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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이펙트 버전/플러그인 버전
DSP 이펙트 버전/플러그인 버전

HiDPI 지원 및 디자인 변경

GUI 디자인이 개선되어 HiDPI와 호환되므로 고해상
도 모니터를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
라미터 표시와 위치도 변경되어 사용성이 향상되었
습니다.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 

REV-X 

Equalizer 601

Compressor 276 

입력/출력 미터

입력/출력 미터가 각 플러그인마다 구현되었습니다.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 

REV-X 

Equalizer 601

Compressor 276 

입력/출력 미터

입력/출력 미터

입력/출력 미터

입력/출력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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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이펙트 버전/플러그인 버전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의 새로운 특징

스테레오/모노 버전 통합
스테레오와 모노 채널의 개별 플러그인이 통합되었
습니다. 이에 따라 DAW 소프트웨어를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어 플러그인을 선택할 때 더 이상 스테레오와 
모노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SIDE CHAIN 켜짐/꺼짐 기능
편리한 사이드 체인 필터 켜짐/꺼짐 스위치가 내장되
어 있습니다. 

개별 EQ 대역 켜짐/꺼짐 기능
각 EQ 대역마다 편리한 개별 켜짐/꺼짐 기능이 내장
되어 있습니다. 

Preset Converter 창
Preset Converter 창이 추가되어 V2.0.0 이상 버전과 
호환될 수 있도록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 V1.2.X 이전 버전으로 제작한 내장 설정을 변환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로고를 클릭하면 
이 창이 열립니다. 

Preset Converter 창은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을 열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
지 않도록 설정하려는 경우 “Don’t ask me again” 상
자에 체크표시하면 다음 번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Yes”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버전에 저장된 내장 설정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내장 설정을 변환하지 
않고 플러그인을 열려면 “Not Now” 버튼을 클릭하십
시오.
주의사항

• V2.0.0 이상 버전을 통해 생성된 내장 설정은 V1.2.X 이전 버전
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V1.2.X 이전 버전의 플러그인을 사용 중인 컴퓨터에 V2.0.0 이후 
버전의 플러그인을 설치한 경우 V1.2.X 이전 버전의 모노 채널 
플러그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V1.2.X 이전 버전의 
플러그인이 설치된 프로젝트 파일을 열면 모노 채널 플러그인이 
지정된 채널로 V1.2.X 이전 버전의 플러그인이 로드됩니다. 
V2.0.0 이상 버전의 플러그인으로 교체하려면 V2.0.0 이상 버전
에 적절한 채널 플러그인을 다시 선택하십시오.

SIDE CHAIN 켜짐/꺼짐 버튼

EQ 대역 켜짐/꺼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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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 이펙트 버전/플러그인 버전
REV-X의 새로운 기능

3D 그래프 화면
새로 도입된 3D 그래프 화면은 3D 방식으로 리버브
의 잔향 특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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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버전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
플러그인 버전에 한해 적용되
는 사항

AAX 지원

이제 Basic FX Suite가 AAX 플러그인 형식과 호환되
어 ProTools와 함께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의 새로운 특징

EQ 그래프의 스펙트럼 보기
Sweet Spot Morphing Channel Strip 플러그인 버전
에 EQ 그래프의 스펙트럼 보기 기능이 내장되었습니
다. EQ 그래프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위치한 스펙트
럼 보기 켜짐/꺼짐 버튼을 누르면 스펙트럼을 표시하
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Equalizer 601의 새로운 기능

EQ 그래프의 스펙트럼 보기
Equalizer 601 플러그인 버전에 EQ 그래프의 스펙트
럼 보기 기능이 내장되었습니다.

