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설명서
사용하시기 전에 사용 및 안전주의 사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ZOOM CORPORATION
이 설명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사 또는 재인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이
문서의 제품 이름, 등록 상표 및 회사 이름은 해당 회사의 재산입니다.
이 문서의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사용 및 안전 예방 조치
이 사용 설명서에서 기호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읽어야하는 경고 및 주의를 강조하는데 사용됩니다.
이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Warning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유발할 수 있음

Caution

부상이나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

사용된 다른 기호
의무적인 행동

금지된 행동

경고
■ AC 어댑터를 사용한 조작
ZOOM AD-19 이외의 다른 AC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콘센트 및 기타 전기 배선 장비의 정격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압이 다른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서 장비를 사용하기 전 항상 ZOOM 제품을 취급하는 상점에 문의하
고 적절한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 변경
본체를 열거나 제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주의
■ 제품 취급
장치를 떨어뜨리거나 부딪치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물질이나 액체가 기기에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운영 환경
매우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히터, 스토브 및 기타 열원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습도가 매우 높거나 물이 튀는 곳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진동이 많은 곳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먼지나 모래가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AC 어댑터 취급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항상 플러그를 잡아 당기십시오.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와 번개가 칠 때는 콘센트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연결 케이블 및 입력 / 출력 단자
케이블을 연결하기 전에 항상 모든 장비의 전원을 끄십시오.
장치를 옮기기 전에 항상 모든 연결 케이블과 AC 어댑터를 분리하십시오.

■ 음량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하지 마십시오.

■ 다른 전기 장비와의 간섭
안전을 고려하여
는 전자파 방출을 최소화하고 외부 전자파의 간섭을 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그러나 간섭에 매우 취약하거나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장비는 근처에 두면 간섭을 일으킬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와 다른 장치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십시오.
를 포함하여 디지털 제어를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전자 장치 및 전자기 간섭으로 인해 오작동이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파손되어 예기치 않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용에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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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더러워지면 부드러운 천을 사용하여 장치 외부를 청소하십시오. 연마성 세제, 왁스, 알코올, 벤젠 또는 페
인트 시너와 같은 용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경우 물기를 완전히 짜낸 젖은 천을 사용하여 닦으십
시오.

■ 고장 및 오작동.
장치가 고장나거나 오작동하면 즉시 AC 어댑터를 분리하고 전원을 끄고 다른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제품 모델, 일련 번호, 고장 및 오작동의 특정 증상,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함께 ZOOM 서비스를
구입한 상점에 문의하십시오.

■ 저작권

• Windows 는 Microsoft Corporation의 등록 상표 입니다.
• Macintosh, Mac OS 및 iPad는 Apple Inc.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 입니다.
• SD, SDHC 및 SDXC 로고는 상표입니다.
• 이 문서의 기타 제품 이름, 등록 상표 및 회사 이름은 해당 회사의 재산입니다.
참고 :이 문서의 모든 상표 및 등록 상표는 식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CD, 레코드, 테이프, 라이브 공연, 비디오 작품 및 방송을 포함한 저작권이 있는 소스의 기록은 개인 용
도 이외의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이용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됩니다.
Zoom Corporation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자동 전원 끄기 기능에 대한 참고 사항
10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원을 항상 켜두려면 자동 절전 기능 비활성화를 참조하십시오.

FCC 규정 경고 (for U.S.A.)
참고 :이 장비는 FCC 규칙 제 15 부에 따라 테스트 되었으며 B급 디지털 장치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
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지역 설치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이 장비
는 무선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
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켜 장비를 껐다가 켜서 결정할 수있는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띄우십시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는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대리점이나 숙련 된 Radio /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For EU Countries
Declaration of 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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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ZOOM LiveTrak

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12 채널 디지털 믹서 및 멀티 트랙 레코더
는 디지털 믹서와 총 12 개의 입력 채널 (8 개의 모노 및 2 개의 스테레오), 최대 14 개의 트랙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멀티 트랙 레코더 및 14-in / 4-out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결합한 것 입니다. 작고 가벼운
이 디지털 믹서는 운반이 간편하며 리허설 스튜디오, 카페, 기타 작은 장소에서 라이브 천공 작업을 위한 PA 시
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품질의 마이크 프리앰프
에는 8 채널 용 고품질의 마이크 프리 앰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48 V 팬텀 전력을 제공 할 수 있는
고품질 아날로그 입력은 -128 dBu EIN 정격과 +60 dB 최대 입력 게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채널 1, 2는
Hi-Z 입력을 지원하며, 채널 3 ~ 8은 PAD 기능(26dB 감쇠)을 가지고 있어 높은 수준의 입력을 수용할 수 있습
니다.

5 개의 MONITOR OUT 채널
MASTER OUT 외에

에는 5 개의 MONITOR OUT 채널도 있습니다. MONITOR OUT 믹스는 각 출력에

대해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헤드폰으로 각각의 연주자에게 서로
다른 믹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있는 디지털 믹서
는 메뉴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믹서 파라미터는 아날로그 믹서처럼 노브와 키로 제어할 수 있습니
다. 각 채널에는 3 밴드 EQ가 있고 모노 채널에는 컴프레서 기능이 있습니다. 믹서에는 고품질 전송 효과도 포
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대 9 개의 믹서 상태 장면을 기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레코더는 14 개의 트랙을 동시에 녹음하고 12 개의 트랙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는 모든 채널과 마스터 페이더 스테레오 신호 출력을 총 14 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기
록된 데이터는 16/24 비트, 44.1 / 48 / 96kHz WAV 형식으로 저장되므로 파일을 컴퓨터에 쉽게 복사하여 DAW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 트랙 레코더를 사용하여 오버 더빙 및 펀칭 인 / 아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4-in / 4-out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는 14-in / 4-out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각 입력 및 마스터 페이더 출력의 신호를
DAW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스테레오 채널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iOS 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클래스 호환 모드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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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프로젝트

사용 및 안전 예방 조치 소개

프로젝트 이름 변경
프로젝트 삭제
프로젝트 보호
프로젝트 정보 확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저장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프로젝트 마크 관리

각부의 명칭과 기능
상단
후면 패널l

장비 연결 예
Live PA system

오디오 파일

디스플레이 개요
홈 화면

오디오 파일 삭제
오디오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내보내기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오디오 파일 가져 오기

기기 켜기 / 끄기
기기 켜기
전원 끄기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사용
드라이버 설치
컴퓨터에 연결
컴퓨터에서 스테레오 채널로 리턴 신호 입력

MENU 화면 사용

믹서
출력 장치에서 입력 사운드 출력
톤 및 패닝 조정
내장 효과 사용
장면 기능 사용

카드 리더 기능 사용
녹화 및 재생 설정
녹화
자동
레벨
대기
재생

MONITOR OUT A–E에서 출력되는 신호 설정

녹음 및 재생
녹음 준비
트랙 녹음 및 재생
마크 추가
녹음 부분 재실행 (펀칭 인 / 아웃)

형식 변경
녹화 설정 표시
미터의 녹음 레벨
시간 조정 활성화
모드 변경

SD 카드 설정
SD 카드의 열린 공간 확인
SD 카드 포맷
SD 카드 성능 테스트

트랙 믹싱
자동 기록
녹음을 시작하기 전 오디오 캡처프
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 선택
재생할 프로젝트 선택

다양한 설정
날짜와 시간 설정
풋 스위치 설정
샘플링 속도 변경
자동 절전 기능 비활성화
기능 디스플레이 대비 조정
설정을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
펌웨어 버전 확인
펌웨어 업데이트

메트로놈 사용
메트로놈 활성화
메트로놈 설정 변경

슬레이트 마이크 사용
슬레이트 마이크로 녹음
슬레이트 마이크 설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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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명세서
전송 효과 사양
믹서 블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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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의 명칭과 기능
상단
입력 채널 섹션

① MIC/LINE 입력 잭

② 48V 스위치 / 표시기
③ Hi-Z 스위치
④ PAD 스위치
⑤ SIG 표시기
⑥ GAIN 노브

⑦ COMP 노브

⑧ SEL 버튼
⑨ REC/PLAY 버튼

① MIC/LINE 입력 잭
이 입력 잭에는 내장 마이크 프리 앰프가 있습니다. 마이크, 키보드 및 기타를 연결하십시오.
XLR 및 1/4 인치 (평형 또는 불평형) 전화 플러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48V 스위치 / 표시기
+48 V 팬텀 전원을 켜거나 끕니다. MIC / LINE 입력 잭 1 ~ 4 (또는 5 ~
) to supply . 스위치가 켜지면 표시등이
8)의 팬텀 전원을 켜십시오 (
켜집니다.
③ Hi-Z 스위치
MIC / LINE 입력 잭 1 (또는 2)의 입력 임피던스를 전환하는 데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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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또는베이스 기타를 연결할 때(

) 전원을 켜십시오

④ PAD 스위치
이는 MIC / LINE 입력 잭에 연결된 장비의 입력 신호를 26dB 감쇄 (감소)
시킵니다.
라인 레벨 장비를 연결할 때 (

) 이 기능을 켜십시오.

