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설명서

용어 및 기호 설명
"경고"는 개인의 안전 지침을 알려줍니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의!”는 장비의 물리적 손상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표시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기기의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중요!"는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필수적인 지침이나 정보를 알려줍니다.
"NOTE"는 추가적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삼각형 모양 내의 번개 기호는 인체에 감전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절연 처리되지 않은 "위험한" 전압이
제품 인클로저 내에 존재함을 사용자에게 경고합니다.
정삼각형 내의 느낌표시는 중요한 안전 수칙 및 유지 보수 절차를 사용자에 설명합니다.

중요한 안전 지침
경고!: 화재 또는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 기기를 비나 습기에 노출하지 마십시오.
최대 주변 작동 온도는 40 ° C (104 ° F)입니다.
경고!: TouchMix-8/ TouchMix-16 전원 공급 장치를 전원 플러그에 꽂아 놓은 채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사용 직후에는 항상 전원 공급 장치를 콘센트에서 분리합니다.
1. 본 지침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본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3.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4. 모든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5. 기기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기기를 물이나 액체에 담그지 마십시오.
7. 에어로졸 스프레이, 클리너, 소독제 또는 살충제를 기기 주변이나 내부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8. 마른 천으로 만 닦으십시오.
9.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10. 모든 통풍구에 먼지나 기타 물질이 들어 가지 않게 하십시오.
11. 난방기, 열 조절 장치, 스토브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기타 장치 (앰프 포함)등의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12.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원 코드는 보호 접지 연결부가 있는 전원 콘센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13. 극성 또는 접지 형 플러그의 안전 목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극성 플러그에는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넓은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접
지 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날과 제3의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폭이 넓은 날이나 세 번째 단자는 안전을 위해 제공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기술자에 문의하여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14. 플러그, 콘센트 및 기기에 연결된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5. 플러그를 뽑을 때 코드를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플러그를 잡고 콘센트에서 분리하십시오.
16.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 / 액세서리 만 사용하십시오.
17. 낙뢰 시 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본 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18. 모든 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공급 장치의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 되거나, 액체를 쏟거나, 기기에 물
체를 떨어뜨리거나, 비나 습기에 노출 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어떠한 경우로 장치가 손상된 경우, 서비
스가 요구됩니다.
19. 어플라이언스 커플러 또는 AC 메인 플러그는 AC 주 전원 차단 장치이므로 설치 후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 모든 해당 지역의 코드를 준수하십시오.
21. 실제 장비 설치와 관련된 의문사항이나 질문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 기술자와 상담하십시오.
22. 전원 공급 장치를 포함한 기기의 외부 마모나 찢김 또는 파손 흔적이 없는지 검사하십시오. 모든 장비의 손상은 QSC 공인 서비스
센터 또는 QSC 공식 수입업체에 즉시 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필요한 수리 작업을 소홀히 하면 추가 손상 또는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으면 제품보증이 제한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상해 또는 관련 손해에 대해 QSC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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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및 보수
경고!: 최신 소재와 강력한 전기 장치를 사용하는 첨단기술은 그에 맞는 유지 및 보수 방법이 요구됩니다. 장치의 추가적 손상,
신체의 부상 및 / 또는 추가 안전 위험 요소의 발생을 피하려면, 장비의 모든 유지 및 보수 작업은 오직 QSC 공인 서비스 센
터나 QSC 공식 수입업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QSC는 고객, 소유자 또는 기기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
든 부상, 상해 또는 손해 관련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FCC 정책
NOTE: 본 기기는 테스트 결과 FCC 규정 제 15부에 따른 B등급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합니다.

이것은 주거 지역에 설치 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본 기기는 라디오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
용, 방출 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
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 할 수는 없습니다. 본 기기로 인해 라디오 또는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이 발생하면, 장비를 껐다가 다
시 켜거나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로 간섭을 바로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
•
•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대리점 또는 숙련 된 라디오 / 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 보증
QSC 제한 보증서 사본은 QSC 웹 사이트 www.qsc.com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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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요: 본 사용 설명서는 TouchMix-30 Pro 펌웨어 버전 3.0 또는 TouchMix-8 과 TouchMix-16 펌웨어 버전 1.2
믹서에 적용됩니다. 이전 출시된 펌웨어는 모든 기능들을 지원하지는 않으며 일부 조작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gister and Update

TouchMix 믹서를 지금 바로 사용하고 싶으시겠지만, 그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www.qsc.com을 방문하시고 귀하의 TouchMix
를 등록하십시오. 등록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믹서는 최신 기능, 개선된 기능 및 향상된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 향후 업데이트 알림을 등록하십시오.
• 무료 연장 보증 서비스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웹사이트에서, TouchMix-30 Pro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디오 및 기타 도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TouchMix-30 Pro Package Contents
5. 다음 중 하나의 전원 코드

1. TouchMix-30 Pro Mixer
2. 퀵 스타트 가이드 TouchMix-30 Pro (TD000509)
3. 경고 정보 시트 (TD-000430)
4. 제한 보증 (TD-000453-01 영어)

6. 북미 TouchMix-30 Pro, 2M, V-Lock
7. 유럽 TouchMix-30 Pro, 2M, V-Lock

TouchMix-8 / TouchMix-16 Package Contents
1. TouchMix-16 또는 TouchMix-8

5. USB Wi-Fi 어댑터 (믹서의 USB 포트에 설치됨)

2. 퀵 스타트 가이드 (TD-000445 또는 TD000446)

6. IEC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 (AC 커넥터 유형은 지역별로 다름)
7. TouchMix 휴대용 케이스

3. 경고 정보 시트
4. 제한 보증 (TD-000453-01 영어)

About This Manual
본 설명서는 TouchMix-8, TouchMix-16 (펌웨어 버전 3.0) 및 TouchMix-30 Pro (소프트웨어 버전 1.1)의 특징과 기능을 다
룹니다. 이들 믹서는 많은 특징과 기능상의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구별됩니다 - 가장 두드러진 것이 입력과 출력의 채널
수 입니다. 하나의 모델에 특유의 특징과 기능은 이처럼 식별됩니다.

Getting Started
TouchMix는 디지털 믹서이므로 셋업하는 동안 시간을 절약하고 믹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
습니다. 처음 믹서를 공연에 사용하기 전에 조금은 믹서와 양질의 시간을 보낼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Turn off Demo Mode
데모 모드는 미래의 구매자에게 믹서의 개요를 보여주기 위해 출고시 기본값으로 재생되는 루핑 슬라이드 쇼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데
모 모드를 꺼두고 싶을 겁니다 - 우리 그래픽 담당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To Disable Dem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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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a Factory Scene
Scene이 무엇인가?
Scene에 믹서의 설정을 저장하고 호출할 수 있습니다. Scene에는 모든 채널 프로세싱 셋팅, 채널 이름, 팬텀 파워 (Phantom Power)
셋팅, 이펙트 셀렉션, DCA, 서브 그룹 및 뮤트 그룹 지정이 포함됩니다. Scene에는 레벨 설정도 포함됩니다. Factory-Scene은 Scene
이 호출되었을 때 놀람(피드백, 통증을 느끼게 되는 20dB 이상의 음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인풋 페이더에 저장됩니다. User
scene은 씬을 저장했을 때의 레벨 설정 그대로 저장됩니다. User Scene은 내장 메모리 및 외장 USB 저장 장치에 저장 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특정 설정을 생략하고 Scene을 호출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TouchMix-30 Pro는 다음의 리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 Omit(생략) 레벨: 스위치를 켜면 레벨 설정에 변경 없이 Scene이 호출됩니다.
• Omit Outputs: 스위치를 켜면 output EQ,, 컴프레서 / 리미터 또는 레벨 설정에 변경 없이 Scene이 호출됩니다. 이것은 특히 믹서의
출력을 특정 장소 및 스피커 시스템에 맞게 조정 한 이후 Scene을 호출 할 때 유용합니다.
• Omit Routing (라우팅 생략): 스위치를 켜면 서브 그룹 지정 및 pre/post 셀렉션과 같은 라우팅에 변경 없이 Scene이 호출됩니다.
TouchMix에는 다양한 종류의 퍼포먼스를 위해 사전 정의된 Scene들이 로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믹싱하게 될 공연과 가장 유사한
것을 찾을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To Recall a Factory Scene:
Factory scene 목록에 디폴트라는 scene이 있습니다. 이 scene은 모든 컨트롤을 초기 설정으로 되돌려 믹서를 "0"으로 만듭니다.

To Zero the mixer:

믹스를 탐색하고 호출된 설정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ecall a Factory Scene
Channel Preset이 무엇인가?
채널 프리셋은 단일 채널에 대한 설정으로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하고 호출 할 수 있습니다. 채널 프리셋에는 채널 EQ, 컴프레서 및
Gate의 설정이 포함됩니다. 채널 이름, 팬텀 파워 설정 및 레벨 설정은 프리셋으로 저장되지만, 프리셋 화면의 하단에 있는 리콜 옵션 스
위치를 설정하여 프리셋 리콜에서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TouchMix에는 120 개 이상의 채널 프리셋이 포함되어 있으며,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콘서트 사운드믹스 엔지니어들이 실제 라이브
사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보통의 마이크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능을 합니다. TouchMix30 Pro를 사용해 본 이들은 프리셋을 거의 또는 전혀 수정없이 사용하고도 훌륭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채널 프
리셋을 믹서의 내장 메모리나 외장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To Select Channel Presets:
1. 팩토리 / 유저 스위치가 출고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왼쪽 창에 악기 카테고리 목록이 표시됩니다. 중간 창에 표시된 악기 카테고리 이름과 특정 악기의 목록을 터치하십시오.
3. 악기의 유형을 선택하면 오른쪽 창에 해당 악기의 옵션 목록이 표시됩니다. 게이트와 컴프레서의 옵션이 있거나 없을 수 있고 다양한 유
형의 마이크와 픽업 또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위한 옵션이 제공됩니다. 당신의 어플리케이션에 가장 최선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To Learn About the Selected Preset:
To Recall the Preset:

2

당신은 방금 인풋 채널 설정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악기의 이름이 해당 채널에 지정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채널 이름
은 그대로 두거나 바꿀 수 있습니다.

To Name a Channel:
Go to the Next Channel:
필요한 채널을 모두 설정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Auxiliary Outputs
Auxiliary가 무엇인가?
TouchMix 믹서는 메인 L / R (좌/ 우) 아웃풋 믹스 외에 4 (TouchMix-8), 8 (TouchMix-16) 또는 14 (TouchMix-30 Pro) 개의
추가 아웃풋 믹스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uxiliary 믹스는 일반적으로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 시스템 또는 공연자를 위한 인-이어 모니터 (IEM)를 구동하는 데 사용됩니
다. 이것은 레코딩 믹스나, 비디오로의 오디오 피드 또는 오버플 영역에 Send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용 중 auxiliary 출력
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력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믹스를 사용할 공연자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가수＂나 ＂Horns＂ 또는 ＂Video＂ 또는 ＂Patio＂같은 이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To name an auxiliary output:
이름은 화면 왼쪽의 aux 믹스 셀렉터 버튼에 표시됩니다.
2개의 모노 믹스가 하나의 스테레오 믹스가 되도록 Aux를 링크 할 수 있습니다.

