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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팀에서 전하는 글
UR22mkII AD/DA 변환장치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
니다.

2008년에 MR816CSX와 MR816X가 등장한 이후로 
Steinberg AD/DA 변환장치 라인업이 확장되며 
2011년에 UR824와 UR28M, 2013년에 UR22, 2014년에 
UR44와 UR12, 2015년에 UR242를 비롯하여 포함되는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UR22는 광범위한 
사용자의 선택을 받았으며 개선과 업데이트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UR22mkII로 출시되었습니다.

“mkII”라는 명칭으로 알 수 있듯이 UR22mkII는 
UR22에서 진보된 후속 제품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새로운 기능은 iOS 지원과 루프백 기능입니다. 오늘날 
창작자들이 광범위하게 모바일 녹음을 채택했다는 
것은 iOS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최초로 설계된 UR22 하드웨어는 이 기능을 단순한 
업데이트로 제공하기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당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하였고, 마침내 
새로 출시된 제품에서는 전체 UR 시리즈에서 세 가지 
주요 플랫폼인 Windows, Mac, iOS를 지원합니다. 
이제는 UBS 버스 전원 외에도 USB 이동식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어 안정된 주 전원을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고품질 녹음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고품질 오디오 콘텐츠를 쉽게 배포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에 루프백 기능을 
담았습니다. UR22mkII는 다른 UR 시리즈 모델과 
마찬가지로 루프백 기능이 있어 편리한 배포 환경을 
빠르고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본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UR22mkII는 모든 
신규 모델이 그렇듯이 최적의 오디오 품질을 낼 수 
있도록 엄격한 검사와 튜닝 과정을 거쳐 확실한 저음과 
섬세한 중음 그리고 넓게 탁트인 고음을 선사합니다. 
당사의 D-PRE 마이크 프리앰프가 전체 오디오 스펙
트럼을 담아내어 뛰어난 밸런스가 구현되므로 믹싱과 
제작도 더욱 매끄럽고, 즐겁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절 기능도 적용되어 모니터 스피커로 
전달되는 사운드는 녹음된 각 음원의 음악적 뉘앙스를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UR22mkII는 인기 모델을 첨단 제작 동향의 선두에 
세우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저희는 당사 제품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늘 앞서서 제공할 것입니다. 당사 제품 
사용자들이 어디에 있든 그리고 예술적 목표가 
무엇이든 그들의 창작 결과물에 기여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Steinberg 하드웨어
개발팀



각 부분의 명칭
각 부분의 명칭

전면 패널

1 [INPUT 1 GAIN] 노브
[MIC/LINE IN 1] 잭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2 [MIC/LINE 1/2] 잭
마이크 또는 디지털 악기를 연결합니다. 이 잭은 XLR형 
및 폰형(밸런스/언밸런스) 플러그 모두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1. XLR형은 마이크 연결 시 최적 레벨로 설정되며 
폰형은 라인 연결 시 최적 레벨로 설정됩니다.

*1 플러그 유형

3 [PEAK] 표시등
입력 신호에 따라 켜집니다. 입력 신호가 클리핑 레벨보다 
3dB 아래일 때 켜집니다.

4 [+48V] 표시등
[+48V] 스위치(팬텀 전원)를 켜면 켜집니다.

5 [USB] 표시등
전원을 켜면 켜집니다. 연결된 컴퓨터나 iPad에서 장치가 
인식되지 않거나 전원 공급 전압이 표준 레벨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 연속으로 깜박입니다.

6 [INPUT 2 GAIN] 노브
[MIC/LINE IN 2] 잭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7 [INPUT 2 HI-Z] 스위치
입력 임피던스(on O/off N)를 전환합니다. 일렉트릭 
기타나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고임피던스 악기를 직접 
[MIC/LINE 2] 잭에 연결할 때는 이 스위치를 켭니다. 
이 스위치를 켤 때 악기와 [MIC/LINE 2] 잭 사이에 언밸
런스형 폰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밸런스형 폰 플러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의
스피커 시스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 스피커를 끈 상태에서 
[INPUT 2 HI-Z] 스위치를 켜고 꺼야 합니다. 모든 출력 레벨을 
최소로 내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큰 소리의 파열 잡음이 발생하여 장비나 청력 또는 둘 다 
손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INPUT 2 HI-Z] 스위치를 켠 상태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
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장치와 INPUT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힌트
최적 녹음 레벨 설정
[PEAK] 표시등이 최대 입력 음량에서 짧게 깜박이도록 
게인 노브를 조절합니다.