⑤ SIG 표시기
이 인디케이터는 GAIN 노브로 조정한 후의 신호 레벨을 보여줍니다.
표시기 색상은 신호 레벨에 따라 변경됩니다.
빨간 점등: −3 dB
녹색 점등: −48 to −3 dB
⑥ GAIN 노브
마이크 프리 앰프의 입력 게인 값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조정의 범위는 (채널 3-8 채널 하이 Z 1-2 또는 PAD)를 MIC / 라인 입력 단자가 스위치의 온 / 오프 상태
에 따라 달라진다.
잭
MIC / LINE 입력 잭 1–2 (XLR)
MIC / LINE 입력 잭 1–2 (TRS)
MIC / LINE 입력 잭 3–8

조정 범위
+16 – +60 dB
Hi-Z off

+16 – +60 dB

Hi-Z on (TS)

+6 – +50 dB

PAD off

+16 – +60 dB

PAD on

-10 – +34 dB

⑦ COMP 노브
압축량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⑧ SEL 버튼
채널 스트립 섹션에서 파라미터 조정을 위한 채널을 선택하는 데 사용합니다.
SEL 버튼이 켜진 채널은 채널 스트립 섹션 조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⑨ REC/PLAY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여 SD 카드에 입력 신호를 녹음하고 SD 카드에서 이미 녹음된 파일을 재생합니다.
상태

설명

빨간 점등

컴프레서를 통과한 후 입력 신호가 SD 카드에 기록됩니다.

녹색 점등

이미 녹음된 파일이 재생됩니다. 이퀄라이저 전에 재생 신호가 입력됩
니다. 이 상태에서는 입력 잭의 신호가 비활성화됩니다.

소등

파일이 기록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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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LINE 입력 잭 (TS)

⑪ LINE 입력 잭 (RCA)

⑫ USB 버튼

⑬ MUTE 버튼

⑭ 레벨 미터

⑮ 채널 페이더

⑩ LINE 입력 잭 (TS)
이 입력 잭을 사용하여 라인 레벨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예를 들어 키보드 또는 오디오 장치를 연결합
니다. 1/4 인치 (언밸런스) 폰 플러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왼쪽 LINE 입력 잭 (TS) 채널만 연결된 경우 모노 채널로 처리됩니다.

⑪ LINE 입력 잭 (RCA)
이 입력 잭을 사용하여 라인 레벨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예를 들어, 오디오 장치를 연결하십시오.
RCA 핀 커넥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RCA 및 TS LINE 입력 잭이 모두 연결된 경우 TS 입력 잭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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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USB 버튼
신호 입력을 채널 9/10 (또는 11/12)으로 전환합니다.
점등 : 컴퓨터에서 출력되는 오디오 리턴 신
호소등 : LINE 입력 잭
NOTE
를 컴퓨터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십시오. (→ 컴퓨터에 연결)

⑬ MUTE 버튼
신호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합니다.
채널을 음소거하려면이 버튼을 눌러 켜십시오.
TIP
이것은 SD 카드에 기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⑭ 레벨 미터
채널 페이더로 조정한 후의 신호 레벨이 표시됩니다.
표시된 범위: -48 dB – 0 dB
NOTE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 장면 기능을 사용하여 불러온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레벨 미터
는 리콜된 페이더 위치를 보여줍니다.

⑮ 채널 페이더
채널 신호 레벨을 -∞ ~ +10 dB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9

CHANNEL STRIP 섹션
② HIGH 노브

① EQ OFF 버튼

⑦ SEND EFX 노브

③ MID FREQ 노브

⑧ PAN 노브

④ MID 노브

⑤ LOW 노브

⑥ LOW CUT 버튼

① EQ OFF 버튼
이 버튼이 켜지면 HIGH, MID, LOW 및 LOW CUT이 무시됩니다.
② HIGH 노브
고주파 이퀄라이제이션의 부스트 / 컷을 조정합니다.
유형 : shelving
게인값 범위: −15 db – +15 dB
주파수: 10 kHz
③ MID FREQ 노브
중간 주파수 이퀄라이제이션의 중심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주파수 (Hz) : 100, 140, 200, 250, 315, 500, 800, 1k, 1.3k, 2k, 3k, 5k 또는 8k
④ MID 노브
중간 주파수 이퀄라이제이션의 부스트 / 컷을 조정합니다.
유형: peaking
게인값 범위: −15 db – +15 dB
주파수 : MID FREQ 노브로 설정
⑤ LOW 노브
저주파수 이퀄라이제이션의 부스트 / 컷을 조정합니다.
유형: shelving
게인값 범위: −15 db – +15 dB
주파수: 100 Hz
⑥ LOW CUT 버튼
고역 통과 필터를 켜거나 끄면 저주파수가 차단됩니다.
ON 일 때 75Hz 미만의 신호는 12dB / 옥타브 감쇠됩니다.
⑦ SEND EFX 노브
SEND EFX 버스로 전송될 수있는 양은 -∞에서 + 10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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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PAN 노브
스테레오 필드에서 채널 위치를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테레오 입력 채널에서 왼쪽과 오른쪽 채널 간의 음량 균형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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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ER MODE 섹션

① MASTER 및 A–E 버튼

① MASTER 및 A–E 버튼
이 스위치는 MASTER OUT 및 MONITOR OUT A–E 잭의 믹스 출력간에 전환됩니다.
MASTER 버튼 : MASTER OUT 잭에서 믹스 출력을 표시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A–E 버튼 : MONITOR OUT A–E 잭에서 믹스 출력을 표시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NOTE
MASTER 및 A–E 믹스에 대해 별도의 설정을 가질 수 있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더 위치 (각 채널)
- EFX RETURN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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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 섹션
① ON 버튼
② RESET 버튼

③ 1–9 버튼

④ RECALL 버튼
⑤ SAVE 버튼

① ON 버튼
장면 기능을 사용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켭니다.
② RESET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믹서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③ 1–9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믹서 상태를 저장하고 저장된 장면을 로드하는 데 사용할 장면을 선택하십시
오. 현재 믹서 설정이 장면의 설정과 일치하면 해당 숫자 버튼이 켜집니다.
본 기기는 최대 9 개의 장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④ RECALL 버튼
버튼 1 ~ 9 에 저장된 장면을 로드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면 장면을 저장한 경우 버튼 1–9가 깜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꺼집니다.
저장된 장면을 불러 오려면 1과 9 사이에서 깜박이는 버튼을 누르십시오. 장면 불러 오기를 취소하려면
RECALL 버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⑤ SAVE 버튼
현재 믹서 설정을 장면에 저장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면 장면을 저장한 경우 버튼 1 ~ 9가 켜지고 그렇지 않으면 깜박입니다.
장면을 저장하려면 1에서 9 사이의 버튼을 눌러 해당 번호로 저장하십시오. 장면 저장을 취소하려면 SAVE 버
튼을 다시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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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effect (SEND EFX) 섹션

① Effect type 목록

② TYPE 노브

③ Parameters 1 과 2

④ EFX RETURN MUTE 버튼

⑤ EFX RETURN 레벨 미터

⑥ EFX RETURN 페이더

① Effect type 목록
내장 되어있는 이펙트 목록입니다.
현재 선택된 이펙트의 이름이 켜집니다.
선택되면 깜박입니다.
다른 효과를 선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이전에 선택한 효과는 선택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② TYPE 노브
내장 이펙트를 선택할 때 사용하십시오.
이 노브를 돌려 이펙트 형식을 선택하고 눌러 확인합니다.
③ Parameters 1 과 2
선택한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이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각 효과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효과 보내기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④ EFX RETURN MUTE 버튼
내장 이펙트에서 전송 된 신호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합니다.
신호를 소거하려면이 버튼을 눌러 신호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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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FX RETURN 레벨 미터
EFX RETURN 페이더 이후 내장 이펙트에서 MASTER 및 MONITOR 버스로 전송되는 신호 레벨은 -48 dB ~
0 dB 범위로 표시됩니다.
⑥ EFX RETURN 페이더
내장 이펙트에서 MASTER 및 MONITOR 버스로 전송되는 신호 레벨은 -∞ dB ~ +10 dB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예를 들어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 장면 기능을 사용하여 불러온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레벨 미터에
리콜된 페이더 위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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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ut section
① MASTER 출력 잭
② MONITOR 출력 A잭
③ MONITOR 출력 A 폰 잭
④ MONITOR 출력 B-E 폰 잭

⑤ MONITOR OUT A 노브
⑥ MONITOR OUT A 폰 노브
⑧ MONITOR OUT A 스위치

⑦ MONITOR OUT B-E 노브

⑨  MONITOR OUT
B-E 스위치

⑩ MASTER REC/PLAY 버튼
⑪ MASTER MUTE 버튼
⑫ 마스터 레벨 미터

⑬ 마스터 페이더

① MASTER OUT 잭
이 잭은 마스터 페이더로 볼륨을 조정한 후 신호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파워 앰프, PA 시스템 또는 앰프가 내장된 스피커에 연결하십시오.
XLR 커넥터 (2 HOT)로 밸런스 출력을 지원합니다
② MONITOR OUT A 잭
이 잭은 MONITOR OUT A 노브로 볼륨을 조정한 후 신호를 출력합니다.예
를 들어 믹서 운영자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1/4 인치 잭 폰 출력 밸런스를 지원합니다.
NOTE
MONITOR OUT A 단자는 MASTER OUT 단자와 동일한 신호를 출력하거나 페이더 모드 섹션에서 별도로
설정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MONITOR OUT A–E 출력 신호 선택)

③ MONITOR OUT A 폰 잭
이 헤드폰 잭은 MONITOR OUT A PHONES 노브로 볼륨을 조정한 후 신호를 출력합니다.
NOTE
MONITOR OUT A PHONES 잭은 항상 MONITOR OUT A 잭과 동일한 신호를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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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MONITOR OUT B–E PHONES 잭
이 헤드폰 잭은 MONITOR OUT B–E PHONES 노브로 볼륨을 조정한 후 신호를 출력합니다.

NOTE
MONITOR OUT B–E 단자는 MASTER OUT 단자와 동일한 신호 또는 페이더 모드 섹션에서 별도로 설정
된 신호를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MONITOR OUT A–E에서 출력되는 설정 신호)

⑤ MONITOR OUT A 노브
MONITOR OUT A 잭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볼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⑥ MONITOR OUT A PHONES 노브
MONITOR OUT A PHONES 잭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볼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⑦ MONITOR OUT B–E 노브
MONITOR OUT B–E PHONES 잭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볼륨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⑧ MONITOR OUT A 스위치
L / R 단자와 PHONES 단자 사이의 MONITOR OUT A 출력을 전환합니다.
상태
MASTER (
A(

설명
)

)

MASTER OUT과 동일한 신호가 출력됩니다.
FADER MODE 섹션에서 설정한 신호가 출력됩니다.