To Link two Auxes:
TouchMix-30 Pro - Aux 11/12와 Aux 13/14로 표시된 TRS 헤드폰 아웃풋의 쌍은 믹서의 후면 패널에 있습니다. 이 아웃풋들은 해
당 Auxiliary 믹스에서 신호를 수신하며 유선 IEM (In Ear Monitor)을 구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출력을 사용하는 경우, 이
헤드폰 아웃풋을 구동하는 Aux 믹스를 스테레오 작동을 위해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TouchMix-8 - Aux 3/4로 표시된 단일 TRS 헤드폰 아웃풋은 믹서의 후면 패널에 있습니다.
TouchMix-16 - Aux 7/8과 Aux 9/10으로 표시된 TRS 헤드폰 아웃풋 쌍은 믹서의 상단 패널에 있습니다. 이러한 언밸런스 스테레오
아웃풋은 밸런스, 모노, 라인 레벨 아웃풋으로도 구성될 수 있습니다 (Aux 아웃풋 채널 설정 탭 참조).

Effects
리버브, 딜레이, 코러스, 피치 이동 (피치 변경) 및 피치 보정과 같은 오디오 이펙트 (FX)는 오늘날의 오디오 프로덕션에 필수적입니다.
TouchMix-30 Pro에는 6 개의 멀티 이펙트 프로세서 또는 "엔진"이 있으며, 반면 TouchMix-8과 TouchMix-16에는 4 개가 있습니
다. 이 프로세서들은 모두 Lush Reverb, Dense Reverb, Chorus, Mono Delay, Stereo Delay 및 Pitch Shift를 포함한 6 가지
이펙트 중 하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펙트에는 여러 개의 프리셋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버브 프로세서에는 다양한 크기의 룸 및 홀을 시뮬레이트하는 프리셋
뿐만 아니라 리버브 플레이트가 있으며 또한, 밝고 어두운 sounding variation이 있습니다.
위의 이펙트들과 함께, 입력 채널 중 하나에 할당 (삽입) 할 수 있는 피치 보정 (Pitch Correct) 이펙트가 있습니다.

Name the Effects Channels (or Mixes)
공연 중반에 어떤 이펙트가 어떤 연주자나 악기를 위한 것이었는지 잊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Effects Send 채널에 이름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FX 채널에 "Voc Delay" 또는 "Drum Rev"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 Name FX channels:

3

Using the FX Wizard
FX 마법사는 숙련된 오퍼레이터들이나 빠르게 찾을 수 있는 혼동되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합니다. FX 마법사로 빠르게 ...
•

강화하고자 하는 악기나 보이스에 맞는 이펙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악기나 보이스를 이펙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

듣게 될 이펙트의 전반적인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필요에 따라 이펙트를 모니터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Select and Assign Effects (FX) Using the Wizard:
이펙트 프리셋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한 소스와 인풋 유형에 작동하는 이펙트만 표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법사를 이용해 선택한
이펙트는 당신의 믹스 맥락 안에서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효할 것입니다.

Select an Effect Preset:
1. 마스터 인코더를 사용하거나 터치 & 드래그로 목록을 상하로 스크롤하여 모든 선택 사항을 확인합니다. 각 목록에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2. 리콜을 누릅니다. 이제 프리셋이 로드되면, 타입 창 아래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3. 프리셋이 로드 된 상태에서, 어떤 인풋 채널이 FX1 프로세서로 가야 할지 결정하십시오.

Send inputs to the FX processor:.
4. 인풋 이름이 있는 버튼이 마법사 스크린에 표시됩니다. 인풋을 이펙트로 보내려면 아무 버튼이나 누릅니다. FX 마스터 페이더를 사용하여
메인 믹스에서 들리는 이펙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Send the effect to monitors:
5. 공연자가 스테이지 모니터나 인-이어 모니터에서 이펙트를 듣고 싶어합니까? 그렇다면, 그곳으로 쉽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간단히 ＂
Select Aux Outputs (모니터)to receive: ＂ 버튼을 사용하여 이펙트를 모니터로 라우팅합니다.
6. 사용할 수 있는 이펙트가 더 있습니다. 화면 상단의 탭 중 하나를 터치하여 더 많은 이펙트를 설정하십시오.

Using the Input Channel FX Tab
인풋 채널의 FX 탭에서 이펙트를 선택하고 제어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To access FX from an Input Channel:
일단 Channel FX 화면에서 ...
•

제어판 아이콘을 터치하여 이펙트 프로세서의 제어판으로 이동하십시오. 되돌아 오려면 Home을 누르십시오.

•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채널에서 각 이펙트 프로세서로 전송되는 신호의 양을 조절하고,

•

"Global FX Parameters"컨트롤을 사용하여 각 이펙트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들 컨트롤에 대한 모든
조정은 전역에 해당되며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의 이펙트가 변경될 것입니다.

Pitch Correct
To assign Pitch Correct to a channel:
Pitch Correct Effect는 Reverb, Delay, Chorus 및 Pitch Shift Effect와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Pitch Correct는 한번에 하나
의 인풋 채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한 개의 피치 보정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채널에 할당되면, 이전 채널에서 할당이 해제됩니다.
현재 선택된 채널에 Pitch Correct를 할당하려면 Enable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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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Pitch Correct
블랜드 컨트롤을 사용하여 보정된 (wet) 신호와 보정되지 않은 (dry) 신호 간의 믹스를 변경하십시오. 100 % wet 신호는 피치를 보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Wet과 dry 를 혼합하여 이펙트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키 컨트롤을 사용하여 뮤지컬 키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Pitch Correct가 의도한 노트가 무엇인지 더 정확히 판단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Correct Rate control을 사용하여 피치 보정 트랙을 조정합니다.

Using the FX Channel Effect Tab
FX Channel Effect Tab (From the Input Channel FX tab)으로 이동:

To Access the FX Control Panel:
이펙트 창을 터치하여 이펙트의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코러스

•

스테레오 딜레이

•

Pitch Shift

•

Dense 리버브

•

Lush 리버브

•

모노 딜레이

이펙트가 선택되면 프리셋 탭을 누릅니다. 이 화면에서 이펙트에 대한 프리셋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설정에는 EQ가 포함될 수 있습
니다. 팩토리 프리셋이 왼쪽 창에 표시됩니다. 사용자 프리셋은 가운데와 오른쪽 창을 사용하여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To select an Effects preset:

이펙트 탭을 누르면 이펙트 프로세서 제어판으로 돌아갑니다. 각 유형의 이펙트 프로세서는 이펙트에 적절한 파라미터를 가진 다른 컨트롤
패널을 표시합니다.
FX 패널 오른쪽에 있는 FX 마스터 페이더를 사용하여 메인 스피커 시스템에서 들리는 이펙트의 양을 조정하십시오.

To adjust the level of the Effect sent to the Main L/R Output:
이펙트 컨트롤 패널 아래에는 FX Return to Monitors 섹션이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각 Aux / monitor 믹스로 전송되는
이펙트의 양을 설정하십시오. 2 개의 Aux가 연결된 경우, 슬라이더와 팬 컨트롤이 표시됩니다. 각 슬라이더 위에는 채널 라벨과 음소거
[M] 표시기가 있습니다.

Using the FX Overview
한 번에 모든 이펙트의 send 및 return 레벨을 보려면, FX overview로 갑니다.

To use the FX Overview:
1. 인풋 채널은 열로 정렬됩니다. 내비게이션 스트립을 사용하여 인풋 채널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각 인풋 채널 send는 FX Sends 1 ~ 4
(TouchMix-8 및 TouchMix-16) 및 1 - 6 (TouchMix-30 Pro) 입니다.
2. 개별 FX 믹스는 행으로 정렬됩니다.
3. FX Master fader - FX 마스터 페이더는 메인 L / R 출력에 대한 FX 믹스의 전체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FX 마스터는 Aux 채널로
전송된 이펙트 레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Effect Processor - 현재 FX 믹스에 적용되는 이펙트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지금까지는 이펙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TouchMix 이펙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탁월한 사운드로 당신의 퍼포먼스를 향상시
킬 것입니다. 당신은 더 깊게 접근할 수도 있고 단순히 마법사, 팩토리 기본값과 프리셋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에게는
이제 멋진 사운드 쇼를 위한 도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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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te Groups
인풋과 아웃풋 일부를 음소거 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뮤직을 위해 스테레오 인풋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음소
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공연 중 한 멤버가 솔로를 하는 동안 밴드가 무대에서 빠지는 쇼의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뮤트 그룹을 사용
하면 하나의 버튼으로 여러 개의 인풋과 아웃풋을 뮤트 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9 쪽의 "Mutes"를 참조하십시오.

To set up Mute Groups:

지정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To name the Mute Group:

Close Edit to finish.

Select another Mute group to set up or touch

To use Mute Groups:

NOTE: 사용자 버튼에 뮤트 그룹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4 쪽의 "User Buttons"

NOTE: 채널이 뮤트 그룹에 의해 음소거 될 때, 홈 화면의 채널 뮤트 버튼은 다음과 같습니다:

DCA Groups
DCA 그룹은 페이더를 함께 구성하기 때문에 그룹 내의 모든 채널의 전반적인 레벨을 단일 DCA 페이더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DCA 페이더는 그룹 내 페이더 위치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중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DCA 마스터 페이더가 0.0 (유니티 (U) 표시)에 있다면, 할당된 채널의 레벨에 아무 영향을 주
지 못합니다. DCA는 레벨을 더하거나 뺍니다. DCA 페이더를 3dB로 올리면 할당된 모든 채널의 레벨이 3dB씩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을 3dB로 낮추면 - 아마도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DCA 그룹에 할당 또는 할당 해제 된 채널
은 채널의 레벨이 갑자기 변경 될 수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는 DCA 마스터를 0.0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inue selecting channels as you

To Setup a DCA Group:
wish.

인풋, 아웃풋 그리고 FX 마스터 페이더를 DCA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웃풋을 지정한 인풋과 같은 DCA로 보낸다면, DCA로 바뀐
설정이 인풋에서는 두 배가 됩니다. DCA를 3dB 올리면, 인풋이 실질적으로 6dB 증가합니다.

To Name the DCA group:

To Mute a DCA Group:
DCA를 뮤트 하면, 해당 DCA에 할당된 모든 채널이 뮤트됩니다. 채널 뮤트 버튼 또는 뮤트 그룹에 의해 채널이 음소거 된 경우, DCA는
DCA가 뮤트가 해제되어도 채널을 뮤트 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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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Groups (TouchMix-30 Pro only)
DCA 그룹처럼, 서브 그룹은 한 번에 여러 채널의 볼륨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DCA 그룹은 컨트롤 하는 채널에 대해 단순
히 게인을 더하거나 뺍니다. 시그널은 DCA를 통해 라우팅 되지 않습니다. DCA 그룹과 달리, 시그널은 서브 그룹을 통해 라우팅 됩니
다. 즉, 서브 그룹은 EQ, Limiting 및 Effects를 포함한 프로세싱을 여러 채널에 적용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브 그룹을 사용하
는 세 가지 경우는 ...
•

여러 인풋에 일반적인 프로세싱 및 레벨 컨트롤을 적용하고 처리 된 그룹을 메인 L / R 믹스로 되돌릴 때

•

인풋 그룹을 방송 믹스와 같은 외부 대상으로 라우팅할 때. 이 아웃풋 그룹을 일반적으로 "stems"라고 합니다.

•

혼합한 서브 그룹을 외부 대상으로 라우팅할 때.

8 개의 모든 서브 그룹이 Aux 믹스에 표시됩니다.