XLR형
(밸런스)

폰형
(밸런스)

폰형
(언밸런스)
UR22mkII 사용설명서 3



각 부분의 명칭
8 [MIX] 노브
[MIC/LINE 1/2] 잭으로 입력되는 신호와 DAW 소프트웨어 
같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신호 사이의 신호 레벨 
균형을 조절합니다. [MIC/LINE 1/2] 잭으로 들어가는 두 
신호는 모노 신호로 믹싱됩니다. 이 제어 노브를 작동해도 
컴퓨터로 전송되는 신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9 [PHONES] 노브
[PHONES] 잭의 출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이 제어 
노브의 작동은 [OUTPUT] 노브 작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
니다. 

) [PHONES ] 잭
스테레오 헤드폰에 연결합니다.

! [OUTPUT] 노브
[LINE OUTPUT] 잭의 출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힌트
믹스 노브 사용
입력 음량이 높을 때는 [MIX] 노브를 [DAW] 쪽으로 
돌리고, 입력 음량이 낮을 때는 [INPUT] 쪽으로 돌립
니다. 노브를 [DAW] 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DAW의 
입력 사운드만 들을 수 있습니다.
UR22mkII 사용설명서 4



각 부분의 명칭
후면 패널

1 [5V DC] 포트
USB 전원 어댑터 또는 USB 이동식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마이크로 USB B 커넥터를 사용하여 연결합니다. iPad 
같이 버스 전원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장치에 
UR22mkII를 연결할 때는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십시오. 
(UR22mkII는 USB 전원 어댑터나 USB 이동식 배터리가 
함께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사용할 USB 전원 어댑터나 USB 이동식 배터리의 안전 주의
사항을 읽어보십시오. 

• 5핀 마이크로 USB 플러그와 함께 USB 표준에 따라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USB 전원 어댑터나 USB 이동식 배터리를 
사용하십시오.

출력 전압: 4.8V ~ 5.2V
출력 전류: 0.5A 이상

2 [POWER SOURCE] 스위치
UR22mkII로 전원을 공급할 포트를 선택합니다. 
[USB2.0] 단자로 버스 전원을 공급하려면 이 스위치를 
[USB2.0] 쪽으로 설정합니다. [5V DC] 포트로 전원을 
공급하려면 이 스위치를 [5V DC] 쪽으로 설정합니다. 
iPad를 사용할 때는 이 스위치를 [5V DC] 쪽으로 설정
합니다. 전원 공급을 [5V DC]로 설정했어도 [USB 2.0] 
단자로 컴퓨터나 iPad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UR22mkII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주
USB 이동식 배터리를 사용할 때 [USB 2.0] 단자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iPad 전원이 꺼지면 [5V DC] 포트를 통한 전원 
공급도 중지되어 배터리 소모가 방지됩니다. 

3 [USB2.0] 단자
컴퓨터나 iPad에 연결합니다.

주의사항
장치를 컴퓨터 USB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작동이 멈추거나 정지되어 데이터가 손상
되거나 손실될 수 있습니다. 장치나 컴퓨터 작동이 멈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 AB 유형의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USB 3.0 케이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휴면/중지/대기 모드에서 복구시킨 후에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UR22mkII에 연결해야 합니다.

• USB 케이블을 연결/분리할 때는 먼저 컴퓨터에 열려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합니다.

• USB 케이블을 [USB2.0] 단자에 연결하거나 단자에서 분리할 
때는 먼저 모든 출력 레벨 컨트롤을 최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 USB 케이블을 연속으로 빠르게 연결하고 분리하지 마십시오. 
6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USB 케이블을 연결하고 분리하십
시오.

4 [MIDI OUT] 잭
MIDI 장치의 MIDI IN 잭에 연결합니다. 컴퓨터에서 
MIDI 신호를 전송합니다.