⑨ MONITOR OUT B–E 스위치
MONITOR OUT B–E PHONES 잭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전환합니다.
상태
MASTER (
B-E(

설명
)

)

MASTER OUT과 동일한 신호가 출력됩니다.
FADER MODE 섹션에서 설정한 신호가 출력됩니다.

⑩ MASTER REC/PLAY 버튼
이 버튼을 사용하여 마스터 버스의 신호 입력을 SD 카드에 기록하는 것과 SD 카드에서 이미 기록된 파일을
재생하는 것 사이를 전환합니다.
상태

설명

빨간 점등

마스터 페이더로 조정 한 후 신호가 SD 카드에 기록됩니다.

녹색 점등

파일의 재생 신호가 마스터 버스에 삽입됩니다. 이때 다른 채널의 REC / PLAY 버튼이
꺼집니다.

소등

파일이 기록되거나 재생되지 않습니다.

⑪ MASTER MUTE 버튼
MASTER OUT 잭을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합니다.
신호를 소거하려면 이 버튼을 눌러 켜십시오.
⑫ Master 레벨 미터
여기에는 MASTER OUT 잭에서 출력되는 신호 레벨이 -48 dB ~ 0 dB 범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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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마스터 페이더
MASTER OUT 단자에서 출력되는 신호 레벨을 -∞ ~ +10 dB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NOTE
예를 들어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 장면 기능을 사용하여 불러온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레벨 미터에
리콜된 페이더 위치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AUTO REC가 활성화되면 마스터 페이더의 위치는 표시되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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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ER 섹션
① Slate mic
② SLATE 버튼 / 표시기
③ 디스플레이
④ MENU 버튼
⑤ 선택 엔코더
⑥ TEMPO 버튼 / 표시기
⑦ STOP 버튼

⑧  PLAY/PAUSE 버튼 / 표시기
⑨ REC 버튼 / 표시기
⑫ OVER DUB 버튼 / 표시기

⑩ REW 버튼
⑪ FF 버튼

① SLATE MIC
주석을 녹음하기 위한 내장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 입력은 SLATE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활성화됩니다.
입력 채널을 채널 1-12, MASTER 또는 모든 채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슬레이트 마이크 라우팅 변경)
② SLATE 버튼 / 표시기
슬레이트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슬레이트 마이크가 활성화되고 표시등이 켜집니다.
③ 디스플레이
레코더 상태와 MENU 화면이 표시됩니다.
④ MENU 버튼
메뉴가 열립니다.
⑤ 선택 엔코더
메뉴와 값을 변경하고 항목 사이를 이동할 때 사용하십시오.
조작

결과

메인 레코더 화면이 열리면
켜십시오

1 초 단위로 앞뒤로 검색합니다.

메인 레코더 화면이 열리면
푸시

마크가 설정됩니다.

메뉴가 열릴 때 켜십시오

매개 변수 사이를 이동하고 값을 변경하십시오.

메뉴가 열릴 때 누릅니다

파라미터 값을 확인하십시오.

⑥ TEMPO 버튼 / 표시기
레코더에 내장된 메트로놈의 템포를 설정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레코더가 평균값에서 템포를 감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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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및 재생 중에는 표시가 40.0–250.0 bpm의 템포로 깜박입니다.
메트로놈 설정은 메트로놈 설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⑦ STOP 버튼
레코더가 중지됩니다.
⑧ PLAY/PAUSE 버튼 / 표시기
레코더 재생이 시작되고 일시 중지됩니다. 표시기는 다음과 같이 재생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태

설명

녹색 점등

레코더가 재생 중입니다.

녹색으로 깜박임

재생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⑨ REC 버튼 / 표시기
레코더가 녹음 대기 상태가 됩니다. 표시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태

설명

녹색 점등

레코더가 녹음 중이거나 녹음 대기 중 입니다.

빨간색으로 깜박임

녹음이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⑩ REW 버튼
누르면 이전 표시로 이동합니다.
마크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시작으로 이동합니다.
처음에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뒤로 검색하려면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를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⑪ FF 버튼
다음 마크로 이동하려면 누릅니다.
마지막 표시인 경우 파일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 버튼을 다시 누르면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합니다.
길게 누르면 앞으로 검색합니다. (길게 누를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⑫ OVER DUB 버튼 / 표시기
상태

설명

점등(ON)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덮어 써서 기록하십시오.

소등 (OFF)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를 생성하고 새로 녹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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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POWER 스위치
를 켜거나 끕니다.
전원을 켜려면 ON으로 전환하십시오. 전원을 끄려면

⑨ CONTROL IN 잭

⑧ SD card 슬롯

⑦ SAMPLE RATE 스위치

⑥ CLASS COMPLIANT MODE
스위치

⑤ USB DEVICE 포트

④ MODE 스위치

③ USB HOST 포트

② DC IN 12V AC 어댑터 커넥터

① POWER 스위치

후면 패널

로 전환하십시오.

POWER 스위치 설정이 OFF로 변경되면 현재 믹서 설정이 기기 및 SD 카드의 프로젝트 폴더에있는
설정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② DC IN 12V AC 어댑터 커넥터
포함된 AC 어댑터를 여기에 연결하십시오.
③ USB HOST 포트
이 USB 2.0 HOST 포트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결된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및 오디오 파일을 저장하고 로드할 수 있습니다.
④ MODE 스위치
USB HOST, 카드 리더기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지 여부를 설정하십시오.
시작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USB DEVICE 포트
이 USB 2.0 포트는 컴퓨터와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MODE 스위치 선택에 따라 카드 리더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시작됩니다.
Card reader mode
SD 카드 리더로 작동하여 데이터를 컴퓨터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Audio interface mode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작동하여 오디오 데이터를 컴퓨터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입력 : 컴프레서를 통과 한 채널 1 ~ 12의 신호와 마스터 페이더 출력 신호가 컴퓨터에 입력됩니다.
출력 : 컴퓨터의 출력을 채널 9/10 및 11/12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CLASS COMPLIANT MODE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iOS 장치에 연결된 경우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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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CLASS COMPLIANT MODE 스위치
이를 사용하여 클래스 준수 모드를 켜거나 끕니다.
iOS 기기에 연결된 경우 ON으로 설정하십시오.
⑦ SAMPLE RATE 스위치
기기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속도를 설정하십시오.
시작한 후에는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⑧ SD card 슬롯
이 슬롯은 SD 카드 용입니다.
는 SD, SDHC 및 SDXC 카드 사양을 지원합니다.
HINT
에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 (→ SD 카드 성능 테스트)

⑨ CONTROL IN 잭
풋 스위치 (ZOOM FS01)를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풋 스위치는 하나의 기능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
레코더 재생 시작 / 중지, 내장 이펙트 수동 펀칭 인 / 아웃 또는 뮤트 / 뮤트 해제. (→ 풋 스위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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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연결 예
라이브 PA 시스템
드럼
전자 기타

키보드

Vocal/chorus 마이크
×2

드럼 마이크 ×3
전자
통기타
스피커 (main)
헤드폰×4

베이스

DI

헤드폰

이동식 오디오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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ポータブルオーディオ
プレイヤー

Computer
(녹음 및 재생 용)

풋 스위치

24

디스플레이 개요
홈 화면
⑥ ⑦⑧

⑤

⑫
①
②

⑬
⑭

③
④
⑨
No

⑪

⑩

항목

설명

① 프로젝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을 표시합니다.
"<" 이 프로젝트 이전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폴더에 나타납니다.
">" 이 프로젝트 뒤에 폴더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나타납니다.

② 상태 아이콘

다음과 같은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 중지
: 일시 중지됨
: 녹음
: 재생

③ 카운터

시간 : 분 : 초.

④ 진행 표시 줄

이 막대는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⑤ 폴더 이름

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는 FOLDER01 – FOLDER10으로 표시됩니다.

⑥ 재생 모드 아이콘

PLAY MODE 설정이 표시됩니다. (→ 재생 모드 변경)

⑦ 메트로놈 아이콘

메트로놈이 활성화되면 표시됩니다. (→ 메트로놈 활성화)

⑧ 프로젝트 보호 아이콘

프로젝트 보호가 활성화 된 경우 표시됩니다 (→ 프로젝트 보호).

⑨ 남은 기록 가능 시간

남은 녹화가능 시간이 표시됩니다.
녹화가 활성화된 채널 수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⑩ 녹음 파일 형식

레코더가 사용하는 녹음 파일 형식을 보여줍니다.

⑪ 현재 날짜와 시간
⑫ SD card icon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SD 카드를 인식 할 때 표시됩니다.

⑬ 마크

마크 번호와 상태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마크 (카운터 위치에 마크가 추가됨)
: 마크에 없음 (카운터에 마크가 추가되지 않음)

⑭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파일 시간

프로젝트에서 가장 긴 파일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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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켜기 / 끄기
기기 켜기

파워
스위치

DC IN 12V
AC 어댑터 커넥터

게인 노브

입출력
잭

마스터 페이더EFX

채널 페이더

RETURN 페이더

1.

에 연결된 출력 장치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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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3. 본 기기 용으로 설계된 AD-19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습니다.
4. 모든

노브와 페이더를 최소값으로 설정하십시오.

5. 악기, 마이크, 스피커 및 기타 장비를 연결하십시오.
HINT
장비 연결 예 (→ 장비 연결 예)

6.

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7.