To output Sub Groups:
인풋 채널을 서브 그룹에 할당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rom an Input Channel

To assign a channel to Sub Groups:
서브 그룹이 메인 L / R 아웃풋으로 전송되면, 채널은 대개 메인 L / R에서 할당 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널의 시그널이 메인 L
/ R 아웃풋으로 (처리과정 없이) 바로 전달되고 서브 그룹을 통해 메인 L / R로도 전송됩니다. 이러한 이중 할당이 요구되는 사례도 일
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From a Sub Group

To assign channels to a Sub Group:
이렇게 하면 서브그룹 셋업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페이지 하단에는 인풋 채널의 번호와 이름이 표시됩니다. 서브 그룹에 할당하고자 하는 채널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채널이 메인 L / R
믹스에 지정되면, 버튼이 [L / R]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NOTE: "서브 그룹으로 지정할 때 인풋 채널을 L / R에서 제거 하시겠습니까?"
"Yes" 포지션에서는, 인풋 채널을 서브 그룹에 지정하면 인풋이 메인 L / R에서 할당 해제됩니다.
＂No＂ 포지션에서는, 채널을 서브 그룹에 지정해도 채널의 Main L / R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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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Auxiliaries as Subgroups (TouchMix-8 and 16 only)
Auxiliary mix(보조 믹스)를 메인 L / R 출력에 할당하여 Auxiliaries(보조 장치)를 서브 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풋 채
널 "Assign to Main L / R"기능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Auxiliary 채널을 서브 그룹으로 사용하려면 (이 예를 위해, In Channel 1을 Aux 5 Sub Group에 할당합니다) :

* Aux Send 5를 0으로 조절하고 입력 채널 1을 서브 그룹에 추가합니다.
3. 서브 그룹에 속한 모든 인풋 채널에 대해 두 번째 단계를 반복하십시오.
4. 채널 페이더 Aux Master (Aux 5)는 이제 Sub Group Master로 작동합니다.

Matrix Mixing
매트릭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서브 믹스(간
혹 ”stem”이라 부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서브
믹스는 모든 믹서 입력들의 일부 부분 집합
으로 구성된 믹스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올
린이나, 합창, 드럼, 또는 마이크나 음향 효
과로 구성한 서브-믹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번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흥미로운 프로덕션을 할 수 있
겠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매트릭스를 사용
하면 이러한 서브 믹스들을(stems) 단일
믹스로 간단히 혼합할 수 있습니다.
스템은 인풋을 서브 그룹에 할당하거나
Aux에 전송하여 생성 할 수 있습니다.
스템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TouchMix-30 Pro에서, Auxiliaries
9-14는 믹스 매트릭스로도 기능합니다. 모
든 인풋 채널 외에도, 이 시그널들이
Auxiliaries 9-14로 전송 될 수 있습니다.
•

메인 L / R

•

Auxiliares 1 – 8

•

서브 그룹 1 - 8

이들 스템은 모두 필요에 따라 혼합되고 Aux 9-14를 통해 라우팅 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메인 L / R의 모노 믹스를 오버
플로 영역으로 보내는 것처럼 간단할 수도 있고 또는 8 개나 그 이상의 스템에서 개별 방송 믹스를 만드는 것처럼 복잡할 수도 있습
니다. 게다가, 모든 인풋은 Auxiliaries 9-14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한 개나 그 이상의 인풋 채널의 신호에 믹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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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Your Work as a Scene
믹스를 설정해 보았으니 이제는 저장을 할 시간입니다. Scene은 믹서의 모든 설정을 보여주는 스냅 샷 입니다.
Tip: 아웃풋을 뮤트 하거나 레벨을 낮춰 Scene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Scene을 저장한 이후 파워 앰프나 파워
드 스피커의 게인 설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Scene을 불러 오면 믹서에 연결된 모든 스피커에서 많은 피드
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Sound Check
연결하기 전에, TouchMix를 전원에 연결하고 모든 인풋 및 Aux 출력이 뮤트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핫 채널에
패치되어 발생되는 제어되지 않은 피드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더 그룹에서, 각 채널의 뮤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믹서를 소스 및 스피커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Using TouchMix with QSC Amplifiers and Loudspeakers
QSC E, K, K.2, KW 또는 KLA 라우드 스피커 또는 GXD 앰프를 사용하고 있다면, 게인 구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플리케
이션에 대한 아웃풋 프리셋을 제공하는데 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TouchMix의 입력 레벨 설정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Loudspeaker Gain and Preset Pop-up
선택한 라우드 스피커(2)에 대한 권장 인풋 게인 설정(1)이 표시되는 것 외에도,
팝업에 라우드 스피커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프리셋(3)이 표시됩니다. 대부분의
QSC 라우드 스피커에는 라이브 사운드 reinforcement, 스테이지 모니터 사용
또는 댄스 뮤직 플레이백을 위한 라우드 스피커를 최적화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팝업에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라우드 스피커 또는 앰프와 관련된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2. 지시에 따라 장비를 조정하십시오.
3. 라우드 스피커에 사용할 프리셋을 선택하십시오
4. 프리셋 불러 오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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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셋팅은 노이즈 퍼포먼스에 최적의 신호를 제공하여 QSC 라우드 스피커 또는 앰프를 최대한 활용하게 합니다. 믹서의 아웃풋 미
터는 "스피커의 소진" 상태를 반영할 것입니다. 시끄러운 상황에서 믹서를 거칠게 다루면 스피커의 "Limit" 표시등이 들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며 스피커 내부의 DSP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Select a QSC Loudspeaker Preset
GXD 앰프와 K.2 시리즈 라우드 스피커는 모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TouchMix 믹서에도 동일한
프리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사용하십시오. GXD나 K.2 라우드 스피커에 프리셋이 설정되어 있다면 TouchMix 프리셋을
사용하지 마시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다른 쪽 프리셋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E- 시리즈 - QSC의 GXD 시리즈 앰프에는 QSC E- 시리즈 라우드 스피커 용 음색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른 앰프를 사용하고 있
다면, E 시리즈 음색이 TouchMix에 의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앰프의 이퀄라이제이션을 바이패스나 플랫으로 설정하십시오.
K.2 시리즈 - K.2 프리셋은 채널 프리셋 화면에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설정은 Gain 및 프리셋 팝업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
으며, K.2 라우드 스피커의 팩토리 프리셋과도 동일합니다. K.2 스피커를 팩토리 디폴트 셋팅으로 설정하고 그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제
믹서가 프리셋을 제공할 것입니다.

QSC GXD Amplifier Settings
QSC GXD 앰프를 사용하는 경우, TouchMix에서 사용할 게인 및 감도를 최적화 할 수 있습니다. "Output Channel - GXD 앰프 셋팅”

59 쪽을 확인하십시오.

Phantom Power (+48V)
대부분의 콘덴서 마이크와 일부 다이렉트 박스에는 믹서의 팬텀 파워가 요구됩니다. TouchMix 믹서는 채널 별로 팬텀 파워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팬텀 파워가 필요한 채널에 팬텀 전원이 켜져 있는지, 필요 없는 채널에는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불가피하게 발
생하는 큰 소음을 피하기 위해 연결 작업 시 팬텀 파워를 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팬텀 파워는 채널 설정 화면에서도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Work on Your Inputs
연주자들에게 차례로 공연을 위한 오디오 작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십시오. 채널의 뮤트를 해제하
지 않고, 홈 화면의 채널 미터를 보면서 채널의 인풋 게인 트림을 높이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것은
공연자가 정상적인 출력 레벨을 생성 할 때 0 마크 주위로 미터가 튀도록 하는 것입니다.
TIP: 사운드 체크를 하는 동안, 연주자는 실제 공연에서처럼 크게 연주하지 않으므
로 이를 염두에 두고 여유분의 헤드 룸을 둡니다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 채널의 뮤트를 해제하고 원하는 퍼포먼스 레벨이 될 때까지 페이더를 올립니다.
만일 내부의 채널 프리셋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미 이 채널의 사운드는 훌륭하지만, 찾고 있던
것이 아닐 경우, 다른 프리셋들을 시도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악기와 음악 스타일에 잘 맞추어진 프리셋
들입니다. 찾은 것이 없다면, 채널로 들어가 수동으로 조정 해야 합니다.

화면 상단에서 작업 할 채널 프로세싱 요소의 탭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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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 and Advanced Mode
TouchMix 믹서는 두 가지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 단순 모드(Simple Mode) – 사용자에게 줄어든 수의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단순 모드로 전환해도 고급 모드 컨트롤의 값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고급 모드(Advanced Mode) – 사용자에게 모든 믹서의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EQ, 게이트, 컴프레서 또는 이펙트에 단순 또는 고급 모드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와 모노 딜레이에는 단순 모드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Simple 버튼을 찾아 보십시오. 아니면 전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역으로 단순 / 고급 모드를 선택하려면:

Auxiliary (Stage Monitor) Mixes
스테이지 모니터 믹스를 설정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nput by Input
무대에 있는 모든 연주자에게, 각 연주자가 차례대로 한 곡만 연주하거나 노래하도록 요청하십시오 (Kick, Snare, Guitar 등). 각 출
연자에게 그들 악기가 얼마나 모니터에 들어가길 원하는지 물어 보십시오. 사운드 체크 중에는 그들 모두 "충분하다"고 할것이라 생각
하지만 첫 번째 곡 이후에 더 많이 물어 보십시오.

모든 aux 믹스에 대한 인풋의 send 레벨을 나타내는 슬라이더가 표시됩니다. 스테레오에 연결된 AUX가 있다면, 링크 된 페어는 레
벨 컨트롤과 팬 컨트롤을 갖게 됩니다.
각 연주자에 차례로 조정한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채널을 이동하십시오.

Mix On Faders
때로는 한 번에 하나의 Aux 출력에 완벽한 믹스를 설정하는 것이 선호 될 때도 있습니다. 믹서의 화면 왼쪽에는 Aux 믹스에 직접 액
세스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Auxiliary Select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작업하려는 믹스로 이동합니다. 페이더를 사용하여 선
택된 Aux 믹스에 대한 Send를 조절합니다. 내비게이션 스트립을 사용하여 페이더 뱅크 사이를 이동하십시오.
다른 곳에서 뮤트 하지 않고도 Aux 믹스에서 개별로 채널을 뮤트 할 수 있습니다.
TIP: 여러 개의 믹스가 서로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정 속도를 높이려면, 20 쪽의 "복사 & 붙여 넣기"를 참조하십시오.

Output Processing
인풋 채널과 마찬가지로, 아웃풋 (메인 L / R 및 Aux 출력)은 자체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출력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싱 및 기타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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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Tab

Delay, DCA 및 Mute Group Assigns, Pre / Post pick-off 포인트 (Auxiliary Only), Aux Send 레벨을 포함한 아웃풋
채널 설정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매트릭스 믹싱 참조).