EQ 그래프의 우측 하단 모서리에 위치한 스펙트럼 보
기 켜짐/꺼짐 버튼을 누르면 스펙트럼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전용 Cubase 시리즈 창

MixConsole 창에 AXR4 시리즈 장치 
파라미터 작동 기능 추가

이제 AXR Extension이 Cubase [MixConsole]  
[Channel Rack] 구역  [Hardware] 랙에 표시되어 
MixConsole에서 작업할 때 검사기로 돌아갈 필요 없
이 AXR4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입력 설정 영역에 채널 링크 
설정 기능 추가

이제 하드웨어 입력 설정 영역에서 채널 링크를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보기 켜짐/꺼짐 버튼

스펙트럼 보기 켜짐/꺼짐 버튼

채널 링크

켜짐/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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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R4 장치 화면
AXR4 장치 화면

MAIN 화면 영역에서 직접 파라미터 
설정

이제 설정 대화상자 화면을 열지 않아도 MAIN 화면 
영역에서 직접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써 SILK TEXTURE 및 GAIN과 같이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파라미터의 목록을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MAIN 화면 영역과 새로운 MAIN 화
면 영역 간 비교 

기존의 파라미터 선택 상태와 새로운 파라미
터 선택 상태 간 비교 

열고 작동하는 방법
이 부분에서는 CH SETUP MIC IN1 화면의 예시를 사
용하여 설명합니다.

1. AXR4 장치 패널의 [CH] 키를 누릅니다.
CH SETUP 화면이 나타납니다.

2. 채널 화면의 다기능 노브를 돌려 파라미터를 선
택합니다.

3. 다기능 노브를 눌러 선택합니다.

4. 다기능 노브를 돌려 표시된 값이나 켜짐/꺼짐 상
태를 변경합니다.

5. 다기능 노브를 눌러 확인합니다.

* MAIN 화면 영역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본 설명서 
끝에 수록되어 있는 “AXR4 장치 화면 설정 항목 및 설정 방법 목
록”을 참조하십시오.

SYSTEM SETUP 화면에 RETURN 
TO HOME 기능 추가

이제 작업이 정지된 후 자동으로 HOME(METER 화면)
으로 돌아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이용 가능한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화면 새로운 화면

기존 상태 새로운 상태

10sec 작업이 정지되고 10초 후에 HOME으로 돌아갑니다.

30sec 작업이 정지되고 30초 후에 HOME으로 돌아갑니다.

1min 작업이 정지되고 1분 후에 HOME으로 돌아갑니다.

3min 작업이 정지되고 3분 후에 HOME으로 돌아갑니다.

Never 작업이 정지되더라도 Home 화면으로 돌아가지 않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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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R4 장치 화면
METER 화면에서 다수의 믹스 버스를 
설정하여 레벨 제어 가능

이제 METER 화면에서 다수의 믹스 버스를 설정하여 
레벨을 제어할 수 있어 주변 환경의 여러 버스에 대한 
레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열고 작동하는 방법

1. AXR4 장치 패널의 [MONI] 키를 누릅니다.
MONITOR SETUP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다기능 노브를 돌려 “MAIN OUT SETUP”을 설
정합니다.

3. 다기능 노브를 눌러 확인합니다.
믹스 버스 목록이 나타납니다.

4. 다기능 노브를 돌려 임의의 믹스 버스를 선택합

니다.

5. 다기능 노브를 누릅니다.
오른쪽의 설정값만 선택됩니다.

6. 다기능 노브를 돌려 “ON” 또는 “OFF”를 설정

합니다.

7. 다기능 노브를 누릅니다.
선택 항목이 복구됩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믹스 버스

를 설정합니다.

METER 화면의 다기능 노브를 작동할 때 나타나는 
MAIN OUT VOLUME 대화상자에서 설정했던 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ETER 화면 디자인 변경

MAIN OUT SETUP 화면에서 레벨 제어 대상으로 설
정한 믹스 버스 번호가 흰색으로 표시되도록 METER 
화면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레벨을 제어할 
때 목록에서 대상 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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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R4 장치 화면
CH SETUP 화면 구성 변경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채널 게인 및 SILK 프로세싱 
파라미터 목록이 표시되는 동안 이 두 파라미터를 함
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CH SETUP 화면 MAIN 화면 영역
채널을 선택합니다.