에 연결된 출력 장치를 켜십시오.
NOTE
• 패시브
• 콘덴서
•
전원을

기타 또는베이스 기타를 사용하는 경우 기타를 채널 1 또는 2에 연결하고
을 켭니다. (→ 상단)
을 켜십시오. (→ 상단)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을 10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항상 켜두려면 자동 절전 기능을 비활성화하십시오 (→ 자동 절전 기능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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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끄기

1.

에 연결된 장치의 볼륨을 최소화.

2.

에 연결된 출력 장치의 전원을 끄십시오

3.

OFF로 설정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 전원이 꺼집니다.

NOTE
전원을 끄면 현재 믹서 설정이 프로젝트의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SD 카드에 저장할 수없는 경우 기기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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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화면 사용
기본 메뉴 조작에 대한 설명입니다.
MENU 화면을 사용하여
에 대한 레코더 기능 설정이 이루어집니다.
메뉴를 엽니다 :

MENU 화면이 열립니다.

메뉴 항목 및 매개 변수 선택:

커서가 이동합니다.

메뉴 항목 및 매개 변수 확인:

선택된 MENU 화면 또는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이전 화면으로 돌아 가기:

선택된 MENU 화면 또는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열립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메뉴 화면 조작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MENU
화면에서 'METRONOME'을 선택한 후 'CLICK'을 선택하십시오.
MENU> METRONOME> CLICK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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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출력 장치에서 입력 사운드 출력
스피커에서 소리 출력

게인
노브

뮤트
버튼

뮤트
버튼

채널 페이더

1. 악기와 마이크에서 사운드를 입력하는 동안

마스터 페이더

를 사용하여 입력 신호를 조정하십시오.

NOTE
SIG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켜지지 않도록 설정하십시오.
SIG 표시기

2. MASTER 및 출력하려는 사운드가있는 채널의 경우

을 끄십시오 (점등 해제).

3. MASTER 페이더를 0으로 설정하십시오.
4.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하십시오.
5. MASTER 페이더를 사용하여 전체 음량을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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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에서 사운드 출력
MONITOR OUT A PHONES 잭

MONITOR OUT
A PHONES 노브
MONITOR OUT
A 스위치

1. 헤드폰을 MONITOR OUT PHONES A 잭에 연결하십시오.
2.
3.

를 MASTER로 설정 (

).

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하십시오.

31

톤 및 패닝 조정

채널 스트립
섹션

SEL
버튼

1.

를 눌러 톤과 패닝을 조정하려는 채널에 불이 들어옵니다.

2. 채널 스트립 섹션의 노브와 버튼을 사용하여 톤과 패닝을 조정하십시오.
톤 조정:

,

,

,

,

패닝 조정:
NOTE
•

를 누르면 조명이 켜지고 한 번에 모든 이퀄라이제이션이 꺼집니다.
HIGH, MID, LOW 및 LOW CUT 설정을 무시합니다.
• 압축기 사용 (→ 입력 채널 섹션)

HINT
노브 및 버튼에 대한 세부 사항 (→ CHANNEL STRIP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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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X 효과 사용
에는 16 가지 유형의 전송 효과가 있습니다

SEND EFX
노브
TYPE 노브
SEL
버튼

Parameters
1과 2
EFX RETURN
MUTE 버튼

EFX RETURN 페이더

1.

를 돌려 효과 형식을 선택한 다음

를 눌러 확인합니다.

켜짐 : 효과 선택

2.

를 눌러 끄고 EFX RETURN을 음소거 해제합니다.

3. EFX RETURN 페이더를 0으로 설정하십시오.
4. 효과를 사용하려는 채널의
5.

를 누르면 조명이 켜집니다.

를 사용하여 각 채널의 양을 조정하십시오.

6. EFX RETURN 페이더를 사용하여 전체 효과량을 조정하십시오.
7.

및

를 사용하여 전송 효과 매개 변수를 조정하십시오.

NOTE
및

로 조정할 수있는 각 효과의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효과 보내기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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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기능 사용
Scene 기능을 사용하여 최대 9 개의 현재 믹서 설정을 Scene으로 저장하고 언제든지
저장된 설정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ON 버튼
RESET 버튼
1–9 버튼
RECALL 버튼
SAVE 버튼

장면 저장

1. 불이 들어 오도록

를 클릭하십시오.

장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2. 누르기
–

.

버튼은 장면을 저장 한 경우 켜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깜박입니다.

장면을 저장하지 않으려면

을 다시 누릅니다.

3. 장면을 저장하려는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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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9 개의 장면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 SCENE 섹션)
• 이미 저장된 장면이있는 버튼을 선택하면 해당 장면을 덮어 씁니다.
• 다음 항목은 장면과 함께 저장됩니다.
- 페이더 위치 (각 채널, SEND EFX, MASTER) - MUTE
ON/OFF (각 채널, SEND EFX, MASTER) - EQ OFF
- LOW CUT ON/OFF
- EQ HIGH
- EQ MID
- EQ MID FREQ
- EQ LOW
- SEND EFX
- PAN
- SEND EFX TYPE
- SEND EFX parameters 1 and 2
- USB button setting

장면 불러 오기

1.

를 클릭하면 켜집니다.

장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2. 누르기
-

.

버튼은 장면을 저장 한 경우 깜박이고 켜지지 않으면 꺼집니다.

장면을 불러 오지 않으려면

을 다시 누르십시오.

3. 불러 오려는 장면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한 번호의 장면이 호출됩니다.
NOTE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 표시된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페이더가 동일한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볼
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입력 채널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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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설정 재설정

1. 불이 들어 오도록

를 클릭하십시오

장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2. 누르기

.

장면을 저장 한 경우 버튼
설정을 재설정하지 않으려면

3. 누르기

-

가 깜박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꺼집니다.
다시 누릅니다.

.

현재 믹서 설정이 공장 기본값으로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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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 OUT A–E에서 출력되는 신호 설정
MONITOR OUT A–E 잭은 MASTER OUT과 동일한 믹스 또는 다른 믹스를 출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MONITOR OUT
스위치

MASTER 버튼
EFX RETURN 페이더

채널 페이더

A–E 버튼

MONITOR OUT A–E 믹스 조절

1.

–

버튼을 눌러 믹스 할 출력을 선택하십시오

선택된 출력 버튼이 켜지고 모든 채널 페이더의 작동이 활성화됩니다.
NOTE
레벨 미터는 페이더 위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 표시된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페
이더가 동일한 위치로 이동할 때까지 볼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2.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여 볼륨을 조정하십시오.

37

MONITOR OUT A–E 출력 신호 선택

1. 출력에 MONITOR OUT 스위치를 사용하여 출력 신호를 선택하십시오.
MONITOR OUT A–E를 사용하여 믹스 세트를 출력하려면 :
MONITOR OUT 스위치를 A–E (

)로 설정하십시오

MASTER와 동일한 믹스를 출력합니다 :
MONITOR OUT 스위치를 MASTER로 설정하십시오 (

)

MONITOR OUT A–E의 다른 믹스 출력
MASTER와 동일한 믹스 출력

NOTE
• 각 출력 믹스는 장면 및 프로젝트와 함께 저장됩니다.
• MASTER 및 MONITOR OUT A–E에 대해 별도의 설정을 가질 수있는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더 위치 (각 채널)
- EFX RETURN 포지션

믹스 복사

1.

또는

-

버튼 또는 2 초 이상 복사하려는 출력을 누른 상태에서 깜박이는 복

사 대상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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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및 재생
녹음 준비
SD 카드 삽입
POWER 스위치

1.

SD 카드 슬롯

OFF로 설정하십시오.

2. SD 카드 슬롯 커버를 열고 SD 카드를 슬롯에 끝까지 삽입하십시오.
SD 카드를 제거하려면 슬롯에 밀어 넣은 다음 빼십시오.
NOTE
• 삽입하기 전에 SD 카드에서 쓰기 방지를 비활성화하십시오.
• SD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항상
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카드를 삽입하거나 제거하면 데이터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 SD 카드를 삽입 할 때는 그림과 같이 윗면이 위를 향하도록 올바른 끝을 삽입하십시오.
• SD 카드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면 녹화 및 재생할 수 없습니다.
• SD 카드를 포맷하려면 SD 카드 포맷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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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
는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기록 및 재생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1.
2.

메뉴 > 프로젝트 > 새 프로젝트 를 선택하십시오.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를

누릅니다.

NOTE
•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를 참조하십시오.
•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면 현재 믹서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HINT
전원을 켜면 마지막으로 사용한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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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녹음 및 재생
에는 최대 14 개의 트랙을 동시에 녹음하고 최대 12 개의 트랙을 동시에 재생할 수있는 레코더 기능이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통과 한 후 모든 채널의 신호와 마스터 페이더 출력의 신호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녹음은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

녹음 / 재생
버튼
재생 / 일시 정지
버튼
녹음 버튼

정지 버튼

1. 오버 더빙을 켜거나 끄려면
2. 녹화하려는 채널에 대해
3.

OVER DUB
버튼

를 사용하십시오.
OVER DUB 표시기
켜짐 (켜기) : 현재 프로젝트 덮어 쓰기
소등 (꺼짐) : 새 프로젝트 생성 및 기록

를 누르면이 버튼들이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를 누르면 녹음 대기가 시작됩니다.
HINT
녹음 된 파일이 이미 존재하고
음 대기가 시작됩니다.

4.

가 꺼져있는 경우

를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41

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녹

5.

를 눌러 녹음을 중지합니다.
NOTE
• 각 채널의 신호는 컴프레서를 통과 한 후에 기록됩니다.
(→ 믹서 블록 다이어그램)
• 펀칭 인 / 아웃 (→ 녹음 부분 재실행 (펀칭 인 / 아웃)
• 자동 녹화 시작 (→ 자동 녹화)
•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캡처 (→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캡처)
• 녹화가 중지되면 디스플레이에 "Please Wait"가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가 나타나는 동안 전원을 끄거나 SD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가 손실되거나 오작동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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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재생

녹음 / 재생
버튼
재생 / 일시 정지
버튼

정지 버튼

1. 재생하려는 채널에 대해
2.
3.