PEQ Tab

High / Low-Cut 필터 및 실시간 분석기 (RTA)가 있는 6 밴드 파라메트릭 EQ
이 탭에는 6 밴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와 로우 및 하이 컷 필터가 표시됩니다. 파라메트릭 EQ의 6 개 밴드는 번호가 매겨진 버튼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바이패싱 할 수 있습니다. 밴드 1과 6은 파라메트릭에서 shelving 오퍼레이션으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손가락
으로 pinch / zoom하여 선택한 밴드의 Q를 조정합니다.
버튼을 터치하여 채널에 대한 실시간 분석기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 비활성화합니다.
( "실시간 분석기(RTA) "참조).
NOTE: RTA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파라메트릭 EQ 화면이 RTA와 PEQ 화면 영역까지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Low-Cut / High-Cut 필터 - 이 필터들은 high나 low 주파수 컨텐츠를 롤오프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수
있습니다.
•

스테이지 모니터의 경우, 80 - 100 Hz에서 저주파를 롤오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개는 모니터 없이도 스테이지에 충분한 저
주파 에너지가 있습니다. 저주파가 모니터에 들어가지 않게 하면 무대 위와 실내에서 "럼블"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스피치 전용 시스템의 경우, 저주파 롤오프는 마이크의 핸들링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실외라면 바람 소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Fill 스피커는 서브 우퍼에서 오는 충분한 하단이 있으므로 추가로 저주파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믹서의 메인 출력이 메인 스피커에 공급되면 aux 중 하나가 서브 우퍼에 공급되는 "subs on auxes＂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저
주파가 포함 된 악기만 서브 우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저음에 더 많은 컨트롤을 제공하며 하단을 더 단단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Low와 High-Cut 필터를 사용하여 서브와 메인 스피커 간의 크로스 오버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GEQ Tab

RTA가 있는 1/3 옥타브 그래픽 이퀄라이저
RTA (Real Time Analyzer) 외에도, 이 탭에는 1/3 옥타브 그래픽 이퀄라이저 오버레이가 두 개 표시됩니다.
• GEQ: 솔리드 페이더 [이미지 삽입]는 사용자가 조정 가능한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제어합니다. "GEQ"스위치는 이 이퀄라이저를
바이 패스 (Out) 또는 활성화 (In)하는 데 사용합니다. "Reset"버튼은 GEQ 슬라이더를 0으로 되돌립니다.
•

Tuning Wizard EQ: "Tuning"스위치가 "In"으로 설정되면, 룸 튜
닝 마법사 ("Room Tuning Wizard" 22쪽 참조)로 조정한 셋팅 결
과를 나타내기 위해 '고스트' 페이더 세트(1)가 표시됩니다. 고스트 페이
더는 표시 전용이며 조절이 불가합니다.

GEQ 와 튜닝 마법사 EQ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파수에 튜닝 마
법사에서 3dB 부스트되고 GEQ에서 2dB 부스트되면 총 5dB의 부스트
가 발생합니다.
버튼을 터치하여 채널에 대한 실시간 분석기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 비활성화합니다. 18 쪽의 "Real Time Analyzer (RTA)"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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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룸 튜닝 마법사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안티 피드백 시스템은 의심되는 피드백 주파수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표시합니다. 의심되는 피드백이 인지되면, 한번의 터
치로 해당 주파수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또한 피드백 마법사는 피드백이 발생하기 쉬운 주파수를 찾고 차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리미터 및 해당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인-이어 모니터에 리미터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메인 L / R 출력은 Auxiliary mixes 1 ~ 14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Aux mix 9 ~ 14는 Auxiliary mixes 1 ~ 8로 되돌아 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쪽의 "Patch Matrix (TouchMix-30 Pro 전용)"를 참조하십시오. .

이 탭은 모든 아웃풋 컨트롤 파라미터를 출고시 값으로 되돌리는 리셋이라는 팩토리 프리셋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 한 내용
은 내부 또는 외부 (USB) 메모리에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리셋 탭에는 또한 QSC E 시리즈 및 K.2 시리즈 라우드 스피커에 대한 팩토리 보이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설정들은 QSC PLD
및 GXD 앰프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 시리즈 보이싱은 DSP가 없는 다른 앰프와 사용합니다. 프리셋 이름 뒤에 "X" 접미사가
붙으면 그 프리셋은 서브 우퍼와 함께 사용됩니다. 믹서 프리셋과 PLD 또는 GXD 보이싱을 함께 사용하지 마십시오- E 시리즈 스피커
소리가 두 배로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Setup (설정) 탭에는 아웃풋에 대한 다음의 유틸리티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드를 터치하여 아웃풋 이름을 입력합니다 (메인 아웃풋에서는 불가).
스테레오 믹스를 만들기 위해 홀수 -짝수 쌍의 aux 믹스를 연결합니다.
딜레이는 멀리 떨어진 fill 스피커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목적은 기본 시스템
의 사운드가 fill 시스템의 사운드보다 청취자 귀에 약간 (20 ~ 30 밀리 초) 앞서 도착
하도록 딜레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설정되면, 청취자는 듣고 있는 소리의 대
부분이 fill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주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무대가 매우 깊이 감 있는 장소에서, 엔지니어는 때로 백-라인과 시간을
맞추기 위해 하우스 시스템을 지연시킬 것입니다. 즉, 실제 킥 드럼과 reinforced 킥
드럼의 사운드가 청취자의 귀에 동시에 전달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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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는 msec (최대 100), 미터 (최대 34.3) 및 피트 (최대 113) 단위로 판독 값을 제공합니다.
Scene을 호출하면, 모든 컨트롤의 설정이 Scene에 저장되도록 설정됩니다.
특정 아웃풋 채널이나 채널들을 변경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폴트 포
지션, Recallable,을 사용하면 저장된 설정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세이프 포지션에서는
Scene에서 채널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9 쪽의 "QSC 앰프와 라우드 스피커에 TouchMix 사용하기" 및 10 쪽의 "QSC GXD 앰프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QSC E- 시리즈 라우드 스피커의 프리셋 보이스에 대한 정보는 2 쪽의 "채널 프리셋은 무엇인가?"를 참조하십시오.

Aux 믹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버튼들은 신호를 가져 오는 지점을 채널 페이더 이전이나 이후로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모니터 믹
싱 어플리케이션에서는 Pre Fader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버튼들은 출력을 뮤트 그룹 또는 DCA 그룹에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 쪽의 "Mute Groups" 및 "DCA 그룹"을 참조하십시
오.

TouchMix 믹서를 사용하면 스테레오 또는 멀티 트랙 레코딩에서 라이브 연주를 보다 쉽게 캡처 할 수 있습니다. USB 하드 드라이브
만 있으면 됩니다.
NOTE: 하드 드라이브 요구 사항 - QSC가 선정한 하드 드라이브 목록은 qsc.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하드
드라이브를 전부 테스트할 수 없기에 TouchMix와 잘 작동함에도 등록되지 못한 드라이브가 많이 있습니다. 고속 드라
이브 (> 7200 RPM)가 가장 잘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고속 드라이브는 USB 포트로 전원을 공급하면 최상의
성능을 내지 못하기도 하지만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면 작동될 것입니다. SSD를 가진 것은 아주 행운입니다.
USB 썸-드라이브는 적은 수의 채널을 녹음하는 데 사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자들이 더 나은 품질의 USB 3.0 thumb드
라이브로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에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드라이브는 FAT 32로 포맷해야 하며 조각모음(de-fragmentation)은 탐색 시간을 향상시킵니다.
Apple Mac 컴퓨터 드라이브를 포맷하는 경우, 포맷으로 MS-DOS (FAT)를, Scheme으로 MBR (Master Boot Record)을
선택하십시오. TouchMix 믹서도 드라이브를 포맷 할 수 있습니다. 포맷 기능은 레코딩 셋업 화면에 있습니다.
레코딩을 위해 드라이브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녹음에 필요한 공간을 계산하려면 ...
• 48 kHz의 경우 - 필요 공간 (MB) = 11.5 x 분 x 트랙수
• 44.1 kHz의 경우 - 필요 공간 (MB) = 10.6 x 분 x 트랙수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디스크 공간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브가 거의 차게 되면, TouchMix는 사용 가능한 공간을 구석구석 찾게 됩니
다. 이렇게 되면 조각난 웨이브 파일이 생기고 오디오 데이터가 손실되고 트랙간에 동기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3 시간의 논스톱
녹음 시, FAT32에서 지원하는 최대 파일 크기를 초과합니다. 문제를 방지하려면, 녹음을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세션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TouchMix는 이 한계에 도달하면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팝업을 표시합니다. FAT32 한계를 초과하면 트랙 동
기화가 손실 될 수 있습니다.
NOTE: 녹음된 트랙의 수와 하드 드라이브의 성능에 따라 멀티 트랙 플레이백이 믹서 화면에서 대상의 렌더링을 느리게 하
여 컨트롤 움직임이 느리게 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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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어플리케이션 – TouchMix DAW 유틸리티 - TouchMix 믹서와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간의 트랙 전송을 용이하게 하
며 www.qsc.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은 Mac 또는 Windows 컴퓨터에서 실행됩니다.
일반적으로, CD 프로젝트에는 44.1 kHz를 사용하고 비디오 프로젝트에는 48 kHz를 사용합니다. 레코딩 동안 샘플 속도를 변경하
지 마십시오.

모든 TouchMix 모델은 모든 오디오 입력과 스테레오 믹스를 USB 하드 드라이브에 직접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위 참조). 오디오는
32 비트, 부동 소수점 웨이브 파일로 캡처 됩니다.
• TouchMix-30 Pro: 32 트랙 (30 입력 + 스테레오 믹스)
• TouchMix-16: 22 트랙 (20 입력 + 스테레오 믹스)
• TouchMix-8: 14 트랙 (12 입력 + 스테레오 믹스)
하드 드라이브 (위 참조)를 믹서의 USB 입력 중 하나에 연결하십시오.

녹음하려는 각 채널에

을 터치하십시오.

녹음하려는 모든 채널에 Arm이 설정되면, (녹음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녹음을 종료하려면 (정지) 버튼을 누릅니다.
NOTE: 사용자 버튼을 Arm / Disarm에 지정하고 모든 채널의 소스로 Track 또는 Input을 한꺼번에 선택합니다. 24 쪽
의 "User Buttons"을 참조하십시오.
IMPORTANT: 녹음을 마칠 때까지 TouchMix의 플러그를 뽑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녹음 된 트랙을 사용할 수 없
게 됩니다. Transport(전송) 컨트롤에 있는 STOP 버튼을 눌러 세션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레코딩을 재생하거
나 DAW로 가져 오기 위해 필요한 헤더 파일에 기록됩니다.
TouchMix 믹서는 오버 더빙을 허용하지만, 마지막에 녹음된 트랙 만 믹서에서 재생됩니다. 이전 패스는 드라이브에 남아 있으며
DAW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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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 믹서에 녹음 된 트랙은 믹서에서 재생되고 믹스다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녹음 목록이 표시됩니다. 재생할 녹음을 선택하고 불러 오기(Recall)를 누르십시오. 세션이 로드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인풋 채널 소스를 "Track"으로 전환합니다.

재생하려는 각 채널에

을 터치하십시오.

녹음 / 재생 화면의 하단에 있는 로케이터 막대를 사용하여 녹음 할 시작 지점을 설정하십시오.

멀티 트랙 레코딩을 믹스 다운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멀티 트랙 웨이브를 DAW (디지털 오디오 워크 스테이션)로 가져옵니다. 위의 "TouchMix와 DAW 간의 트랙 전송"을 참조하십시오.

•

믹서의 아날로그 출력을 외장 2 트랙 레코더에 녹음합니다. TouchMix Main L / R 아웃풋을 2 트랙 장치의 인풋에 연결하기만 하
면 됩니다.

•

USB DAW 연결 (TouchMix-30 Pro 전용)을 통해 DAW에 스테레오 믹스를 녹음하십시오.

