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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1.

는 모노와 스테레오 입력 채널과 개의 서브그룹 개의 스테레오 라인 입력을 제공MX2642A 4 , 4

한다.

은 공장에서 험한 이동에 보호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포장됐다 하지만 외부EURORACK .☞

의 어떤 충격이 있는지 포장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길 바란다.

만약 유닛에 손상이 있다면 로 돌려보내지 말고 딜러에서 즉시 공지해주시기BEHRINGER☞

바랍니다.

모든 유닛이 정상이고 적절하게 접지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전원이 공급될.☞

경우는 접지를 제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닛에 공급되는 전압이 지역에 전기 공급 전압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와 은 작동 중 열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며 오작동을 나타내는 것PSU EURORACK .☞

은 아닙니다.

명칭1.1

대부분 전문적인 주제는 복잡한 단어는 직설적이며 사용된 언어를 이해한다면 모두 어렵

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레코더의 는 항상 트랙으. . ‘slot’

로 언급되나 믹서에서는 채널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단어에서 대하여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키1.2 (keys)

이 매뉴얼의 마지막은 의 앞면과 후면 패널이 그려진 것이 있다 매뉴얼을 공EURORACK .

부하는 동안 자주 체크해 보기 바란다.

모든 기능은 매뉴얼을 따라서 문자나 삽화로 일정하게 숫자화 되었다 또한 다름 다양한.

기능 조정을 정의하곤 한다.

개관2. EURORACK

의 의미는 전체 입력 모노 스테레오 채널 스테레오 라인입력과 메인에 연결된2642 26 (8 , 4 , 4

트랙 스테레오 입력 개의 서브 그룹을 의미한다2 ) 4 .

형상2.1

모노 입력 채널

채널 은 발란스 마이크나 라인 입력을 선택할 수 잇는 모노이다 스타일의 높1-8 . Vintage

은 전류 분리 마이크 앰프는 에서 채용된 것과 같은 뛰어난 음질을EURORACK MX9000

나타낸다 대용량 외부 전원 공급은 낮은 노이즈와 동시에 뛰어난 순간 반응을 보증한다. .

입력점과 다이렉트 출력은 대형 콘솔에서 제공되는 모노 입력채널까지 제공한다.

스테레오 입력 채널

개의 스테레오 입력 채널은 의 운용 레벨 뿐 아니라 의 라인 입력 신호를4 +4dBu -10dBV

받아들인다 멀티트랙 테이프 반송이나 나 다른 악기의 출력에 이상적이다. MIDI .

채널 출력

고품질의 페이더는 고정 출력 채널의 조정을 거친 메인을 제공한다60mm PANORAMA .



서브그룹 버는 은 서브 그룹과 설정 스위치를 또한 거친다 채널의 조정MIX . PANORAMA

은 홀수와 짝수의 서브 그룹 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브 그룹

쉽고 유동적인 믹싱을 가능한 개의 모노 서브 그룹이 제공된다4 .

송출AUX

을 가지고 개의 송출이 있다PFL 6 AUX .

스테레오 라인 입력

을 가진 개의 스테레오 라인 입력은 서브그룹 페이더 위에 놓인다 입력은 각각Solo/PFL 4 .

개의 송출을 설정할 수 있다 테이프 트랙의 반송을 위하여 사용될 때 송출은2 AUX . , AUX

연주자 헤드폰의 큐 페이더 모니터링의 이펙트 송출로 사용될 수 있다 스테레오 라인 입, .

력은 악기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MINI .

메인 믹서 출력

메인 믹서 출력 레벨은 고품질 스테레오 페이더를 가지고 있으며 개의 바 그래60mm 12 -

프와 개의 피크 레벨이 정확하게 모니터링한다 메인의 다른 기능은 헤드폰 출력과4 LED .

트랙 테이프 전송이 있다2 .

미터링2.2 (Metering)

의 채널 과부하 를 가지고 있다 좌 우 출력은 개의 바 그래프를 가지MX2642 1-8 LED . , 12

며 좌 우 미터는 모노 이나 스테레오 솔로 미터를 가진다, PFL .

마스터 바 그래프는 평균 부분이어야 한다 만약 계속적으로 높거나 피크가 나타0dB .☞

나면 메인 출력을 낮추어야 합니다.

2.3 PSU(Power Supply Unit)

앰프는 이용하는 전류의 순간 반응에 대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든 믹서는 수많은 라.

인 레벨의 작동 앰프를 내장하고 있다 거칠게 사용할 때는 느리게 작동하면. EURORACK

때문이 아니라 전원 공급의 한계 때문이다 음질은 항상 깨끗하고 올바로 작동하는 것은.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때문이다40W .



모노 입력 채널3.

각 채널은 라인 입력 마이크 입력을 가진다 팬텀 파워는 마스터 패널에서 선택할1/4“ , XLR .

수 있다 에서 광대역의 게인 회로는 마이크 라인 선택할 필요가 없다. -50dB +10dB / . -10dBV

와 운용 레벨은 분명하고 정확하다+4dBu .

입력 레벨 설정3.1

채널 입력 레벨은 게인 조정으로 결정된다 좌 우 바 그래프위의 채널 입력은 를. , Solo/PFL

이용한다 신호를 보냄으로 좌 우 스피커 신호 송출한다. Solo/PFL , .

레벨 설정은 포스트 페이더 스테레오 솔로 버스보다 모노 을 이용하라PFL . Solo/PFL☞

은 메인 녹음 출력을 결코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송출이나 서브 그룹이 영향을. AUX

미쳐야 한다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메인 출력에 영향을 미친다.

채널에 과부하가 걸리면 은 가 나타난다 입력 포스트 포스트 페이더의Solo/PFL LED . , EQ,

지점이 체크된다 이것은 정밀한 체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과부하가 걸리는3 . EQ .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게인을 줄여야 한다.

3.2 Equalizer

모든 모노 입력 채널은 밴드 와 원치않는 저음을 제거하기 위한 필터를 가지3 EQ Lo Cut

고 있다 밴드 는 를 조정할 수 있다 와 주파수의 는 높이거나. 3 EQ 15dB . 12kHz 80Hz EQ

낮출 수 있다 중음대역대의 값은 옥타브에 고정되어 있으며 는 조정이Q 1 100Hz-8kHz

가능하다.

송출3.3 AUX

모든 송출은 모노와 포스트 가 있다 송출 를 위해 활동된 포트를 사용AUX EQ . AUX 1&2

된다 송출 와 는 두개의 분압기가 할당된다 송출 은 항상 포스. AUX 3&5 4&6 . AUX 3/4/5/6

트 페이더로 배선된다.

거의 모든 는 송출은 목적으로 하기에 송출을 원할 경우는 페이더 레벨인 적절하FX AUX

다 그렇지 않으면 페이더를 내리더라도 패널의 리버브를 들릴 수 있다 큐의 목적은. . AUX

송출이 프리페이더를 설정해야 한다.

대부분 리버브는 좌 우 입력이 있다 개의 송출으로 진정한 스테레오 운영은 거, . AUX 2☞

의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