5 [MIDI IN] 잭
MIDI 장치의 MIDI OUT 잭에 연결합니다. MIDI 신호를 
받아 컴퓨터로 입력합니다.

힌트
[5V DC] 포트 사용
UR22mkII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도 [POWER 
SOURCE] 스위치가 [5V DC] 쪽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외부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여 [5V DC] 포트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하면 
컴퓨터의 USB 단자에서 전원을 끌어 쓸 때 야기되는 
잡음과 그 밖의 음질 저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UR22mkII 사용설명서 5



각 부분의 명칭
6 [+48V] 스위치
팬텀 전원을 켜고 끕니다. 이 스위치를 켜면 [MIC/LINE 1/2] 
잭에 연결된 XLR 잭으로 팬텀 전원이 공급됩니다. 팬텀 
전원을 사용하는 콘덴서 마이크를 장치에 연결한 후에만 
이 스위치를 켜고 끄십시오. 팬텀 전원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스위치를 OFF로 설정하십시오.

주의사항
팬텀 전원을 사용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UR22mkII 또는 
연결된 장비의 손상 및 잡음을 방지하십시오.

• 팬텀 전원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장치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 모든 출력 레벨 컨트롤을 최소로 설정한 후에 팬텀 전원 
스위치를 ON 또는 OFF로 설정하십시오.

• 팬텀 전원이 필요 없는 장치를 [MIC/LINE 1/2] 잭에 연결할 때 
팬텀 전원 스위치가 OFF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팬텀 전원 스위치를 켜고 끌 때 모든 입출력의 음이 몇 초 동안 
소거됩니다. 

7 [LINE OUTPUT 2/R 1/L] 잭
라인 레벨 신호로 모니터 스피커나 외부 장치에 연결합
니다. 이 잭은 폰형(밸런스/언밸런스)에 연결할 수 있습
니다.
UR22mkII 사용설명서 6



각 부분의 명칭
소프트웨어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는 UR22mkII와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제어판에서 오디오 드라이버용 기본 
설정을 구성하거나(Windows) 오디오 드라이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Mac). 

주
장치를 iPad에 연결할 때는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Windows

창 여는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어판]  [하드웨어 및 소리] 또는 [사운드, 음성 및 
오디오 장치]  [Yamaha Steinberg USB Driver]를 선택
합니다.

• Cubase 시리즈 메뉴에서 [Devices]  [Device Setup...] 
 [Yamaha Steinberg USB ASIO]  [Control Panel]을 선
택합니다.

창 선택 방법
상부 탭을 클릭하여 원하는 창을 선택합니다.

Steinberg UR22mkII 창
이 창은 샘플 속도를 선택하고 루프백 기능을 설정할 
때 사용합니다.

1 Sample Rate
장치의 샘플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션: 44.1kHz, 48kHz, 88.2kHz, 96kHz,
176.4kHz, 192kHz

주
사용 가능한 샘플 속도는 사용하는 특정 DAW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Enable Loopback
체크 박스를 사용하여 루프백 기능을 켜고 끕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루프백 기능의 켜짐 및 꺼짐을 설정합
니다. 

주
루프백 기능을 사용할 때는 DAW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 기능을 
끄십시오. 루프백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DAW 소프트웨어를 
통해 UR22mkII에서 나오는 입력 신호를 모니터링할 경우 큰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오디오 신호의 무한 루프가 
UR22mkII와 DAW 소프트웨어 사이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3 Mix
Enable Loopback가 켜짐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입력 신
호를 모노 또는 스테레오로 선택하십시오.

옵션: Mono, Stereo

Mono: [MIC/LINE 1/2] 입력이 모노로 녹음됩니다. 

Stereo: [MIC/LINE 1/2] 입력이 스테레오로 녹음됩니다. 
[MIC/LINE 1] 입력이 L 채널이 됩니다. 
[MIC/LINE 2] 입력이 R 채널이 됩니다.

힌트
루프백이란?
루프백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입니다. 입력 오디오 신호(예: 마이크 및 기타)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서 재생 중인 오디오 신호를 
UR22mkII의 두 채널로 믹싱하여 컴퓨터로 다시 보냅
니다. 