•

내부 믹스 다운을 2 트랙으로 옮깁니다.

1. 위의 설명대로 세션을 호출하고 플레이백을 위한 믹서를 설정합니다.

2.

Record / Play 화면에서:

스테레오 믹스에서 Main L / R 채널 프로세싱을 사용하려면
을 터치합니다.
녹음 / 재생 화면으로 돌아가

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을 눌러 믹스 다운을 시작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트랜스포트(전송) 컨트롤에 있는

를 선택하십시오.

을 누릅니다.

트랙 믹스 다운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추가 프로세싱 및 개별 곡들로 편집 할 수 있도록 DAW로 내보냅니다. 웨이브 파일은 세션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의 마지막 두 폴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TouchMix-30 Pro 전용 - 믹서에서 MP3 버전을 만듭니다. TouchMix-30 Pro는 2 트랙 믹스를 MP3 파일로 렌더링 할 수 있
습니다.

트랙 31/32의 MP3 버전을 만들려면:
MP3 오디오 파일은 "\<session name>.tmRecord\exports"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TouchMix-30 Pro는 Core Audio가 있는 Mac OSX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Core Audio는 OSX 버전 10.3로 출시되었습
니다. 믹서는 믹서의 "USB DAW"포트에 연결된 USB타입 B 커넥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Mac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컴퓨터에서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를 실행하십시오 (Finder> Applications> Utilities> Audio MIDI Setup).
"QSC TM30 Pro"가 오디오 장치 창에 나타날 것입니다. 믹서를 선택하고 Mac의 샘플 속도가 믹서의 샘플 속도와 일치하는 지
확인합니다.

샘플 속도를 보거나 변경하려면:
16

DAW 소프트웨어는 TouchMix-30 Pro와 연결하기 위해 일부 구성이 요구됩니다. DAW 소프트웨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인 DAW 소프트웨어의 구성에 대한 안내는 www.qsc.com에도 있습니다.
NOTE: 사용자 버튼을 Arm / Disarm에 지정하고 모든 채널의 소스로 Track 또는 Input을 한꺼번에 선택합니
다. 24 쪽의 "User Buttons"을 참조하십시오.

TouchMix-30 Pro에는 각 출력에 12 개의 narrow-band, 피드백 방지 필터 (TouchMix-8과 TouchMix-16의 경우 8 개
의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전반적인 음색의 균형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피드백 주파수를 제거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필터는 수동으로 또는 "피드백 마법사"(아래 참조)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주파수를 확인하려면, 의도적으로 시스템 피드백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시스템을 "링 아웃"또는 "squeaking"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숙련된 사운드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하는 방법입니다.
•

모든 믹서 아웃풋 페이더를 최소화합니다.

•

모든 마이크와 스피커를 제 위치에 놓습니다.

•

파워 앰프 또는 파워 스피커의 입력 레벨을 퍼포먼스에 사용되는 레벨로 가져 오십시오.

•

작업 중인 믹스의 인풋 게인과 채널 페이더를 공연 중의 대략적인 레벨로 가져옵니다.

•

불쾌한 소음이 날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

시스템이 피드백을 시작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작업중인 출력에 대한 페이더를 불러옵니다.
•

피드백이 실제로 "이륙"을 시작하면 페이더를 신속하게 되돌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

피드백 되도록 시스템을 “자극”하기 위해 누군가 마이크에 말하거나 소리 치도록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피드백 주파수와 일치하도록 필터의 주파수를 조정하고 피드백이 사라질 때까지 게인을 줄이십시오.

•

피드백 없는 충분한 시스템 게인을 얻을 때까지 반복하십시오.

피드백 주파수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다행히 TouchMix에는 내장된 툴이 있어 여러분이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티 피드백 시스템에 액세스하려면:

•

마이크와 라우드 스피커가 각자 퍼포먼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풋 채널 게인과 레벨 설정이 대략적인 퍼포먼스 레벨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필터 밴드를 0으로 설정하거나 리셋을 누릅니다. 마법사는 게인이 0.0 dB Cut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필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작업중인 출력은 피드백의 threshold보다 약간 낮은 레벨로 설정합니다

•

공간이 너무 조용하면, 피드백 마법사의 컨트롤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약간 켜십시오.

•

마법사는 이러한 것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시적으로 피드백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화면의 단계별 지침을 따르십시오. 피드백 마법사가 마스터 페이더를 점차적으로 불러옵니다. 이에 따라 피드백 링 주파수가 나타날 것입
니다. 피드백 마법사는 주파수를 식별하고 자동으로 노치 필터를 적용합니다. 여러분은 피드백 마법사가 모든 안티 피드백 필터를 다 소진
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거나 또는 어느 지점에서고 "완료" 또는 "안티 피드백 마법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 6 개의 피
드백 주파수를 없애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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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마법사 알고리즘은 마법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의심되는 피드백 주파수를 찾습니다. 가장 최근에 식별된 의심되는
주파수가 "Feedback Frequency"창에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르기 만하면 Anti-Feedback Filter가 주파수
에 적용됩니다.
마법사 또는 Manual Kill 기능을 사용하여 모든 피드백 방지 필터를 적용하고도 시스템이 여전히 불안정한 경우 (피드백이 발생하기
쉬운 경우), 몇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적절한 마이크 선택 또는 배치.
• 부적절한 마이크 기술.
• 공연자가 멋진 남자들이 비디오에서 마이크 헤드를 가리는 것을 보고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실
제로 무 지향성 마이크로폰으로 바뀌고 마이크가 가지고 있는 off-axis 피드백 리젝션이 파괴됩니다.
• 또는 경험이 부족한 화자(talker)가 스피커 앞에 서서 마이크를 가슴에 대고 있는 경우입니다.
• 부적절한 라우드 스피커 선택 또는 배치.
• 비현실적 기대감. 마이크를 라우드 스피커로 향하게 하고 게인을 충분히 높이면, 결국엔 다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 시그널 체인의 다른 곳에서 과도한 EQ 증폭.
• 컴프레서 래치

Anti-Feedback 화면 하단에 "Filter Depth"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안티 피드백 필터의 깊이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Feedback Wizard와 Manual Kill 기능은 이미 설정된 필터를 재조정하지는 않고, 0.0dB 컷으로 설정된 안티 피드백 필터만 사용할 것입니다. 12
개의 필터가 모두 이미 사용 중이면 기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Wizard 나 Manual Kill 기능에 Anti-Feedback Filter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필터의 게인을 0.0 dB로 돌리거나 "Reset"버튼을 눌러 모든 필터를 제로로 만드십시오 (피드백을 차단하는 필터를 제거 할 수 있으므로 작
업 시 주의하십시오).
필터는 컨트롤의 왼쪽에서 오른쪽 정렬과 상관없이 피드백 주파수가 식별되는 순서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필터 1이 고주파에 적용될 수 있고 필터 12는
매우 낮은 주파수에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필터 컨트롤과 온 스크린 인디케이터는 식별이 쉽도록 번호와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퍼포먼스 중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능동적으로 검색하고 필터링하는 안티 - 피드백 시스템은 스피치 어플리케이션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원치 않는 사운드 시스템 피드백과 필요로 하는 일렉트릭 기타의 피드백 또는 오르간이나 신디사이저에서의 지속적인 음의 차이를 구
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뮤직과 관련해서는 고전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실시간 분석기는 스펙트럼을 주파수 대역-TouchMix RTA의 1/3 옥타브 대역-으로 분해하고 각 대역에서 신호의 진폭을 표시합니다. 이는 신
호의 주파수 균형을 시각화하고 피드백 주파수를 식별하는 데 유용합니다.

TIP: TouchMix 믹서에는 노이즈 제너레이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노이즈 제너레이터, 아웃풋 EQ 및 RTA를 사용하여
"flat"한 응답을 위해 시스템을 "조정"하려고 시도 할 지 모릅니다. 이것은 시스템 튜닝에 대한 매우 단순한 접근법이며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소음이 길어지면 라우드 스피커에 부담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장비에 대한 보다
유용한 접근 방법은 "튜닝 마법사"를 참조하십시오.
TouchMix에는 2 개의 31 밴드 실시간 분석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믹서와 태블릿 장치의 어떤 조합에나 표시 될 수 있지만 한 번에 두 개의 RTA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퍼레이터가 RTA의 세 번째 인스턴스를 열려고 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모든 입력과 출력 EQ 화면에서 하나의 RTA (채널 RTA)를 사용할 수 있으며 EQ / RTA 창 위에 있는 "RTA On" 버튼을 눌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NOTE: RTA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파라메트릭 EQ 화면이 확대되어 RTA 및 PEQ 화면 영역을 모두 차지합니다.
두 번째 RTA (독립 RTA)는 믹서의 RTA 버튼을 누르거나 리모콘 앱의 RTA 버튼을 터치하여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RTA는 소스 선
택을 위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
•

메인 L / R 시그널
모든 Auxiliary 믹스의 시그널
토크백 마이크 인풋
Cue를 따릅니다 (Cue bus에서 들리는 것은 모두 RTA에 표시됩니다)
NOTE: TouchMix-8과 TouchMix-16 RTA는 작동상 유사하지만 단일 RTA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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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는 정교하고 강력한 Mute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뮤트 그룹 (6 쪽의 "Mute Groups"참조) 외에도 입력들과 개
별 aux 믹스로 전송된 각각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뮤트 할 수 있습니다.
Main Mutes (메인 뮤트): 메인 L / R이 선택된 상태에서 채널이 뮤트되면, 해당 채널은 모든 Auxiliary 및 FX 믹스에서도 뮤트 됩
니다. 이는 채널 뮤트 버튼이나 뮤트 그룹으로 채널을 뮤트 했기 때문입니다.
Auxiliary Mutes: 하나의 Aux 믹스에 대해 개별 인풋을 음소거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있는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Aux를 선택하면, 채널 페이더와 함께 표시된 뮤트 버튼이 선택된 Aux 믹스에만 적용됩니다.
뮤트 버튼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채널이 뮤트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메인 L / R 믹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채널 뮤트 버튼을 눌러 채널이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채널의 신호는

모든 Aux send에 대해서도 뮤트됩니다.
» Auxiliary mix가 선택된 상태에서, 현재 선택된 Auxiliary mix에 대해 채널이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음소거 된 채널에만 그리고 선택한 Aux 믹스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것은 채널이 뮤트 버튼 이외의 다른 것에 의해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메인 L / R 믹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 채널이 Mute Group 또는 DCA Group *으로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Aux 믹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해당 채널이 뮤트 그룹, DCA 그룹 또는 메인 L / R 믹스로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

냅니다.
» FX 리턴의 경우, 해당 채널이 뮤트 그룹, DCA 그룹 또는 FX 뮤트 버튼으로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NOTE: * DCA 뮤트는 프리 페이더 (pre-fader) 픽오프 포인트로 설정된 Aux send를 뮤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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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30 Pro는 U7 (복사) 및 U8 (붙여 넣기) 버튼 (TouchMix-8과 TouchMix-16에서는 U2 및 U3)으로 작동되는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복사 및 붙여 넣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복사 및 붙여 넣기는 문맥에 민감하므로 보고 있는 내용이 복사될 것
입니다. 같은 것들끼리만 서로 복사되고 붙여 넣기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Q는 GEQ에 붙여 넣을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복사하고 붙여 넣기 될 파라미터를 설명합니다.
NOTE: 복사 버퍼는 복사된 각 유형의 마지막 항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GEQ 설정을 복사하고, 이후 게이트를 복
사하면, 양쪽 모두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만일 GEQ가 표시되면, 붙여 넣기(Paste)는 복사된 GEQ 파라미터를 호출할
것입니다. 만일 게이트가 표시되면, 게이트 파라미터가 붙여 넣기 될 것입니다.