를 누르면이 버튼이 녹색으로 켜집니다.

를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 / 일시 정지 표시기
점등 : 재생
깜박임 : 일시 중지됨

를 눌러 재생을 중지합니다.
NOTE
• 이퀄라이저 섹션 앞에 재생 신호가 추가되므로 EQ 및 패닝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재생 중에 중지됩니다. (→ 믹서 블록 다이어그램)
• 생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재생할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 재생 모드를 변경합니다(→ 재생 모드 변경).
• MASTER 채널이 재생 중일 때는 다른 채널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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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추가
레코더로 원하는 위치에 마크를 추가하면 해당 위치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택
인코더

>>| 버튼
|<< 버튼

녹화 및 재생 중에 마크 추가

1. 녹화 / 재생 중에

를 누릅니다.

마크 순서로 이동

1. 이 버튼을 사용하여 마크 순서대로 이동하십시오.
다음 마크로 이동 : Press
이전 마크로 이동: Press
NOTE
프로젝트에서 마크 확인 및 삭제 (→ 마크 관리)

HINT
• 하나의 프로젝트에 최대 99 개의 마크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마크 위치에있을 때
를 눌러 마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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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부분 재실행 (펀칭 인 / 아웃)
펀치 인 / 아웃은 이미 녹음 된 트랙의 일부를 다시 녹음하는데 사용할 수있는 기능입니다.
"펀칭"은 트랙 상태를 재생에서 녹음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펀칭 아웃"은 트랙 상태를 녹음에서 재생으로 전환
하는 것입니다.
를 사용하면 상단 또는 풋 스위치 (ZOOM FS01)의 버튼을 사용하여 펀치 인 / 아웃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REC/PLAY 버튼

선택 엔코더
STOP 버튼
REC 버튼
OVER DUB 버튼
PLAY/PAUSE
버튼

1.
2.

를 눌러 켭니다 (표시 등 점등).

트랙이 적색으로 켜질 때까지 트랙을 다시 녹음하려면

3.

를 누르거나

4.

를 눌러 재생을 시작합니다.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를 왼쪽으로 돌리면 재기록 할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5.

다시 녹음을 시작하려는 위치에서

6.

다시 녹음을 종료하려면

를 누릅니다 (펀치 인).

를 누르십시오 (펀치 아웃).

NOTE
• 풋 스위치를 사용하여 펀치 인 / 아웃 (ZOOM FS01) (→ 풋 스위치 설정)
• 펀치 인 / 아웃은 기록을 덮어 씁니다.
• 펀치 인 / 아웃은 재생이 시작될 때마다 최대 99 번 수행 할 수 있습니다.

7.

를 눌러 재생을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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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믹싱
최종 스테레오 믹스는 마스터 트랙에 녹음 될 수 있습니다.
마스터 페이더를 통과 한 후 신호가 마스터 트랙으로 전송됩니다.

마스터 트랙에 녹음

1.

를 클릭하면 켜집니다
NOTE
시작하기 전에 녹음 된 각 트랙의 볼륨과 패닝을 조정하십시오.

2. 빨간색으로 켜질 때까지 MASTER
3. 녹음 시작으로 돌아가려면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를 누르십시오.

4.

를 눌러 녹음 대기를 시작합니다.

5.

를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6.

를 눌러 혼합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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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트랙 재생

1. 녹색이 켜질 때까지 MASTER
2.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눌러주세요.
NOTE
• 마스터 트랙 재생을 중지하려면 불이 꺼질 때까지 MASTER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 마스터 트랙이 재생되면 다른 트랙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 MONITOR OUT에서 마스터 트랙 재생을 들으려면 MONITOR OUT A–E 스위치를 MASTER로 설정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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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음
마스터 페이더를 통과 한 후 레벨에 따라 녹음을 자동으로 시작하고 중지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엔코더
MENU 버튼
REC 버튼

마스터 페이더

1. 선택
2.

MENU > REC/PLAY > AUTO REC > ON / OFF.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하고

.

NOTE
자동 녹화에 대한 추가 설정 (→ 자동 녹화 설정 변경)

3. 메인 레코더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4.

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눌러주세요.

표시등이 켜지고 녹음 대기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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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레벨 미터가 자동 녹음을 시작하는 레벨에서 깜박입니다.

HINT
입력이 설정 레벨을 초과하면 녹음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MASTER 레벨 미터로 표시).
입력이 설정 수준 아래로 내려갈 때 녹음이 자동으로 중지되도록 설정 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 정지 설정)

5.

을 누르면 녹음 대기가 종료되거나 녹음이 중지됩니다.
NOTE
• 이 기능은 PRE REC, METRONOME 또는 PRE COUNT 기능과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UTO REC를
켜면 이러한 다른 기능은 비활성화됩니다.
• OVER DUB을 켜면 AUTO REC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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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캡처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입력 신호를 최대 2 초 동안 캡처 할 수 있습니다 (사전 녹음). 이 기능을 미리 설정하면
연주 할 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시작됩니다.

1. 선택
2.

MENU > REC/PLAY > PRE REC.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이 기능은 AUTO REC, METRONOME, PRE COUNT 또는 OVER DUB 기능과 함께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AUTO REC 또는 PRE COUNT를 켜면 PRE REC가 비활성화됩니다.
• 녹음이 일시 정지되어 있어도 PRE REC 기능은 계속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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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 선택
녹화 된 프로젝트가 저장 될 폴더로 10 개의 폴더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1. 선택
2.

MENU > FOLDER.
를 사용하여 저장하려는 폴더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단일 폴더에 최대 1000 개의 프로젝트를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없는 폴더를 선택하면 새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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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할 프로젝트 선택
SD 카드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로드 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2.

MENU > PROJECT > SELECT.

를 사용하여 로드하려는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다른 폴더에있는 프로젝트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폴더에 저장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려면 먼저 해당 폴
더를 선택하십시오.(→ 프로젝트가 저장된 폴더 선택)
• 프로젝트가 로드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저장된 믹서 설정도 로드됩니다.
• 실제 채널 페이더 위치가로드 된 프로젝트의 채널 페이더 위치와 다른 경우,
레벨 미터는 리콜 된 페이더 위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페이더 위치가 리콜 된 위치와 같아 질 때까지 볼륨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하면 현재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믹서 설정이 프로젝트 폴더의 설정 파일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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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놈 사용
메트로놈에는 조절 가능한 볼륨, 선택 가능한 사운드 및 사전 카운트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각 출력에 대해 개별적으로 볼륨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설정은 각 프로젝트와 별도로 저장됩니다.

메트로놈 활성화

1. 선택
2.

MENU > METRONOME > CLICK.

를 사용하여 메트로놈이 언제 소리를 내는지 선택하고

설정 값

를 누릅니다.

설명

OFF

메트로놈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REC AND PLAY

녹음 및 재생 중에 메트로놈 소리가납니다

REC ONLY

메트로놈은 녹음 중에 만 소리가납니다.

PLAY ONLY

메트로놈은 재생 중에 만 소리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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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놈 설정 변경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TEMPO
버튼

메트로놈 템포 변경

1.

눌러주세요 .

현재 템포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템포를 변경하십시오.
•

돌려주세요.

• 설정하려는 템포에서

를 반복해서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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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카운트 설정
녹음 / 재생을 시작하기 전에 메트로놈 카운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1. 선택
2.

MENU > METRONOME > PRE COUNT.
를 사용하여 사전 카운트 동작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설정 값

설명

OFF

사전 카운트가 들리지 않습니다.

1–8

녹음 / 재생 전에 프리 카운트가 설정된 횟수 (1 ~ 8) 동안 울립니다.
녹음 / 재생하기 전에 프리 카운트가 아래와 같이 들립니다.

SPECIAL

NOTE
• 사전 카운트는 재생 중에도 활성화됩니다
• 이 기능은 AUTO REC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AUTO REC를 켜면 PRE COUNT가 비활성화됩니다.
• 이 기능은 PRE REC 기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습니다.
PRE COUNT를 켜면 PRE REC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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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놈 사운드 변경

1. 선택
2.

MENU > METRONOME > SOUND.

를 사용하여 사운드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HINT
옵션은 BELL, CLICK, STICK, COWBELL 및 HI-Q입니다.

NOTE
을 눌러 메트로놈을 재생하고 소리를 확인하십시오.

메트로놈 패턴 변경

1. 선택
2.

MENU > METRONOME > PATTERN.

를 사용하여 패턴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HINT
옵션은 1 / 4–8 / 4 및 6/8입니다.

NOTE
을 눌러 메트로놈을 연주하고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56

메트로놈 음량 변경
메트로놈 음량은 MASTER OUT 및 각 MONITOR OUT A–E 출력에 대해 별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2.

MENU > METRONOME > LEVEL > MASTER 또는 A-E.

를 돌려 볼륨을 조정하고

를 누릅니다

HINT
0에서 100으로 설정.

NOTE
을 눌러 메트로놈을 재생하고 볼륨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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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마이크 사용
에는 댓글을 녹음 할 수있는 내장 슬레이트 마이크가 있습니다.

SLATE 버튼
선택 엔코더
MENU 버튼

슬레이트 마이크로 녹음

1. 녹화를 시작하십시오. (→ 녹음)
2. 슬레이트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을 누릅니다.

를 누르고있는 동안 표시등이 켜지고 슬레이트 마이크가 활성화됩니다.