UR22mkII

배경 음악 전달
UR22mkII 사용설명서 7



각 부분의 명칭
ASIO 창
ASIO 드라이버 설정을 선택합니다.

1 Device
ASIO 드라이버와 함께 사용할 장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와 호환되는 
장치 2개 이상을 컴퓨터에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Buffer Size
ASIO 드라이버의 버퍼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지정된 샘플 속도에 따라 다릅니다. ASIO 버퍼 
크기가 작을수록 오디오 레이턴시 값도 작아집니다. 

주
사용 가능한 샘플 속도는 사용하는 특정 DAW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Input Latency/Output Latency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의 레이턴시(지연 시간)을 밀리초 
단위로 나타냅니다.

About 창
오디오 드라이버의 버전 및 저작권 정보를 나타냅니다. 
 

Mac

창 여는 방법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 [System Preferences]  [Yamaha Steinberg USB]를 
선택합니다.

• Cubase 시리즈 메뉴에서 [Devices]  [Device Setup...] 
 [Steinberg UR22mkII]  [Control Panel]  [Open 
Config App]을 선택합니다.

Steinberg UR22mkII 창
이 창에서 루프백 기능을 설정합니다.

1 Enable Loopback
체크 박스를 사용하여 루프백 기능을 켜고 끕니다. 체크 
박스를 선택하여 루프백 기능의 켜짐 및 꺼짐을 설정합
니다. 

주
루프백 기능을 사용할 때는 DAW 소프트웨어에서 모니터 기능을 
끄십시오. 루프백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DAW 소프트웨어를 통해 
UR22mkII에서 입력 신호를 모니터링할 경우 큰 소음이 발생합
니다. 그 이유는 오디오 신호의 무한 루프가 UR22mkII와 DAW 
소프트웨어 사이에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샘플 속도 범위

44.1 kHz/ 48 kHz 64개 샘플 ~ 2048개 샘플

88.2kHz/ 96kHz 128개 샘플 ~ 4096개 샘플

176.4kHz/ 192kHz 256개 샘플 ~ 8192개 샘플

힌트
루프백이란?
루프백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
입니다. 입력 오디오 신호(예: 마이크 및 기타)와 컴퓨
터의 소프트웨어에서 재생 중인 오디오 신호를 
UR22mkII의 두 채널로 믹싱하여 컴퓨터로 다시 보냅
니다. 

UR22mkII

배경 음악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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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분의 명칭
3 Mix
Enable Loopback가 켜짐으로 설정되었을 때는 입력 
신호를 모노 또는 스테레오로 선택하십시오. 

옵션: Mono, Stereo

Mono: [MIC/LINE 1/2] 입력이 모노로 녹음됩니다.

Stereo: [MIC/LINE 1/2] 입력이 스테레오로 녹음됩니다. 
[MIC/LINE 1] 입력이 L 채널이 됩니다. 
[MIC/LINE 2] 입력이 R 채널이 됩니다. 

About 창
오디오 드라이버의 버전 및 저작권 정보를 나타냅니다.

힌트
샘플 속도 선택 방법
[Audio MIDI Setup] 창에서 샘플 속도를 선택합니다.

1. [Applications]  [Utilities]  [Audio MIDI 
Setup]을 선택합니다.

2. [Format] 메뉴에서 샘플 속도를 선택합니다. 

힌트
버퍼 크기 선택 방법
각 애플리케이션(DAW 소프트웨어 등)의 설정 창에서 버퍼 
크기를 선택합니다.

주
설정 창을 여는 방법은 각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릅니다. 

1. Cubase 시리즈 메뉴에서 [Devices]  
[Device Setup...]를 선택합니다.

2. 창 좌측 메뉴에서 [Steinberg UR22mkII]의 
[Control Panel]을 클릭합니다.