위의 예는 Auxiliary 5에 복사 된 Auxiliary 1의 믹스를 보여줍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복사 / 붙여 넣기 버퍼를 지우는 것이 유용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공연 중, 실수로 파라미터를 붙여 넣게 되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복사 / 붙여 넣기 메모리를 지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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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매트릭스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 기능을 확실히 이해하셔
야 합니다.
TouchMix-30 Pro는 오디오 인풋과 각 오디오 채널에 대한 일련의 그래픽 컨트롤 및 프로세싱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인풋"
과 "채널" 이라고 합시다. 기본적으로 인풋 1의 오디오는 채널 1에서 제어되고 처리되며, 인풋 2는 채널 2에서 제어되고 처리됩
니다…
인풋을 대체 채널로 라우팅하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패치 매트릭스는 디지털 오디오 신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인풋 1을 채널 6으로 경로를 변경해도 입력 게인
트림이 여전히 트림 1 컨트롤을 사용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변경 사항을 추적하지 않는 한, 디폴트 패치를 변경하면 시그널 추적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인풋
1에 연결되어 있는데, 왜 채널 1에 아무 신호도 안 나타나지? 라고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패치 매트릭스를 사용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인풋이 컨트롤에 나타나는 순서를 다시 정렬하기 위해
서 입니다. 패치 매트릭스를 변경하기 전에 물리적으로 인풋을 다시 패치하는 것이 더 쉽고 덜 혼란스럽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자문 해
보십시오. 대답이 '아니오'라면,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치 매트릭스에 액세스하려면 :

NOTE : 믹서 전원을 켠 후에 처음으로 패치 매트릭스를 불러 오면 표시되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패치 매트
릭스는 아날로그 입력을 화면 상단에 표시하고 대상 채널을 오른쪽에 표시합니다. 연결은 선과 파란색 원으로 표시됩니다.

연결을 변경하려면 :
•

다시 패치 할

의 버튼을 터치합니다. 버튼이

• 인풋을 라우팅 할 채널의
» 채널이

로 변경됩니다..

을 누릅니다.
로 변경되고, 선과 파란색 원이 새 라우팅을 표시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 인풋을 두 번째 채널로 라우팅하려면, 인풋을 라우팅 할 두 번째 채널의

를 터치합니다.

• 채널을 실수로 선택했다면, 다시 터치하여 이전 라우팅을 복원하십시오.
• 인풋 버튼을 눌러 재 패치를 완료하십시오.
TIP : 동일한 입력을 두 채널에 라우팅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Multing" 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잭 일부를
배선하여 단일 신호를 여러 대상에 패치 될 수 있도록 한, 구식 아날로그 패치 베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의
한 예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대 위에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메인 스피커 시스템에 연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어떻게 하던, 관객이 듣는 소리를 절충하지 않고 바로 모니터로 소리를 낼 수는 없습니다. XLR Y- 케이블을 사용하
여 기타를 2 개의 믹서 채널로 패치하거나, 패치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기타를 두 번째 채널로 mult 합니다. 해당 채널을 연
주자의 스테이지 모니터로만 보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패치 매트릭스를 기본 라우팅으로 재설정하려면 :

패치 매트릭스 설정은

버튼을 사용하여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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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마법사는 실내 음향과 라우드 스피커 응답의 변동폭을 보완하기 위해 출력 이퀄라이저를 조정하도록 지원합니다.
세 개의 TouchMix 모델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측정 마이크 연결을 처리합니다.

측정 마이크는 토크백 인풋에 연결되며 룸 튜닝 마법사 안에서 완전히 제어됩니다.

이들 믹서의 경우 마이크는 인풋 8 (TouchMix-8) 또는 인풋 16 (TouchMix-16)에 연결됩니다. 룸 튜닝 마법사가 열리면, 채널 8
(또는 16)이 자동으로 뮤트되고 입력 신호가 룸 튜닝 마법사로 라우팅됩니다. 측정 마이크는 인풋 8 (또는 16)에 연결될 수 있으며 룸 튜
닝 프로세스가 실행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인풋 채널이 뮤트되어 측정 마이크의 연결이 해제되고 이전에 연결된 악기의 재 연결이
허용됩니다. 그러면 인풋 8 (또는 16) 채널 뮤트가 오퍼레이터에 의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룸 튜닝 마법사는 인풋 채널 설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튜닝 마법사를 진행하기 전에, 익숙한 곡들로 실내의 시스템을 들어보십시오. 현대의 많은 라우드스피커 시스템 - 특히 QSC K.2, K,
KW 및 KLA 시리즈와 같은 파워드 스피커는 - 설계에 따라 신중하게 조율되었으며 추가 이퀄라이제이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상태로도 사운드가 아주 훌륭할 것입니다.
여기 룸 튜닝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플랫 응답 측정 마이크, 마이크 스탠드 및 믹서에서 측정되는 스피커
의 수신 범위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마이크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룸 튜닝 마법사를 사용하는 경우, 아웃풋 채널의 파라메트릭 EQ 또는 안티 피드백 필터를 적용하기 전에 룸 튜닝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좋습니다.

Room Tuning Wizard에 액세스하려면
:

3.

4.

를 조정할 출력을 선택하십시오.

측정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NOTE : Low Precision (저정밀도) 방법은 단 하나의 측정만을 사용하지만 Medium 과 High Precision(고정밀)
방법은 복수 측정과 마이크 위치의 재 조정을 요구합니다. Skip Measurement 방법은 마지막 측정 결과를 유지하지
만, 다른 대상 튜닝 곡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를 누르십시오. 마법사는 마이크 배치에 대한 지침과 안내를 표시합니다.
NOTE : 대부분의 측정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이며 룸 튜닝 마법사 화면에서 스위치를 켤 수 있는 팬텀 파워가 필요합
니다.

6. 필요 시, 사용 할 수 있게 하십시오.

7.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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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시사항을 따르고

9.

를 조정하여 RTA가 적정 레벨에서 움직이도록 합니다.

을 누릅니다. 믹서는 테스트 신호를 생성하며 측정 데이터를 캡처합니다.

NOTE : TouchMix 믹서의 각 출력에는 실제로 두 개의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튜닝 마법사가 측정 데
이터를 기반으로 보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되며, 이 이퀄라이저에 대한 설정은 GEQ 화면에 개요 또는 ＂고스트＂ 페이더
캡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한 개의 이퀄라이저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타겟 튜닝을 선택하십시오.
»

을 선택 하면- 마법사는 Tuning EQ를 사용하여 시스템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고 사용자 EQ를 플랫하게
설정합니다. 거기서 취향대로 조정하십시오.

»
을 선택하면 - 마법사는 시스템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고 사용자 EQ의 설정을 라이브 사운드 강화 시
맞게 적용합니다.

»
니다.

을 선택하면 - 마법사는 Tuning EQ를 사용하여 시스템 응답을 플랫하게 하지만 사용자 EQ 설정은 그대로 둡

11. 예기치 않은 시끄러운 주변 소음 등으로 측정이 중단되면

를 눌러 측정을 다시 수행

하십시오.

12. 계속하려면

13.

스템에

f 를 누릅니다.

를 눌러 GEQ 설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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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30 Pro에는 8 개의 사용자 지정 버튼 (U1-U8)이 있으며 TouchMix-8과 TouchMix-16에는 4 개 (U1-U4) 가
있습니다. 모든 모델의 리모트 컨트롤 앱은 8 개의 사용자 버튼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본 할당입니다.

NOTE : TouchMix 믹서의 각 출력에는 실제로 두 개의 그래픽 이퀄라이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튜닝 마법사가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이퀄라이저의 설정은 GEQ 화면의 아웃 라인 또는 "고스트"
페이더 캡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이퀄라이저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10. 타겟 튜닝을 선택하십시오.
»

선택 - 마법사는 Tuning EQ를 사용하여 시스템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고 사용자 EQ를 플랫하게
설정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 - 마법사는 시스템 응답을 플랫하게 만들고 라이브 사운드 강화 시스템에서 잘 작동하는 사용자
EQ 설정을 적용합니다.

사용자 버튼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다시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버튼 프로그래밍하기:
프로그래밍을 완료하려면:
NOTE : 이름은 태블릿 앱 유저 버튼에 표시됩니다.

기본 할당을 복원하려면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TIP : 특정 화면으로 즉시 이동하기 위해, 사용자 버튼을 프로그래밍하여 간단히 바로가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
드 싱어 채널 (채널 12)의 인풋 채널 개요로 빠르게 이동하길 원한다고 해봅시다. 채널 12 개요 탭으로 이동하고 사용자 버
튼을 2 초 동안 누르기 만하면 됩니다. "예"를 누르면 당신이 어디에 있던 유저버튼이 당신을 채널 12 개요 화면으로 데려
다 줄 것입니다.

풋 스위치와 같은 USB-over-MIDI 장치는 일부 TouchMix-30 Pro 기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MIDI 컨트롤은
기능면에서 사용자 버튼과 유사합니다.

1.

MIDI 컨트롤을 프로그램 하려면:

2.

호환되는 MIDI 장치를 믹서에 연결하고

3.

믹서에 MIDI 명령을 보내면 해당 명령이 선택된 MIDI 버튼과 연계됩니다.

4.

"learned"버튼에 기능을 지정하려면:

를 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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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 믹서에는 기능의 여러 단계에 암호를 지정할 수 있는 다단계 보안 기능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사용 권한이 부여 된 기능
에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설정하려면:

IMPORTANT: 암호란을 비워두면 누구나 로그인하지 않고도 관련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설정 메뉴는 4
단계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 Administrator (관리자):
관리자로 로그인하면 보안 설정을 포함한 믹서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믹서에 액세스 할 수 있다면,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믹서에 장난치거나 부주의 한 암호 생성으로 믹서가 잠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꼭
기억해두십시오!

• All Access (모든 액세스):
• No password : 누구나 보안 설정 이외의 모든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Password protected (암호로 보호) : 고급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암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Simple Mode Only (단순 모드 전용) :
• No password : 단순 모드에서만 누구나 모든 기능(보안 설정 제외)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Password protected : 모든 단순 모드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 Levels Only (레벨 전용) :
승인되지 않은 조정으로부터 믹서를 암호로 보호하려면, 이 단계에 대한 암호를 만드십시오.

• No password : 누구나 레벨 컨트롤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Password protected : 레벨 컨트롤에 액세스하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
각각의 액세스 단계에 더 많은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Overwrite Scenes & Presets: 사용자 메모리에서 씬 또는 프리셋을 변경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 Recall Scenes : 메모리에서 씬을 호출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 Recall Presets: 메모리에서 프리셋을 호출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 Auto-lock: 믹서 컨트롤에 아무런 활동이 없으면 미리 설정된 시간 (최대 25 시간) 후에 자동으로 로그 아웃 되도록 타이
머를 설정합니다.

믹서를 수동으로 로그아웃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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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아웃풋은 모니터 라우드 스피커 한 쌍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모니터 레벨을 조정하려면:

Master Rotary Encoder를 사용하십시오.