NOTE
• 슬레이트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입력 잭의 신호는 슬레이트 마이크가 라우팅되는 채널로 뮤트됩니다.
• 채널 페이더는 슬레이트 마이크 레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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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마이크 설정 변경
슬레이트 마이크 음량 변경

1. 선택
2.

MENU > SLATE > LEVEL.

를 돌려 볼륨을 조정하고

를 누릅니다.

슬레이트 마이크 라우팅 변경

1. 선택

MENU > SLATE > ROUTING.

2.

를 돌려 라우팅 할 채널을 선택하십시오.

3.

확인을 누릅니다.

ON
OFF

ALL: 한 번에 모든 채널로 라우팅 설정
ALL CLEAR:모든 설정 지우기
슬레이트 마이크 입력을위한 채널 라우팅

4.

눌러주세요
HINT
을 누르면 ON / OFF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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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는 프로젝트라는 단위로 기록 및 재생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다음 데이터가 프로젝트에 저장됩니다.
• 오디오 데이터
• 믹서 설정
• Send return effect 설정
• 마크 정보
• 메트로놈 설정

프로젝트 이름 변경
현재로드 된 프로젝트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REC 버튼

1. 선택

MENU > PROJECT > RENAME.

2.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커서 이동 또는 문자 변경: Turn
변경할 캐릭터 선택 / 변경 확인: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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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기본 프로젝트 이름은 생성 날짜 및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2017 년 3 월 14 일 오후 6:48:20에 생성 된 경우 프로젝트 이름은
"170314_184820"(YYMMDD-HHMMSS)입니다.
• 프로젝트 이름은 13 자입니다.
• 프로젝트 및 파일 이름에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ace)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Y Z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프로젝트는 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 파일 이름은 공백 일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 이름은 SD 카드의 프로젝트 폴더 이름과 동일합니다.

3.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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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삭제
선택한 폴더 내의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2.
3.

MENU > PROJECT > DELETE

를 사용하여 삭제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NOTE
보호가 켜져 있으면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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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보호
현재로드 된 프로젝트를 쓰기 방지하여 프로젝트를 저장, 삭제 또는 컨텐츠 변경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1. 선택
2.

MENU > PROJECT > PROJECT PROTECT.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보호 기능이 켜져 있으면 프로젝트를 레코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녹화를 하려면 보호 기능을 끄십시오.
• 프로젝트의 보호가 꺼져 있으면 전원을 끄거나 다른 프로젝트를로드 할 때 항상 SD 카드에 저장됩니다.
음악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실수로 변경 사항을 저장하지 않도록 보호 기능을 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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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정보 확인
현재 로드 된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1. 선택
2.

MENU > PROJECT.
를 사용하여 정보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표시된 항목
NAME

설명
프로젝트 명

PATH

프로젝트가 저장된 위치

DATE

프로젝트 생성 날짜 및 시간 (YYYY / MM / DD HH : MM : SS)

FORMAT

녹화 형식

SIZE

프로젝트 규모

TIME

프로젝트 길이 (HHH : MM : SS)

FILES

트랙 및 파일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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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저장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에 직접 연결할 수 있으며 현재 로드 된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MODE 스위치
POWER
스위치

USB HOST 포트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1.

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USB HOST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를 USB 호스트로 설정하십시오.

4.

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5. 선택

MENU > PROJECT > PROJECT EXPORT.

6.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커서 이동 또는 문자 변경: Turn
변경할 캐릭터 선택 / 변경 확인: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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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기본 프로젝트 이름은 생성 날짜 및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2017 년 3 월 14 일 오후 6:48:20에 생성 된 경우, 프로젝트 이름은
"170314_184820"(YYMMDD-HHMMSS)입니다.
• 프로젝트 이름은 13 자입니다.
• 프로젝트 및 파일 이름에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ace)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Y Z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프로젝트는 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 파일 이름은 공백 일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 이름은 SD 카드의 프로젝트 폴더 이름과 동일합니다.

7.
8.

눌러주세요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USB 플래시 드라이브의 폴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폴더 구조를 변경하지 마십시오.
ZOOM_L-12

PROJECT

프로젝트 데이터가 저장된 폴더

AUDIO

오디오 데이터가 저장된 폴더

• 프로젝트는 "ZOOM_L-12" 폴더의 "PROJECT" 하위 폴더에 있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 디스플레이에 "Saving"또는 "Loading"이 나타날 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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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프로젝트 가져 오기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된 프로젝트는 SD 카드로 복사 할 수 있습니다.

NOTE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ZOOM_L-12"및 "PROJECT"폴더를 만드십시오.
(→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저장). "PROJECT"폴더 안에있는 프로젝트 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를 OFF로 설정합니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USB HOST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를 USB HOST로 설정하십시오.

4.

를 ON으로 설정합니다.

5. 선택

MENU > PROJECT > PROJECT IMPORT.

6.

를 사용하여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로드 할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7.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커서 이동 또는 문자 변경: Turn
변경할 캐릭터 선택 / 변경 확인: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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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누릅니다.

NOTE
• 기본 프로젝트 이름은 생성 날짜 및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오후 6:48:20에 생성 된 경우 2017 년 3 월 14 일에 프로젝트 이름은
"170314_184820"(YYMMDD-HHMMSS).
• 프로젝트 이름은 13 자입니다.
• 프로젝트 및 파일 이름에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ace)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Y Z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프로젝트는 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 파일 이름은 공백 일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 이름은 SD 카드의 프로젝트 폴더 이름과 동일합니다.

8.
9.

눌러주세요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르십시오.

NOTE
• 가져온 프로젝트는 현재 선택된 폴더에 저장됩니다
• 디스플레이에 "Saving"또는 "Loading"이 나타날 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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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관리
현재 로드 된 프로젝트의 마크 목록을 열어서 확인, 재생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REC 버튼

1. 선택

MENU > PROJECT > MARK LIST.

마크 목록이 나타납니다.

추가 된 마크를 나타냅니다.

E 표시는 녹화 중 건너
뛰기 발생 시간을 나타냅
니다.

2.

를 사용하여 마크를 선택하고 재생 또는 삭제합니다.

를 눌러 마크 위치로 이동합니다.
를 눌러 마크를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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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
는 레코딩 채널에 따라 다음 유형의 오디오 파일을 만듭니다.
• 채널 1-8 : 모노 WAV 파일
• 채널 9/10, 11/12 및 MASTER : 스테레오 WAV 파일
파일 형식은 기기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속도 (→ 샘플링 속도 변경) 및 양자화 비트 심도 (→ 레코딩 형식 변경)
에 따라 다릅니다.
는 DA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 된 오디오 파일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 USB 플래시 드라이브
에서 오디오 파일 가져 오기).

NOTE
• 오디오 파일 이름은 채널에 따라 다릅니다.
채널 1-8 : TRACK01–TRACK08
채널 9/10, 11/12 : TRACK09_10,
TRACK11_12 MASTER : MASTER
• 녹음 중에 파일 크기가 2GB를 초과하면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새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일시 정지없이
녹음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 파일 이름 끝에 "-01", "-02"등의 숫자가 추가됩니다.

오디오 파일 삭제
필요하지 않은 오디오 파일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REC 버튼

1. 선택

MENU > PROJECT > FILE 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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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를 사용하여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를 눌러 모든 파일을 선택 / 선택 해제합니다.

3.
4.

눌러주세요.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프로젝트의 보호 기능이 켜져 있으면 오디오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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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내보내기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프로젝트에서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낸 오디오 파일은 "ZOOM_L-12"폴더의 "AUDIO" 하위 폴더에 있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MENU 버튼
선택 엔코더

REC 버튼

1.

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USB HOST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를 USB 호스트로 설정하십시오.

4.

를 ON로 설정하십시오.

5. 선택
6.

MENU > PROJECT > FILE EXPORT.

를 사용하여 내보낼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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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름을 편집하십시오.

커서 이동 또는 문자 변경: Turn
변경할 캐릭터 선택 / 변경 확인: Press

NOTE
• 오디오 파일 이름은 24 자입니다.
• 프로젝트 및 파일 이름에 다음 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pace) ! # $ % & ' ( ) + , - 0 1 2 3 4 5 6 7 8 9 ; =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Y Z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프로젝트 / 파일 이름은 공백 일 수 없습니다.

8.
9.

눌러주세요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디스플레이에 "Saving"또는 "Loading"이 나타날 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 오디오 파일은 "ZOOM_L-12"폴더의 "AUDIO"하위 폴더에있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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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오디오 파일 가져 오기
원하는 오디오 파일을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기존 프로젝트로 가져 와서 채널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NOTE
컴퓨터를 사용하여 미리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ZOOM_L-12" 및 "AUDIO"폴더를 만듭니다
(→ 프로젝트를 USB 플래시 드라이브로 저장). "AUDIO"폴더 내의 오디오 파일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1.

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2.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USB HOST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3.

를 USB 호스트로 설정하십시오.

4.

를 ON로 설정하십시오.

5. 선택
6.

MENU > PROJECT > FILE IMPORT.

를 사용하여 가져올 파일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오디오 파일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보호 기능이 설정된 프로젝트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7.

를 사용하여 파일을 할당 할 채널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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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모노 WAV 파일은 모노 채널에, 스테레오 WAV 파일은 스테레오 채널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 파일이 이미 할당 된 채널로 파일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 파일을 가져올 때 파일 이름은 가져 오기 채널에 따라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8.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디스플레이에 "Saving"또는 "Loading"이 나타날 때 USB 플래시 드라이브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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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 사용
는 14-in / 4-out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프레서를 적용한 후, 각 입력 채널은
항상 해당 USB 오디오 채널로 신호를 출력합니다.
채널 1 ~ 12 및 마스터 페이더에서 출력되는 스테레오 신호는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총 14 개 채널).

