끝
마우스피스로 밀어 넣습니

3 리드를 마우스피스에 연결
먼저 마우스피스 가장자리
드 끝에서 보이도록 리드를
리가춰 나사(2)를 조여서 
합니다.

리드 연결에 관한 자세한 정보
제공되는 “Venova™  를 연주해
책자를 참조하십시오.

리드
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양옆으로 
에 밀어 넣

옆으로 돌
다. 마우스
면 넥 결합

있습니다.

부분부터 
다.

합니다 .  
 위쪽이 리
 놓습니다. 
리드를 고정

 튜닝 정보
기본적으로 Venova는 튜닝이 필요 없습니
다. 이 악기는 마우스피스를 끝까지 밀어 
넣으면 A=442Hz에 맞추어 연주됩니다 . 악
기를 다른 피치에 튜닝해야 한다면 마우스
피스를 본체에서 약간 당겨서 낮게 튜닝할 
수 있습니다. 악기 내부 온도가 튜닝에 영
향을 주고 특히 추운 날씨에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튜닝 전에 바람을 불어넣어서 악기
를 데우십시오.

• 마우스피스를 너무 밖으로 당기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마우스피스를 너무 당기
면 피치 밸런스가 나빠져서 연주가 어려
워집니다.

 악기 놓기
악기를 연주하지 않을 때는 아래 그림과 같
이 평평한 곳에 놓으십시오. 악기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의자나 음악 스탠드, 기타 
불안정한 곳에 놓지 마십시오. 또한, 악기
를 벽 등에 기 지 마십시오.

마우스피스를 (지나치지 않게)  
약간만 당겨서 피치를 낮추십시오 .
사용설명서  7

는 함께 
봅시다!” 

리가춰 
나사

악기는 키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위쪽으로 향하게 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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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후

 연주 후 악기 관리
 악기를 연주한 후에는 항상 리
슨하게 하고 리드를 마우스피
다음 거즈로 습기를 제거하십
춰도 마우스피스에서 제거합

• 마우스피스 끝이 상하지 않게
시오.

 마우스피스를 악기에서 제거
러운 천으로 마우스피스 안쪽
십시오. 악기 내부는 기본으로
소제봉으로 청소합니다.

• 마우스피스를 분리할 때는 양
려가며 마우스피스를 당깁니
피스를 바로 연결하거나 당기
부의 고무 부분이 손상될 수 

소제봉 사용

1 소제봉의 볼 체인 끝을 악기
합부에서부터 넣습니다 . 

2 악기를 부드럽게 흔들어서
반 쪽 끝으로 빠져나오게

3 볼 체인을 부드럽게 당겨서
로 본체 안쪽의 습기와 먼지
니다.

• 소제봉을 너무 빨리 당기면 소
체에 걸릴 수 있습니다.

• 소제봉은 항상 깨끗하고 건조
보관하십시오.
가춰를 느
스에서 뺀 
시오. 리가
니다.

 주의하십

하고 부드
을 청소하
 제공되는 

옆으로 돌
다. 마우스
면 넥 결합

있습니다.

의 넥 결

 볼 체인이 
 합니다.

 소제봉으
를 제거합

제봉이 본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악기 표면을 닦
습니다. 키를 너무 힘주어 닦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우스피스와 본체는 모두 세척이 가능
합니다. 세척 후에는 소제봉이나 부드러
운 천을 사용하여 습기를 모두 제거하십
시오.

 악기를 케이스에 넣기
 악기를 케이스에 넣을 때는 7쪽을 참조
하고 마우스피스가 본체에 똑바로 연결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악기가 손상
되지 않도록 마우스피스가 제 로 연결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A

마우스피스가 본체에 똑바로 연결되어 있
는지 확인합니다.

A

한 상태로 

 케이스 뚜껑(A)의 슬라이드 록이 케이스
에서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 옷이나 
소제봉이 록에 걸려서 케이스나 악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보관 주의사항
악기를 케이스에 넣기 전에 습기
물질을 제거하십시오. 지나친 고
온에 노출될 만한 곳에 악기를 보
십시오.

 리드 관련 정보
악기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리드
상되거나 진동이 나빠지면 새로
교체하십시오.
수지 리드 외에도 케인으로 만든
용할 수 있습니다.

Yamaha는 연주의 질을 더 높
다음은 Venova 전용으로 제

부품 이름

Venova용 소제봉

Venova용 수지 리드

마우스피스 패치(S)
연주 후 

, 기름, 이
온이나 저
관하지 마
는 끝이 손
운 것으로 

 리드도 사

별매품

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부속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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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부속품입니다 . 한 번 사용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기능 /사용법

Venova 내부를 청소하고 건조하기에 적합합니다 .

Venova에 사용하는 수지 리드입니다 .

암부슈어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치아로 인해 마
우스피스가 마모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



JA EN DE FR ES PT RU ZH KO

B0


	安全上のご注意
	■ 注記(ご使用上の注意)
	■ 長くお使いいただくために

	各部の名称
	■ 同梱品

	演奏の前に
	■ マウスピースの取り付け方
	■ チューニングについて
	■ 楽器の置き方

	演奏の後に
	■ 楽器のお手入れ
	■ ケースへのしまい方
	■ 保管上のご注意
	■ リードについて

	Contents
	PRECAUTIONS
	Nomenclature
	Before Playing
	After Playing
	Separately Sold Accessories
	Inhalt
	VORSICHTSMASSNAHMEN
	Teilebezeichnungen
	Vor dem Spielen
	Nach dem Spielen
	Einzeln verkauftes Zubehör
	Table des matières
	PRÉCAUTIONS D'USAGE
	Nomenclature
	Avant de jouer
	Après le jeu
	Accessoires vendus séparément
	Contenido
	PRECAUCIONES
	Nomenclatura
	Antes de tocar
	Después de tocar
	Accesorios de venta por separado
	Sumário
	PRECAUÇÕES
	Nomenclatura
	Antes de tocar
	Depois de tocar
	Acessórios vendidos separadamente
	Оглавление
	ТЕХНИ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означения
	Перед началом игры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игры
	Отдельно продаваемые аксессуары
	目录
	注意事项
	乐器各部件名称
	演奏前
	演奏后
	单独出售的配件
	목차
	안전 주의사항
	각부의 명칭
	연주 전
	연주 후
	별매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