모니터 팝업에는 다음의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 Source Selector - 모니터 출력용 신호를 선택합니다.
» Aux 1 ~ 14 - 모니터 출력 신호가 선택된 Aux 믹스에서 나옵니다.
» Main LR - 모니터 출력 신호가 메인 L / R 출력에서 나옵니다.
» Cue - 모니터 출력이 Cue 셀렉션을 따릅니다.

• In - 딜레이를 적용하거나 바이패스 합니다.
• Delay- 믹서 포지션에서 듣는 near-field 모니터 신호로 원거리 스테이지의
오디오를 정렬하는 데 사용됩니다. 디지털 판독 값은 피트, 밀리 초 및 미터 단위입니
다.
를 터치하거나

를 눌러 팝업을 닫습니다.

모니터 큐의 출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모니터 레벨을 조정하려면 :

마스터 로터리 엔코더를 사용하십시오.

Monitor / Cue Level -모니터 출력에서 큐 시그널의 레벨을 제어합니다.
NOTE : 기본적으로 오디오 신호는 모니터 아웃풋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채널 신호 (Main LR 포함)를 모니터 아웃풋으로 전송하려면, 듣고
자 하는 채널의 큐 버튼을 활성화하십시오.
를 터치하거나

를 눌러 팝업을 닫습니다.

사운드 시스템을 설정할 때, 작업중인 것을 제외한 모든 입력을 뮤트하는 것이 매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모두 수동으로 뮤트
하여 이 작업을 수행 할 수도 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솔로 인 플레이스 설정하기:
솔로 인 플레이스 (Solo In Place)가 활성화되면, 인풋 채널의 큐 버튼이 색이 연한 적색으로 바뀌고 SIP로 표시됩니다. 채널의 SIP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든 입력 채널이 뮤트되고 SIP 버튼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여러 입력을 솔로화할 수 있습니다. Cue 시스템은 믹서
의 출력을 위해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IMPORTANT: Solo In Place (SIP)는 설치 및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지만 공연 중에는 위험 할 수도 있습
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솔로 인 플레이스를 해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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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섹션에서는 TouchMix-30 Pro 및 TouchMix-30 Pro 원격 응용 프로그램의 화면과 컨트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
합니다. 제공된 스크린 샷은 TouchMix-30 Pro iPad App에서 가져왔으며, 화면 크기가 다름으로 인해 TouchMix-30 Pro
화면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는 믹서의 정보 메뉴 버튼 순서입니다.

1. Trim 노브 - 채널 1 - 24는 A / D 변환 전에 아
날로그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2. 컬러 LCD 터치 스크린
3. 큐 헤드폰 잭 - 1/4 "스테레오 헤드폰 잭. 출력
은 채널의 큐 버튼을 클릭하여 제어합니다.
볼륨은 전면 패널의 Phones 버튼을 눌러 제어
합니다.
4. 스테레오 인풋 29/30 잭 - 채널 29와 30은 영구
적입니다. 입력 3.5mm 스테레오 폰 잭입니다.
5. 사용자 버튼 – 기본적으로 이들 8 개의 버튼에
다음의 기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a. U1 - 현재 선택한 항목에서 왼쪽으로 이동
b. U2 - 클립 표시기 제거
c. U3 - 큐 표시기 제거
d. U4 - 현재 선택한 항목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e. U5 - 현재 선택한 재생 파일의 재생 버튼
f. U6 - 녹음 버튼은 선택한 녹음 설정에서 오디오 녹음을 시작합니다.
g. U7 - 선택한 항목 복사
h. U8 - 복사한 항목을 같은 유형의 다른 항목에 붙여넣기
6. Wizard 버튼 - TouchMix 마법사를 시작합니다. 선택 사항으로 FX, 튜닝, Gain 마법사가 있습니다.
7. Mic 48V 버튼– 팬텀 파워 화면을 엽니다. 팬텀 전원을 on/off 하고 모든 채널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8. 인포 버튼 - 인포 시스템을 엽니다.
9. Aux 버튼 - Aux 개요 화면을 엽니다.
10. FX Mute - 모든 FX 채널을 뮤트 또는 뮤트 해제합니다.
11. 뮤트 그룹 - Mute 그룹을 제어하고 편집 할 수 있는 화면을 엽니다.
12. Phones 버튼 - Phones / Cue 레벨 컨트롤을 표시하고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13. Talk 버튼 – 순간 버튼으로, 누르고 있으면 후면 패널의 Talkback 마이크 인풋에 연결된 마이크가 열립
니다. 토크백 기능 구성은 메뉴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14. 모니터 버튼 - 모니터 / 큐 레벨 컨트롤을 표시하고 선택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15. 홈 버튼 - 선택한 위치에 페이더 뱅크 (상단 네비게이션) 및 Aux (왼쪽 네비게이션)가 있는 메인 화면으
로 되돌아갑니다.
16. 메뉴 버튼 - 믹서 설정을 포함하여 메뉴 옵션을 표시하는 메뉴 화면을 엽니다.
17. 녹음 / 재생 버튼 - 컨트롤 및 옵션을 표시하는 녹음 재생 화면을 엽니다.
18. 안티-피드백 버튼 - 선택된 아웃풋에 대한 안티 피드백 창을 엽니다.
19. RTA 버튼 - 믹서의 두 개 실시간 분석기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20. 마스터 인코더 - 원격 장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컨트롤의 값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 목록을
스크롤 합니다. 누른 상태로 돌리면서 미세 조정합니다.
21. ø (제로) 버튼 – 누르면 컨트롤이 0 (제로) 위치로 이동합니다.
22. Nudge 버튼 - 이 버튼을 사용하여 선택된 컨트롤을 증가시킵니다.
23. Fine 버튼 - 원격 태블릿에서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가를 적게 하기 위해 nudge 버튼을 누릅니다.
24. Follow Mixer 버튼 -이 모드에서 원격 장치의 기본값은 현재 선택된 채널의 개요 화면입니다.
믹서에서 채널을 변경하면, 원격 장치는 새 채널을 따라 이동하고 새 채널의 개요 화면을 표시합니다. 어떠한 다른
채널 화면으로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또한 원격 장치의 컨트롤을 선택하고 마스터 인코더 노브를 사용하여 선택
한 컨트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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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ndby - 대기 모드로 들어가거나
대기 모드를 종료합니다. 대기 모드로 들
어가면 확인창이 표시됩니다.
2. USB -3.0, USB 저장 장치 연결용
타입 A , MIDI 풋 스위치, Wi-Fi 어댑터
또는 믹서 펌웨어 업그레이드 용.
3. USB - Mac 기반 DAW 연결용 타
입 B, Mac은 OS Yosemite나 그 이상
을 실행 중이어야 합니다.
4. 이더넷 - 무선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연결용 RJ45
5. AC 전원 - 전원 연결, 100-240 V,
~ 85 W, 50/60 Hz.
주의 : AC 전원을 끄고 다시 공급하려면 5 초 동안 기다리십시오.
6. 아날로그 입력 1 - 20 - 밸런스 XLR 암 커넥터
7. 아날로그 입력 21 ~ 24 - 밸런스 XLR / 1/4 "TRS 암 컴비네이션 커넥터
8. 스테레오 입력 25 - 30 TRS - 스테레오 한 쌍당 링크된 2 개의 암 밸런스드 인풋. 홀수는 왼쪽, 짝수는 오른쪽.
스테레오 쌍 29/30은 상단 패널의 3.5mm TRS와 공유됩니다.
9 . Cue Phones, Aux 13/14 및 Aux 11/12 - 스테레오 암 TRS 1/4 "아웃풋
10. K Lock® 보안 슬롯 - MicroSaver 보안 케이블과 호환 가능
11. 토크백 마이크 - 밸런스 암 XLR, 48V 팬텀 파워 사용 가능
12. 좌우측 모니터 - 밸런스 수컷 XLR 아웃풋
13. 메인 좌우측 - 밸런스 수컷 XLR 아웃풋
14. Aux 출력 1 ~ 14 - 밸런스 수컷 XLR
1. 드라이브는 FAT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여 포맷해야 합니다. FAT32 포맷 유틸리티는 레코딩 설정 화면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7200 RPM, USB 3 하드 드라이브 또는 고속 SSD를 사용하십시오. 드라이브 성능은 레코딩에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공인
드라이브 목록을 보려면 qsc.com을 방문하십시오. 현재, TouchMix-30 Pro-30은 USB 포트에서 MP3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재생하고 녹음
된 2 트랙 파일을 MP3 형식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2. TouchMix는 "클래스 호환"USB MIDI 장치를 지원합니다. QSC는 USB MIDI 풋 스위치 (iCON G-BOARD 및 Logidy UMI3)와 정
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합니다.

28

1. 후면 패널 레이블
2. 밸런스 암 XLR 인풋 (1-12)
3. Trim - 채널 1 ~ 16은 A / D 변환 전에 입력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4. 컬러 LCD 터치 스크린
5. 밸런스 암 XLR 및 1/4 "TRS 콤보 인풋 단자 (13-16).
TRS 커넥터는 + 10dB 패드를 제공합니다.
6. 홈 -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메뉴 - 믹서 설정 포함,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8. 녹화 / 재생–레코딩 컨트롤 및 옵션을 표시합니다.

1. 후면 패널 레이블.
2. 밸런스 암 XLR 및 1/4 "TRS 콤보 인풋 단자
(1-4). TRS 커넥터는 + 10dB 패드를 제공합니다.
NOTE: 인풋 1 & 2는 기타나 패시브 픽업 시
스템을 갖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사용하기 위
해 Hi-Z로 전환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 채널 1 또는 2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3. 밸런스 암 XLR 인풋 (5-8).
4. Trim - 채널 1-8은 A / D 변환 전에 입력 신호 레벨
을 조정합니다.
5. 컬러 LCD 터치 스크린
6. 홈 -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메뉴 - 믹서 설정 포함,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8. 녹화 / 재생 – 레코딩 컨트롤 및 옵션을 표시합니다.

29

1. ¼ "TRS 입력 (17/18 및 19/20) - 라인 레벨,
스테레오.
2. ¼ "TRS outputs Aux (7/8 & 9/10) - 라인
레벨 / 인 - 이어 모니터용. 모노, 밸런스드 라인 레벨
출력으로 구성 할 수 있습니다.
3. ¼ "TRS output Cue - 스테레오 큐 헤드폰 용.
4. Phantom + 48V – 인풋 채널 팬텀 파워 버튼을
표시합니다.
5. Wizard -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는 마법사로 연
결됩니다.
6. Auxes - Aux Mix 화면으로 바로 가기
7. ¼ "TRS 출력 모니터 - 스테레오 컨트롤 룸 라
우드 스피커용.
8. Power (Standby) - 믹서를 Standby In
/out 합니다
중요: 전원을 끄기(플러그를 뺀 상태) 전
에 Standby 버튼을 눌러 믹서를 대기
모드로 하십시오.
9. Info - 도움말 항목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또한
인포 메뉴에서 정보 시스템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10. 뮤트 그룹 - 뮤트 그룹 컨트롤 및 설정 옵션을 표시합
니다.
11. FX Mute - 4 개의 FX 출력을 모두 뮤트합니다.
12. Phones Level - 폰 레벨 컨트롤을 표시하고 마스터
컨트롤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13. 토크 - 토크백 마이크를 활성화합니다 – 말할 때는
누른 상태로 홀드니다.
14. 모니터 레벨 - 모니터 레벨을 표시하고 마스터 컨트롤
을 사용하여 조정합니다.
15. U1 - 사용자 버튼 - 팩토리 기본값은 왼쪽에 있는 다음 컨
트롤을 선택합니다.
16. U2 - 사용자 버튼 – Copy 팩토리 기본값
17. U3 - 사용자 버튼 – 붙여 넣기 팩토리 기본값
18. U4 - 사용자 버튼 – 팩토리 기본값은 오른쪽에 있는 다음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19. U5 - 사용자 버튼-재생/정지 (원격 장치만 해당) 팩토리 기본
값
20. U6 - 사용자 버튼 - 녹음 / 정지 (원격 장치 만 해당) 팩토리
기본값
21. U7-사용자 버튼–Clear Clip(원격 장치 만 해당)팩토리 기본
값
22. U8 - 사용자 버튼–Clear Cue(원격 장치 만)팩토리 기본값
23. Ø - 선택한 컨트롤을 기본 위치로 되돌립니다.
24. 마스터 컨트롤 - 선택된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누르고 돌려 미세
조정합니다.
25. Nudge (+/-) - 현재 선택된 파라미터의 값 설정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26.
27.
28.
29.