버퍼 크기를 선택하는 창이 표시됩니다.
UR22mkII 사용설명서 9



UR22mkII 사용
UR22mkII 사용

연결
이 부분에서는 컴퓨터와 함께 마이크와 일렉트릭 기
타를 UR22mkII에 연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1. [OUTPUT] 및 [PHONES] 노브의 출력 레벨이 
최소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주의
외부 장치를 연결 또는 분리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음량 레벨을 
최소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음량 출력에 의해 
청력 또는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2. [+48V] 및 [INPUT 2 HI-Z] 스위치가 꺼졌는지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48V] 스위치와 [INPUT 2 HI-Z]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하지 마십시오. 연결된 장치와 INPUT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3. 후면 패널의 [POWER SOURCE] 스위치를 
[USB2.0] 쪽으로 옮기십시오.

4. 제공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직접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주

•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와 호환되는 장치 한 개만 
연결해야 합니다.

• (Windows 전용)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를 설치
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USB 단자에 USB 케이블을 연결
하십시오. 다른 USB 단자에 USB 케이블을 연결할 경우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가 다시 설치됩니다. 

5. [MIC/LINE 1] 잭에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6. [MIC/LINE 2] 잭에 일렉트릭 기타를 연결합니다.

7. [INPUT 2 HI-Z] 스위치를 켭니다.

8. 팬텀 전원이 필요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48V] 스위치를 켜십시오.

이제 마이크와 일렉트릭 기타가 연결되었습니다. 
iPad 같은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은 해당 연결 예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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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22mkII 사용
연결 예시

주

•  UR22mkII와 iPad를 연결할 때는 Apple iPad Camera Connection Kit 또는 Lightning-USB 카메라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  UR22mkII와 iPad를 연결할 때는 USB 이동식 배터리 또는 전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  UR22mkII와 iPad를 연결할 때는 루프백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호환되는 iOS 장치에 관한 최신 정보는 아래의 Steinberg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teinberg.net/

iPad  

[USB2.0]

iPad

Apple iPad Camera
Connection Kit/
Lightning-USB

USB  /
USB 

/
MIDI 

[5V DC]

/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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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22mkII 사용
DAW 소프트웨어에서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 구성하기 
이 부분에서는 UR22mkII를 컴퓨터에 연결하는 예를 
설명합니다. 이 부분의 설명은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가 패키지에 포함된 “시작 설명서” 
지침에 따라 제대로 설치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Cubase 시리즈 프로그램

1.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2. Cubase 시리즈 DAW를 실행합니다.

3. Cubase 시리즈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 [ASIO 
Driver Setup] 창이 나타나면 UR22mkII가 선택
되었는지 확인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제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Cubase 시리즈 이외의 프로그램

1.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닫혀 있어야 합니다.

2. DAW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3.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 창을 엽니다.

4. (Windows 전용)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용 ASIO 
드라이버를 선택합니다. 

5. 다음과 같이 Windows의 경우 ASIO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Mac의 경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설정
합니다.

Windows
ASIO 드라이버 설정을 [Yamaha Steinberg USB ASIO]로 
설정합니다.

Mac
UR22mkII를 해당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정으로 설정
합니다.

이제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녹음/재생
이 부분에서는 Cubase에 있는 기존 템플릿(기본 설정)
으로 마이크와 일렉트릭 기타를 사용하는 단순한 녹음/
재생 작업을 설명합니다.

Cubase 시리즈 프로그램

1. Cubase 시리즈 DAW를 실행합니다.
[steinberg hub] 창이 나타납니다.

2. [Recording]에서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한 후 
[Create]를 클릭합니다. 
다음 예에서는 [Clean E-Guitar + Vocal] 템플릿을 사용
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깨끗한 일렉트릭 기타와 보컬을 
녹음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주

• [Missing Ports] 창이 나타나면 각 [Mapped ports]에 
해당하는 UR22mkII 포트를 선택합니다.

• [Map Always]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Map Always]을 선택하면 [Missing Ports] 창이 다시 
표시되지 않습니다.

3. [Devices]  [VST Connections]를 선택하고 
[VST Connections] 창을 엽니다.
Cubase와 UR22mkII 사이의 입출력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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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22mkII 사용
4. 입력 탭과 출력 탭에서 모두 [Device Port]의 
UR22mkII 포트를 선택합니다. 

입력 탭

출력 탭

5. 장치의 [MIX] 노브를 [INPUT]과 [DAW]의 중앙 
위치로 설정합니다.