CH SETUP MIC IN1 ~ 4 화면

CH SETUP LINE IN5 ~ 12 화면 

도움말

다기능 노브로 GAIN을 설정하면서 SILK TEXTURE 
노브로 TEXTURE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TEXTURE 노브를 제어하는 동안 파라미터 값이 연
청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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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MixFx AXR V2.0
dspMixFx AXR V2.0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추가

이제 dspMixFx AXR를 통해 AXR4 장치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펌웨어 버전이 V2.0 이전인 AXR4 장치를 연결

합니다.
FIRMWARE UPDATER 화면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주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업데이트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Start” 버튼을 클릭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시작됩니다.

3.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Close” 버튼을 눌러 화면

을 닫습니다.

* 1단계에서 취소하는 경우 메뉴의 “Device” 장치를 클릭한 
후 “Firmware Update ...”를 선택하면 언제라도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한 번에 한 기기만 연결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AXR4 V2.0 보충 설명서 10



dspMixFx AXR V2.0
출력 채널 영역에 MAIN OUT 추가

출력 채널 영역에 MAIN OUT이 추가되었습니다.

AXR4 장치 화면에 HOME(METER) 화면이 나타나면 
다기능 노브로 믹스 버스를 설정하여 레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MAIN OUT

MAINOUT 버튼
MAIN OUT의 대상/비대상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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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AXR4 장치 화면 설정 항목 및 설정 방법 목록

설정 항목 설정 방법

METER 화면

(MAIN OUT VOLUME)
MAIN OUT 
VOLUME 
대화상자

CH SETUP 화면

MIC IN1 ~ 
MIC IN2

GAIN

MAIN 화면

TEXTURE

TYPE

SILK

PAD

+48V

PHASE

HPF

HI-Z

LINE IN5 ~ 
LINE IN12

PAD 설정값 목록에서 
선택

PHASE
MAIN 화면

HPF

MONITOR SETUP 화면

PHONES 
PATCH

PH 1L

설정값 목록에서 
선택

PH 1R

PH 2L

PH 2R

OUTPUT 
PATCH

LN O1 ~ LN O1

ADT AO1, S/P AO1

ADT AO2, S/P AO2

ADT AO3 ~ ADT AO8

ADT BO1, S/P BO1, AES O1

ADT BO2, S/P BO2, AES O2

ADT BO3, AES O3 ~ ADT BO8, 
AES O8

MAIN OUT 
SETUP

LINE OUT 1 ~ LINE OUT 8

MAIN 화면

ADAT AOUT1, S/P AOUTL

ADAT AOUT2, S/P AOUTR

ADAT AOUT3 ~ ADAT AOUT8

ADAT BOUT1, S/P BOUTL, 
AES OUT1

ADAT BOUT2, S/P BOUTR, 
AES OUT2

ADAT BOUT3, AES OUT3 ~ 
ADAT BOUT8, AES OUT8

설정 항목 설정 방법

SCENE 화면

Initial Data (초기 데이터) 확인 
대화상자(Scene 01) ~ (Scene 08)

SYSTEM SETUP 화면

CH LINK

MIC I1/2

MAIN 화면

MIC I3/4

LN I5/6 ~ LN I11/12

ADT AI1/2, S/P AIL/R

ADT AI3/4 ~ ADT AI7/8

ADT BI1/2, S/P BIL/R, AES I1/2

ADT BI3/4, AES I3/4 ~ 
ADT BI7/8, AES I7/8

CLOCK

MASTER

설정값 목록
에서 선택

SAMPLE RATE

SRC

AES/EBU CH

DIGITAL I/O 
MODE

DIGITAL(A)

DIGITAL(B)

PEAK HOLD PEAK HOLD

HPF

RETURN TO HOME

CONVERSION MODE

BRIGHTNESS

LCD

MAIN 화면

LED (RED)

LED (BLUE)

LED (WHITE)

LED (GREEN)

PANEL LOCK —

USB MODE 설정값 목록

에서 선택

STACK ID MAIN 화면

INFO/
INITIALIZE

VERSION
—

ABOUT

INITIALIZE
CURRENT DATA 확인 

대화상자SCENE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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