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당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사는 열정을 가지고 당사의 전문 기술을 다듬을 것입니다.
좌절을 잊되, 충족되지 않은 잠재력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계까지 밀고 나가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욕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가 결코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헌신이 당사를 차별화하는 요소입니다.
불굴의 정신이 당사의 대명사입니다.

브랜드 스토리
당사는 예전의 보드 게임 유산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당사는 당사 고유의 게이밍 방침에 따라 이를 구현했습니다.
당사의 위대한 선배들이 말했듯이, 여러 세대 동안 승리는 호루수가 보호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러 세대 동안 파라오들로부터 상속 받은 용기와 지혜가 이제 AORUS를 통해

싸웁시다.
정복합시다.
여러분에 내재된 약점을 극복합시다.
앞에 펼쳐진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릅시다.
AORUS와 함께 탐험에 나섭시다.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만 진정한 게이머 정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태도이지, 성과가 아닙니다.
게임에 제자리를 찾아 줍시다.
당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부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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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지침

Windows® XP/ Vista/ Win7/ Win8 설치 지침

1 G1~G20 매크로 키

1 AORUS 공식 웹사이트에서 AORUS 매크로 엔진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2 매크로 프로필 스위치(1개의 표준 프로필, 5개의 매크로 프로필)

www.aorus.com
2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화면 지침을 따릅니다.
3 THUNDER K7을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3 조명 조절 휠(누르면 켜거나 끌 수 있음)
4 볼륨 조절 휠

4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UI가 자동으로 키보드를 인식합니다.

5 연결 핀

5 THUNDER K7에서 사용자의 개인 스킬 세트를 사전 정의합니다.

6 분리형 손목 받침대
7 고무 받침대 다리
8 20% 키보드 USB 연결 케이블

3 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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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rus
매크로 엔진
20% 키보드에 1개의 표준 프로필과 5개의 매크로 프로필이 있습니다.

표준 프로필 레이아웃(기본값)

경고:

Aorus 매크로 엔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타 5개의 매크로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표준 모드에서 K7을 설정할 때, USB 케이블을
20% 키보드 및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시스템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05 THUNDER K7 기계식 키보드

06 THUNDER K7 기계식 키보드

Maintenance
Should you have trouble operating the keyboard properly, please contact AORUS service center on
www.aorus.com for support. Do not attempt to service or fix the device yourself at any time.

Important information
Long period of repetitive motion using an improperly set-up workplace, or incorrect body posture
may be associated with physical discomfort and injury to nerves, tendons, and muscles.

Do not take the keyboard apart (doing so will also void your warranty) and do not remove the
keycaps under any circumstance.
Keep your keyboard away from liquid, humidity or moisture. Operate your keyboard only within the
specified temperature range of 0°C (32°F) to 40°C (104°F). Should you operate it in a temperature
that is beyond this range, unplug and switch off the device in order to let the temperature stabilize
within the optimal temperature range.

Safety

Production Information
AORUS THUNDER K7 Mechanical Gaming Keyboard
Model No.[型號]: GK-THUNDER K7
Product Name[品名]: Gaming Keyboard遊戲鍵盤

FCC Declaration :
This device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d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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