6. 장치의 [INPUT GAIN] 노브로 마이크나 기타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마이크가 [MIC/LINE 1] 잭에 연결되어 있으면 [INPUT 1 
GAIN] 노브를 조절합니다. 기타가 [MIC/LINE 2] 잭에 
연결되어 있으면 [INPUT 2 GAIN] 노브를 조절합니다. 

7.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거나 기타를 연주하면서 
장치의 [PHONES] 노브로 헤드폰의 출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8. 녹음할 트랙을 선택합니다.
이 템플릿의 [Clean E-Guitar] 트랙 또는 [Vocals] 트랙을 
클릭합니다. 트랙을 클릭하면 녹음 준비가 완료됩니다.

9. Inspector에서 입력 루팅을 선택합니다.

[MIC/LINE 1] 잭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프로젝트 창 좌측에서 트랙 이름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창에서 [Mono-In 1]을 선택합니다. 

[MIC/LINE 2] 잭에 기타가 연결되어 있을 때:
프로젝트 창 좌측에서 트랙 이름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창에서 [Mono-In 2]를 선택합니다. 

힌트
최적 녹음 레벨 설정
가장 큰 입력 음량에서 [PEAK] 표시등이 짧게 깜박이
도록 게인 노브를 조절합니다.

트랙

트랙 
이름

트랙 이름

트랙 이름
UR22mkII 사용설명서 13



UR22mkII 사용
10. 화면 상단의 []을 클릭하여 녹음을 시작합니다. 

11. 화면 상단의 []를 클릭하여 녹음을 중지합니다.

12. 룰러를 클릭하여 프로젝트 커서를 원하는 재생 
시작 지점으로 옮깁니다.

13. 화면 상단의 [R]를 클릭하여 녹음된 사운드를 
확인합니다.
모니터 스피커로 사운드를 들으면서 장치의 [OUTPUT] 
노브로 출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이제 녹음 및 재생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Cubase 시리즈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Cubase 시리즈 메뉴의 [Help]에서 볼 수 있는 PDF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Cubase 시리즈 이외의 프로그램

1. DAW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2. 장치의 [INPUT GAIN] 노브로 마이크나 기타의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3. 장치의 [MIX] 노브를 [INPUT]과 [DAW]의 중앙 
위치로 설정합니다.

4. 마이크에 대고 노래하거나 기타를 연주하면서 
장치의 [PHONES] 노브로 헤드폰의 출력 신호 
레벨을 조절합니다. 

5. DAW 소프트웨어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6. 녹음을 마치면 중지합니다.

7. 새로 녹음된 사운드를 재생하여 확인합니다.

이제 녹음 및 재생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DAW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특정 
DAW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힌트
최적 녹음 레벨 설정
가장 큰 입력 음량에서 [PEAK] 표시등이 짧게 깜박이
도록 게인 노브를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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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22mkII 사용
연결된 MIDI 장치와 함께 UR22mkII 
사용
이 부분에서는 연결된 MIDI 장치와 함께 VST instrument 
HALion Sonic SE를 사용하는 Cubase 설정을 설명합니다.

1. MIDI 장치와 UR22mkII 사이의 연결부를 확인합
니다.
MIDI 케이블을 사용하여 UR22mkII의 MIDI IN을 MIDI 
장치의 MIDI OUT 잭에 연결합니다.

 

2. 프로젝트 창에서 Instrument 트랙을 엽니다.
[Project]  [Add Track]  [Instrument…]
 

3. 아래에 표시된 창에서 HALion Sonic SE를 
선택하고 [Add Track]을 클릭합니다.

해당 악기 트랙이 템플릿에 추가됩니다.
 

4. Inspector에서 입력 루팅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창 좌측에서 트랙 이름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표시된 창에서 [All MIDI Inputs] 또는 [Steinberg 
UR22mkII-1]을 선택합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DAW 소프트웨어 사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특정 
DAW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MIDI IN으로

MIDI OUT으로

신디사이저/MIDI 키보드

트랙 이름
UR22mkII 사용설명서 15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전원이 켜지지 않습
니다. 
(UR22mkII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도 USB 
표시등이 꺼져 있거나 
계속 깜박입니다.)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었습니까?
시작 설명서 지침을 참조하여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를 설치를 완료하십
시오. 