드라이버 설치

1. http://www.zoom.co.jp에서 "ZOOM L-12 드라이버"를 컴퓨터로 다운로드하십시오.
NOTE
• 위 웹 사이트에서 최신 "ZOOM L-12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 사용중인 운영 체제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십시오.

2. 설치 관리자를 시작하고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에 따라 ZOOM L-12 드라이버를 설치하십시오.
NOTE
자세한 설치 절차는 드라이버 패키지에 포함 된 설치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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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연결

MODE 스위치
USB DEVICE 포트

POWER
스위치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USB DEVICE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스위치를 AUDIO INTERFACE로 설정하십시오.

3.

를 ON으로 설정
NOTE
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 iOS 기기에 연결된 경우
• iOS 장치에 연결하는 경우 Lightning-USB 카메라 어댑터 (또는 Lightning-USB 3 카메라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4.

를 컴퓨터 사운드 장치로 설정하십시오.
NOTE
• 샘플링 속도가 96 kHz로 설정되어 있으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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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스테레오 채널로 리턴 신호 입력

USB 버튼

1. 스테레오 채널에서 입력에 사용할

,

버튼 채널을 켭니다.

채널에 의해 제어되는 신호는 USB 오디오 채널 신호 (EQ 이전)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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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리더 기능 사용
컴퓨터에 연결하면 SD 카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복사 할 수 있습니다.

USB DEVICE 포트

POWER
스위치

MODE 스위치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USB DEVICE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2.
3.

를 CARD READER로 설정하십시오.

를 ON으로 설정
NOTE
CARD READER로 작동 할 때는 다른 기능과 버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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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 및 재생 설정
녹화 형식 변경
녹음 품질은 오디오 품질 및 파일 크기를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오픈
2.

MENU > REC / PLAY > REC FORMAT.

를 사용하여 형식을 변경하고

를 누릅니다.

HINT
기록을 덮어 쓰면 원본 파일의 비트 심도에서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6 비트로 기록 된 파일은
24 비트 기록으로 덮어 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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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화 설정 변경
녹화를 자동으로 시작 및 중지하기 위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 녹화 시작 레벨 설정

1. 오픈
2.

MENU > REC / PLAY > AUTO REC > REC START LEVEL.
를 사용하여 시작 레벨을 변경하고

를 누릅니다.

MASTER 페이더 출력 신호의 레벨이 설정 레벨을 초과하면 녹음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HINT
-48에서 0dB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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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정지 설정

1. 오픈
2.

MENU > REC / PLAY > AUTO REC > AUTO STOP.

를 사용하여 자동 정지 시간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HINT
OFF 또는 0 ~ 5 초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오픈
4.

MENU > REC / PLAY > AUTO REC > REC STOP LEVEL.
를 사용하여 정지 레벨을 설정하고

를 누릅니다.

.

MASTER 페이더 출력 레벨이 2 단계에서 설정 한 시간 동안 설정된 레벨 아래로 유지되면 녹음이 자동
으로 중지됩니다.
NOTE
자동 녹음 시작 및 중지를 설정 한 후 녹음을 시작하면 4 단계에서 설정 한 레벨이 MASTER 레벨 미터에 표
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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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미터에 녹음 레벨 표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사용할 때 레코더에 녹음되거나 컴퓨터에 녹음 된 레벨의 신호는 각 채널의 레벨 미
터에 표시 될 수 있습니다.

1. 오픈

MENU > REC / PLAY > REC LEVEL METER.

2.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녹음 된 신호 레벨이 포스트 페이더 레벨 보다 높으면 녹음 된 신호 레벨이 레벨 미터에 희미하게 표
시됩니다.

대기 시간 조정 활성화
오버 더빙시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신호 처리 및 디지털-아날로그 변환으로 인한 지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오픈

MENU > REC / PLAY > LATENCY ADJUST.

2.

를 사용하여 ON을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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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모드 변경

1. 오픈
2.

MENU > REC / PLAY > PLAY MODE.

를 사용하여 재생 모드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설정 값

설명

OFF

선택한 프로젝트 만 재생됩니다. 파일 끝에 도달해도 재생이 계속됩니다.

PLAY ONE
(단일 곡 재생)

선택한 프로젝트 만 재생됩니다. 파일 끝에 도달하면 재생이 중지됩니다.

PLAY ALL
(모든 노래 재생)

선택한 프로젝트에서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재생됩니다.

REPEAT ONE
(단일 곡 반복 재생)

선택한 프로젝트가 반복해서 재생됩니다.

REPEAT ALL
(모든 노래 반복 재생)

선택한 폴더의 모든 프로젝트가 반복적으로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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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카드 설정
SD 카드의 열린 공간 확인

1. 오픈

MENU > SD CARD > REMAIN.

이것은 카드의 열린 공간을 보여줍니다.

NOTE
SD 카드 쓰기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는 실제 열린 공간보다 작습니다.

SD 카드 포맷
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SD 카드를 포맷.

1. 오픈
2.

MENU > SD CARD > FORMAT.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 방금 구입했거나 컴퓨터에서 포맷 한 SD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 SD 카드에 이전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는 포맷시 삭제됩니다.
• 96kHz로 기록하기 전에 SD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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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포맷 해야합니다.

SD 카드 성능 테스트
SD 카드를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테스트는 전체 SD 카드를 검사하는 동안 기본 테스트는 빠르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빠른 테스트 수행

1. 오픈

MENU > SD CARD > PERFORMANCE TEST.

2.

를 사용하여 QUICK을 선택하고

3.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를 누릅니다.

카드 성능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테스트는 약 30 초가 걸립니다.

테스트 결과는 완료되면 표시됩니다.

4.

를 눌러 테스트를 중단합니다.
NOTE
성능 테스트 결과가 "OK"인 경우에도 쓰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정보는
단지 지침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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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테스트 실시

1. 오픈
2.

MENU > SD CARD > PERFORMANCE TEST.
를 사용하여 FULL TEST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필요한 시간이 표시됩니다.

3.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테스트 결과는 완료되면 표시됩니다.
액세스 속도 MAX가 100 %에 도달하면 카드가 실패합니다 (NG).

4.

를 눌러 테스트를 중단합니다.
HINT
을 눌러 테스트를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TE
성능 테스트 결과가 "OK"인 경우에도 쓰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정보는
단지 지침을 제공하기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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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정
날짜와 시간 설정

Display
MENU 버튼
REC 버튼

1. 선택

MENU > SYSTEM > DATE/TIME.

2.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십시오.
커서 이동 또는 값 변경: Turn
품목 선택 / 변경 확인: Press

3.

눌러주세요
구입 후 처음으로 전원을 켜면 날짜 / 시간을 설정해야합니다.

88

풋 스위치 설정
풋 스위치 (ZOOM FS01)가 CONTROL IN 잭에 연결되어 있으면 레코더 재생 펀치 인 / 아웃을 시작 / 중지하거
나 센드 이펙트를 음소거 / 음소거 해제 할 수 있습니다.

1. 오픈
2.

MENU > SYSTEM > CONTROL IN.

를 사용하여 값을 변경하십시오.

설정 값

설명

PLAY

풋 스위치를 눌러 재생을 시작 / 중지합니다 (동일)

PUNCH I/O

펀칭 인 / 아웃 제어에 사용 (

SEND EFX MUTE

송신 효과 음소거 / 음소거 해제

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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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속도 변경
레코더에 레코딩 할 때 사용되는 파일 형식은이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샘플링 속도를 변경하기 전에

를 OFF로 설정해야합니다.

1.

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HINT
옵션은 44.1 kHz, 48 kHz 및 96 kHz입니다.

NOTE
• 96 kHz를 선택하면 일부 장치 작동이 제한됩니다. 제한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녹음 가능한 트랙 : 트랙 1 ~ 12 만
- SEND EFX: 비활성화
- EQ: 비활성화
- OVER DUB: 비활성화
- Audio interface: 비활성화
- MONITOR OUT: MASTER와 동일한 출력 신호
• 96kHz로 기록하기 전에 SD 카드를 포맷하십시오.

3.

를 켬으로 설정
NOTE
• 작동 중에는 샘플링 속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위 설정과 다른 샘플링 속도를 가진 프로젝트가로드되면 녹화 및 재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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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절전 기능 비활성화
을 10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전원을 항상 켜두려면 자동 절전 기능을 비활성화하십시오.

1.

을 누른 상태에서

2.

를 사용하여 OFF를 선택하고

을 ON으로 설정합니다.
를 누릅니다.

NOTE
이 설정은 기기에 저장됩니다.

디스플레이 대비 조정

1. 오픈
2.

MENU > SYSTEM > DISPLAY CONTRAST.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를 누릅니다.

HINT
1에서 1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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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공장 기본값으로 복원
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 할 수 있습니다.

1. 오픈
2.

MENU > SYSTEM > FACTORY RESET.
를 사용하여 YES를 선택하고

를 누릅니다.

NOTE
믹서 설정은 재설정되지 않습니다. (→ 믹서 설정 재설정)

펌웨어 버전 확인
펌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1. 오픈

MENU > SYSTEM > FIRMWARE VERSION.

펌웨어 버전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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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1. 펌웨어 업데이트 용 파일을 SD 카드의 루트 디렉토리에 복사하십시오.
NOTE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 파일은 ZOOM 웹 사이트 (www.zoom.co.jp)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2.
3.
4.

에 SD 카드를 넣습니다.

을 누른 상태에서

을 ON으로 설정합니다.

눌러주세요

NOTE
펌웨어 업데이트 중에는 전원을 끄거나 SD 카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다.

5. 펌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

를 끕니다.

