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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인

Guitar Amp Classics의 새로운 기능
(DSP와 Native 버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노이즈 게이트
게이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올바르게 설정한다
면 연주하지 않을 때 불필요한 잡음을 제거할 수 있습
니다.
 

캐비닛 재현
재현된 캐비닛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음
향 생성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캐비닛의 유형 및 특성은 Basic FX 
Suite 사용설명서에 수록된 캐비닛 유형 및 특성을 참
조하십시오.

캐비닛 앞쪽에 설정할 수 있도록 가상 마이크 위치 선
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Center와 Edge의 두 위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Guitar Amp Classics의 새로운 기능
(Native 버전에서만 사용)

MONO/STEREO 전환
이제 스테레오 채널에 Guitar Amp Classics를 삽입할 
때 MONO/STEREO 전환 기능이 표시됩니다. 스테레
오 신호 입력의 경우 STEREO 모드에서는 Guitar 
Amp Classics에서 있는 그대로 처리되는 반면, 
MONO 모드에서는 모노로 믹싱된 후 Guitar Amp 
Classics에서 처리됩니다. MONO/STEREO 선택기 
스위치를 MONO로 설정할 때 실시하는 작업은 V1.5
까지 동일합니다.

노이즈 게이트 켜짐/꺼짐

노이즈 게이트 레벨

캐비닛 유형 선택

마이크 위치 선택

MONO와 STEREO 간 전환
UR-C V2.0 보충 설명서 3



Cubase 시리즈 전용 창

하드웨어 입력 설정 필드에 채널 링크 설정 추가

이제 프로젝트 창 검사기에 나타나는 UR-C 시리즈 하드웨어 입력 설정 영역에서 채널 링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인접 채널의 채널 링크를 켜거나(밝음) 끕니다(어두움). 채널 링크를 켜면 두 채널이 연결되어 하나의 스테레오 
채널처럼 기능합니다.

Mix Console 화면에서 UR-C 시리즈 작동 활성화

이제 기기의 UR-C 시리즈 파라미터가 [Hardware] 랙([MixConsole]  [Racks]  [Hardware])에 표시됩니다. 이
로써 Dlwp MixConsole로 작업할 때 프로젝트 창의 검사기로 돌아가지 않아도 UR-C 시리즈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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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pMixFx UR-C

펌웨어 업데이트 기능 추가

이제 dspMixFx UR-C를 통해 UR-C 본체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에 설치된 dspMixFx UR-C보다 이전 
버전의 펌웨어가 탑재된 UR-C 본체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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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면을 닫습니다.

* 1단계에서 취소하는 경우 설정 화면의 [Firmware]를 통해 
항상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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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개선(UR816C에 한함)

UR816C를 사용할 때 이제 dspMixFx UR-C 화면을 왼쪽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확대 또는

축소

© 2022 Yamaha Corporation
Published 05/2022 LB-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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