다음 단계에 따라 설치를 확인합니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합니다.
USB 허브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2. 다음과 같이 장치 관리자 창(Windows) 또는 오디오 MIDI 설정 창(Mac)을 엽니다.
Windows

    [Control Panel]  [Device Manager]를 선택합니다.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 옆에 있는 [+] 표시 또는 [>] 표시를 클릭합니다.

    Mac

    [Applications]  [Utilities]  [Audio MIDI Setup]을 선택합니다. 

3. 장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올바른 USB 케이블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이 끊겼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3미터 
이하의 USB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POWER SOURCE] 스위치가 제대로 설정되었습니까?
전원 스위치를 알맞게 설정하십시오. 즉, 버스 전원 작동을 사용할 때는 [USB2.0]으로 설정
하고, UBS AS 어댑터 또는 UBS 휴대용 배터리에 연결할 때는 [5V DC]로 설정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었습니까?
시작 설명서 지침을 참조하여 Yamaha Steinberg USB 드라이버 설치를 완료하십
시오.

올바른 USB 케이블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USB 케이블이 끊겼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새 것으로 교체하십시오. 
3미터 미만의 USB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장치의 볼륨 컨트롤이 적절한 레벨로 설정되었습니까?
[OUTPUT] 노브와 [PHONES] 노브의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마이크와 모니터 스피커가 장치에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연결 예시”(11페이지) 부분을 참조하여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DAW 소프트웨어에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이 정확하게 설정되었습니까?
“DAW 소프트웨어의 오디오 드라이버 설정 구성하기”(12페이지) 부분을 참조하여 
설정하십시오.
UR22mkII 사용설명서 16



문제 해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Cubase 시리즈 프로그램에서 [ASIO Driver] 설정이 정확하게 설정되었습니까?
Cubase 시리즈 메뉴에서 [Devices]  [Device Setup…]  [VST Audio System]을 
연 다음 [ASIO Driver]에서 [Yamaha Steinberg USB ASIO] (Windows) 또는 
[Steinberg UR22mkII] (Mac)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Windows

Mac

DAW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기 전에 장치 전원을 켰습니까?
DAW 소프트웨어를 시작하기 전에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장치 전원을 켜십시오.

입력/출력 루팅이 정확하게 설정되었습니까? 
“녹음/재생”(13페이지) 부분을 참조하여 DAW의 입력/출력 루팅을 확인하십시오.

모니터 스피커 스위치가 켜져 있습니까?
모니터 스피커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버퍼 크기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정보다 버퍼 크기를 높이십시오. 그 방법은 “Yamaha Steinberg USB 드라
이버 (Windows)”(8페이지) 또는 “버퍼 크기 선택 방법(Mac)”(9페이지)을 참조하
십시오.
UR22mkII 사용설명서 17



문제 해결
최신 지원 정보는 아래의 Steinberg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steinberg.net

이상한 소리
(잡음, 중단 또는 왜곡)

컴퓨터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만족합니까?
시스템 요구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최신 정보는 아래의 Steinberg 웹사이트를 참조
하십시오.
http://www.steinberg.net/

긴 오디오 섹션을 연속으로 녹음하거나 재생하고 있습니까?
컴퓨터의 오디오 데이터 처리 능력은 CPU 속도와 외부 장치에 대한 액세스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됩니다. 오디오 트랙을 줄인 후에 소리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장치에 마이크가 제대로 연결되었습니까?
마이크를 XLR 플러그로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폰 플러그를 사용하면 음량이 충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IX] 노브가 정확히 설정되었습니까?
장치의 입력 신호와 DAW 소프트웨어의 출력 신호가 모두 출력되고 있을 때는 
[MIX] 노브를 [DAW] 쪽으로 끝까지 돌리십시오.

루프백 기능이 정확히 설정되었습니까?
루프백 기능을 사용할 때는 Enable Loopback을 꺼짐으로 설정하십시오. 그 방법은 
“Steinberg UR22mkII 창(Windows)”(7페이지) 또는 “Steinberg UR22mkII 창(Mac)”
(8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UR22mkII 사용설명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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