NOTE
펌웨어 업데이트가 실패 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절차에 따라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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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일반
소리가 나지 않거나 출력이 매우 조용합니다
• 스피커의 스피커 연결 및 볼륨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 계측기 및 마이크 연결 확인
•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를 켜십시오.
• SIG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채널 페이더와 마스터 페이더를 올리고 레벨 미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MASTER

가 꺼져 있거나 빨간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녹음 된 오디오가 너무 크거나 조용하거나 안나옵니다.
• 입력 게인을 조정하고 SIG 표시등이 녹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 SD 카드에 기록 할 때

를 켜십시오.

가 적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녹음 불가
• SD 카드에 기록 할 때
가 적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D 카드에 빈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SD 카드에 기록 할 때는 프로젝트가 보호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덮어 쓰기 방지).

재생음이 들리지 않거나 조용합니다
• SD 카드에서 데이터를 재생할 때
가 녹색으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재생 채널에서 페이더를 올리고 레벨 미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입력 잭에 연결된 장치의 사운드가 왜곡됩니다
• SIG 표시등이 적색으로 켜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점등되면 입력 게인을 낮추십시오.

를 켤 수도 있습니

다.
• 레벨 미터가 최고 레벨로 켜지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레벨 미터가 최고 레벨로 켜지면 페이더를 낮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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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 효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 EFX RETURN
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EFX RETURN 페이더를 올리고 EFX RETURN 레벨 미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이펙트를 사용하려는 채널의 전송량을 확인하십시오.

MONITOR OUT A–E에서 소리가 나지 않거나 출력이 매우 조용합니다
• 각 출력의 믹스를 확인하십시오
• 각 출력의 출력 음량이 높아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MONITOR OUT A PHONES 및 MONITOR OUT A–E 노브).
• MONITOR OUT A–E 스위치의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를 선택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가 컴퓨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를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십시오.
• 드라이버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

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USB 허브를 통해 연결하지 마십시오.

재생 또는 녹음 중에 소리가 건너 뜁니다
•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의 오디오 버퍼 크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면 버퍼 크기를 늘리십시오.
•
를 컴퓨터의 USB 포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USB 허브를 통해 연결하지 마십시오.
• 자동 절전 기능 및 기타 컴퓨터 절전 설정을 끕니다.

재생하거나 녹음 할 수 없습니다
•
가 컴퓨터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중인 컴퓨터의 사운드 설정이 "ZOOM L-12"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에서 입력 및 출력에 대해
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채널 9/10 또는 11/12에 대해
,
가 빨간색으로 켜지고 레벨 미터가 켜 졌는지 확인하십시오.
•
를 사용중인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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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Number of input
and output
channels

Inputs

Inputs

Mono
(MIC/LINE)

Outputs

Mono (MIC/LINE)
Stereo (LINE)
MASTER OUT
MONITOR OUT
Type
Input gain

8
2
1
5
XLR/TRS combo jacks (XLR: 2 HOT, TRS: TIP HOT)
PAD OFF: +16 – +60 dB
PAD ON: −10 – +34 dB
Hi-Z ON: +6 – +50 dB
XLR: 3 kΩ
TRS: 10 kΩ/1 MΩ (when Hi-Z ON)
PAD OFF: 0 dBu (at 0 dBFS)
PAD ON: +26 dBu (at 0 dBFS)
+48 V
TS phone/RCA pin (unbalanced) jacks
+10 dBu
XLR jacks (balanced)
+14.5 dBu
100 Ω
TRS phone jacks (balanced)
+14.5 dBu
100 Ω
Standard stereo phone jacks
42 mW + 42 mW @60 ohm
100 Ω
1
5
1

Input impedance
Maximum input level

Stereo (LINE)
Outputs

MASTER OUT

MONITOR OUT
A (TRS)
MONITOR OUT
A–E (PHONES)
Buses

Channel strip

Level meters
Send effects
Recorder

Phantom power
Type
Maximum input level
Type
Maximum output level
Output impedance
Type
Maximum output level
Output impedance
Type
Maximum output level
Output impedance
MASTER
MONITOR
SEND EFX
COMP
LOW CUT
EQ

75 Hz, 12 dB/OCT
HIGH: 10 kHz, ±15 dB, shelving
MID: 100 Hz–8 kHz, ±15 dB, peaking
LOW: 100 Hz, ±15 dB, shelving
12 segments
16 types
14@44.1/48 kHz
12@96 kHz
12

Maximum simultaneous
recording tracks
Maximum simultaneous
playback tracks
Recording format

WAV 44.1/48/96 kHz, 16/24-bit, mono/stereo
WAV format
16 MB–2 GB SD cards, 4 GB–32 GB SDHC cards, 64 GB–512
GB SDXC cards
Recording: 14 channels
Playback: 4 channels
24-bit
USB2.0
Mass storage
USB 2.0 High Speed
USB2.0 High Speed
44.1/48/96 kHz
Frequency characteristics (44.1 kHz): -1.0 dB: 20 Hz – 20 kHz
Frequency characteristics (96 kHz): -3.0 dB: 20 Hz – 40 kHz
Actual measurements: -128 dB EIN (IHF-A) with
+60 dB/150 Ω input
LCD with backlight (128×64 resolution)
AD-19 AC adapter (DC12 V/2 A)
17 W maximum
445 mm (W)×282 mm (D)×70.5 mm (H)
2.53 kg

Recording media
Audio interface

44.1/48 kHz

Card reader

Bit depth
Interface
Class

USB HOST
Sampling rate
Frequency characteristics

Class

Equivalent input noise
Display
Power supply
Power consumption
External dimensions
Weight (main uni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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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effects specifications
No

Type

Parameters 1 Parameters 2

1

Hall 1

밝은 톤의 홀 리버브

TONE

DECAY

2

Hall 2

초기 반향을위한 오랜 시간의 홀 리버브

TONE

DECAY

3

Room 1

거친 반향 음이있는 룸 리버브

TONE

DECAY

4

Room 2

고밀도 룸 리버브

TONE

DECAY

5

Plate

플레이트 리버브 시뮬레이션

TONE

DECAY

6

Church

교회의 소리를 흉내내는 리버브

TONE

DECAY

7

DrumAmb

드럼에 자연스러운 분위기 (공기 소리)를 추가하는 리
버브

TONE

DECAY

8

GateRev

타악기 연주에 적합한 특수 리버브

TONE

DECAY

9

Spring

스프링 리버브 시뮬레이션

TONE

DECAY

10

Delay

선명한 톤의 디지털 지연

TIME

FEEDBACK

●

11

Analog

따뜻한 아날로그 지연 시뮬레이션

TIME

FEEDBACK

●

12

P-P Dly

지연 사운드를 좌우로 번갈아 출력하는 효과

TIME

FEEDBACK

●

13

Vocal 1

홀 리버브와 지연을 결합한 매우 유용한 효과

TIME

DECAY

14

Vocal 2

지연과 모노 출력 리버브를 결합한 효과

TIME

DECAY

15

Vocal 3

발라드에 적합한 딜레이와 플레이트 리버브를 결합한
효과

TIME

DECAY

16

Vocal 4

록에 적합한 딜레이와 룸 리버브를 결합한 효과

TIME

DECAY

설명

Note: 템포 동기화 된 지연 효과는 프로젝트 템포와 동기화 될 수 있습니다.
동기화하려면 TEMPO 버튼을 누르고 템포를 설정하십시오. 쿼터 노트는 템포에 동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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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포 동기화

(INPUT 3-8)

GAIN

A/D

Metronome

Built-in Mic

A/D

INPUT
9/10–11/12

USB RETURN DATA 1/3 from PC
USB RETURN DATA 2/4 from PC
PLAY DATA 9/11 from SD CARD
PLAY DATA 10/12 from SD CARD

A/D

INPUT 1–8

PLAY DATA 1-8 from SD CARD

(INPUT 1,2)

Hi-Z

GAIN

DC CUT

DC CUT

SIG

USB

COMP

SLATE

LOW
CUT

REC/PLAY

EQ

LOW
CUT
EQ

USB SEND DATA 9/11 to PC
USB SEND DATA 10/12 to PC

REC DATA 9/11 to SD CARD
REC DATA 10/12 to SD CARD

REC/PLAY

USB SEND DATA 1-8 to PC

REC DATA 1-8 to SD CARD

MID

PAD
-26dB

SLATE

HIGH
HIGH

SIG

FREQ
MID

+48V

LOW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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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

MUTE

MUTE

FADER

E

D

C

B

A

MASTER

FADER

FADER MODE

E

D

C

B

A

MASTER

FADER MODE
PAN

LEVEL

SEND EFX

BALANCE

SEND EFX

LEVEL METER

PLAY DATA MASTER L from SD CARD
PLAY DATA MASTER R from SD CARD

LEVEL METER

MASTER
PLAY
SLATE

MASTER
FADER

EFX

MASTER

A-E

MONITOR OUT

VOLUME

LEVEL METER

E

D

C

B

A

MASTER

EFX RETURN
FADER

MUTE

EFX RETURN

MUTE

LEVEL METER

OUTPUT

MONITOR OUT E PHONES

MONITOR OUT D PHONES
D/A

MONITOR OUT C PHONES

MONITOR OUT B PHONES

MONITOR OUT A PHONES

MONITOR OUT A L
MONITOR OUT A R

D/A

VOLUME

MASTER OUT R

MASTER OUT L

D/A

D/A

D/A

D/A

REC DATA MASTER L to SD CARD
REC DATA MASTER R to SD CARD

믹서 블록 다이어그램

MONITOR OUT A_L
MONITOR OUT A_R
MONITOR OUT B_L
MONITOR OUT B_R
MONITOR OUT C_L
MONITOR OUT C_R
MONITOR OUT D_L
MONITOR OUT D_R
MONITOR OUT E_L
MONITOR OUT E_R
EFX
MASTER_L
MASTER_R

SLATE

ZOOM CORPORATION
4-4-3 Kanda-surugadai, Chiyoda-ku, Tokyo 101-0062 Japan
http://www.zoom.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