컨트롤 모드 - Nudge 컨트롤의 입도(granularity)를 변경합니다.
홈 -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 믹서 설정 포함, 메뉴 옵션을 표시합니다.
녹화 / 재생 – 레코딩 컨트롤 및 옵션을 표시합니다.

30. 안티 피드백 버튼 - 선택된 출력에 대한 안티 피드백 창을 엽니다.
31. RTA 버튼 - 실시간 분석기를 표시합니다. RTA 인스턴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격 태블릿 장치 또는 믹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32. Follow Mixer 버튼 - 이 모드에서 원격 장치의 기본값은 현재 선
택된 채널의 개요 화면입니다. 믹서에서 채널을 변경하면, 원격 장치는
새 채널을 따라 이동하고 새 채널의 개요 화면을 표시합니다. 어떠한 다른
채널 화면으로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또한 원격 장치의 컨트롤을 선택하
고 마스터 인코더 노브를 사용하여 선택한 컨트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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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¼ "TRS 입력 (9/10 및 11/12) - 라인 레벨, 스테레오.
2. Phantom + 48V - 인풋 채널 팬텀 파워 버튼을 표시합니다.
중요 : 전원을 끄기(플러그를 뺀 상태) 전에
Standby 버튼을 눌러 믹서를 대기 모드로 하십시오.
3. Power (Standby) - 믹서를 Standby In /out 합니다.
4. Auxes - Aux Mix 화면으로 바로 가기
5. Wizard - 다양한 작업을 지원하는 마법사로 연결됩니다.
6. Info - 도움말 항목의 메뉴를 표시합니다. 또한 인포 메뉴에서 인포
시스템의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Phones - 폰 레벨 컨트롤을 표시하고 마스터 컨트롤을 사용
하여 조정합니다.
8. 뮤트 그룹 - 뮤트 그룹 컨트롤 및 설정 옵션을 표시합니다.
9. FX Mute - 4 개의 FX 출력을 모두 뮤트합니다.
10. Ø - 선택한 컨트롤을 기본 위치로 되돌립니다.
11. U1 - 사용자 버튼 - 팩토리 기본값은 왼쪽의 다음 컨
트롤을 선택합니다.
12. U2 - 사용자 버튼 - Copy 팩토리 기본값
13. U3 - 사용자 버튼 – 붙여넣기 팩토리 기본값
14. U4 - 사용자 버튼 - 팩토리 기본값은 오른쪽의 다음 컨트롤
을 선택합니다.
15. U5 - 사용자 버튼 - 재생 / 정지 (원격 장치 만 해당) 팩토리 기본값
16. U6 - 사용자 버튼 - 녹음 / 정지 (원격 장치 만 해당) 팩토리 기본값
17. U7 - 사용자 버튼 - Clear Clip (원격 장치 만 해당) 팩토리 기본값
18. U8 - 사용자 버튼 - Clear Cue (원격 장치 만) 팩토리 기본값
19. 마스터 컨트롤 - 선택한 파라미터를 조정, 누른 채로 돌리면서
26. RTA 버튼 - 실시간 분석기를 표시합니다. RTA 인스턴스는 하나밖
미세 조정합니다.
에 없습니다. 원격 태블릿 장치 또는 믹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지만 동시
20. Nudge (+/-) - 현재 선택된 파라미터의 값 설정을 늘리거나
에 표시할 수는 없습니다.
줄입니다.
27. Follow Mixer 버튼 - 이 모드에서, 원격 장치의 기본값은 현재 선
21. 컨트롤 모드 - Nudge 컨트롤의 입도를 변경합니다.
택된 채널의 개요 화면입니다. 믹서에서 채널을 변경하면, 원격 장치는
22. 홈 -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새 채널을 따라 이동하고 새 채널의 개요 화면을 표시합니다. 어떠한 다른
23. 메뉴 – 믹서 설정을 포함한, 메뉴 선택 옵션을 표시합니다.
채널 화면으로도 변경이 가능 합니다. 또한 원격 장치의 컨트롤을 선택하
고 마스터 인코더 노브를 사용하여 선택한 컨트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24. 녹화 / 재생 – 레코딩 컨트롤 및 옵션을 표시합니다.
25. 안티 피드백 버튼 - 선택한 출력에 대한 안티 피드백 창을 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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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B 3 .0, Type A - USB 저장 장치, MIDI 풋 스위치 및 Wi-Fi 어댑터 연결용.
2. K & Lock® 보안 슬롯 - MicroSaver 보안 케이블과 호환 가능
3. 전원 공급 장치 - 믹서와 함께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4. 토크백 마이크 - 밸런스 암 XLR
5. 메인 우측 및 좌측 출력 – 밸런스 수컷 XLR
6. 보조 출력 1 ~ 6 – 밸런스 수컷 XLR

1. USB 3 .0, Type A- USB 저장 장치, MIDI 풋 스위치 및 Wi-Fi 어댑터 연결용.
2. K & Lock® 보안 슬롯 - MicroSaver 보안 케이블과 호환 가능
3. 전원 공급 장치 - 믹서와 함께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4. Phone - 스테레오 1/4 "TRS. 채널 큐가 활성화되면 라인 또는 헤드폰 출력은 이 아웃풋으로 보내집니다.
5. Aux 3/4 - 스테레오 1/4 "TRS. 라인 또는 인-이어 아웃풋. 이 출력은 Aux 3 및 4 XLR과 병렬로 연결됩니다.
6. 메인 우측 및 좌측 출력 - 밸런스 수컷 XLR
7. 보조 출력 1 ~ 4 - 밸런스 수컷 XLR
1. 드라이브는 반드시 FAT32 파일 시스템으로 포맷해야 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7200 RPM, USB 3 하드 드라이브 또는 고속 SSD를 사용하
십시오. 드라이브 성능은 레코딩에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와 공인 드라이브 목록은 qsc.com을 방문하십시오. 현재, TouchMix는 다른 장치에서 생
성되거나 편집 된 디지털 오디오 파일을 가져 오거나 다시 가져 오기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 TouchMix는 "클래스 호환"USB MIDI 장치를 지원합니다. QSC는 USB MIDI 풋 스위치 (iCON G-BOARD 및 Logidy UMI3)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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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TRS 커넥터는 1/4 인치입니다.
2. QSC가 검증 한 드라이브 목록은 qsc.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드 드라이브 시장은 거대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QSC가 검증하지
못한 드라이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세션에 사용하기 전에 항상 새 드라이브를 테스트하십시오. 최소 요구 사항은 USB 3.0 HD, SSD 또는
7200 RPM, FAT32 포맷입니다.
3. TouchMix App에는 iOS 7 이상이 요구됩니다.
4. 믹서와 함께 제공된 Wi-Fi 어댑터 만을 사용하십시오.
5. TouchMix-16의 초기 생산 모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6

37

38

NOTE: 다음은 TouchMix-30
Pro로 TouchMix-8과
TouchMix-16은 이와 약간 다릅니
다.
내비게이션 스트립은 페이더 뱅크 간을 탐색하는
주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선택한 믹스와 모든
클리핑 조건에 대한 모든 페이더 위치의 개요를
제공합니다.
Nav Strip에 액세스하려면 - 모든 화면에서 홈을 한 번 또는 두 번 눌러 홈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Blue Nav Strip Bank - 현재 선택된 뱅크를 나타냅니다. 선택하려면 뱅크를 터치합니다.
Nav Strip Titles - 채널의 유형 및 범위를 나타냅니다.
Faders - 현재 선택된 믹스 (Main, Auxes 1 -14)에 대한 모든 믹서에서의 페이더의 현재 위치를 나타냅니다. 페이더 레벨은
Nav Strip에서 조절할 수 없습니다.
Red Fader Slot – 이것은 채널이 클리핑 상태임을 나타내는 "sticky" 클리핑 표시입니다. 인풋 채널 트림을 줄인 다음, 메뉴>믹서
설정> Clear Clip 또는 Clear Clip 사용자 버튼을 누릅니다.
인풋 1-8, 9-16 및 17-24 - 마이크 / 라인 인풋에 대한 페이더 설정을 나타냅니다.
Stereo In / 2-Track - 라인 인풋 및 2 트랙 플레이백과 녹음을 위한 페이더 설정을 표시합니다.
FX 마스터 - 내장 이펙트 프로세서의 리턴 레벨을 표시합니다.
Aux 출력 1-8, 9-14 - 보조 출력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서브 그룹 1-8 - 8 개의 서브 그룹(TouchMix-30 Pro 만 해당)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DCA 그룹 - 8 개의 DCA 마스터 페이더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DCA 그룹 할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CA 그룹 - 8 개의 DCA 마스터 페이더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105쪽의 DCA 그룹 할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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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인풋 채널이 표시됩니다. FX, Aux 및 DCA 채널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
다. 메인 L / R 채널은 대부분의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선택 버튼 - 사용자 정의 채널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하면 마스터 채널 컨
트롤에 액세스합니다.
2. 채널 큐 버튼 - 뮤트 상태와 관계없이 채널 신호를 폰 및 모니터 출력으로 라
우팅합니다. 녹색은 “on" 상태를 나타냅니다.
3. Pan 슬라이더 – 터치하거나 또는 마스터 인코더로 조정합니다. 스테레오
팬이 미러링됩니다.
4. Mic 1 - 물리적 XLR (1) 및 채널 유형 (In, Aux, FX 등)을 나타냅니다.
5. C - 컴프레서가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인풋 채널에는 리미터가 없습니다.
6. G- 게이트가 사용 중임을 표시합니다.
7. 48 - 팬텀 파워가 켜져 있음을 표시합니다.
8. "0"(Unity) - 0 dB (미터)
9. 미터 (인풋 채널) - 뮤트 설정에 관계없이 프리 페이더 신호 레벨을 나타
냅니다. 소스 출력 레벨, 트림 노브 또는 디지털 게인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10. 뮤트 - 메인 L / R, Auxiliaries 및 FX에 채널 오디오를 끕니다. 멀티 트
랙에 send를 뮤트하지 마십시오. 주황색은 채널이 DCA 또는 뮤트 그룹에 의
해 음소거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11. 링크 - 연결된 인접 채널을 표시합니다. 낮은 번호의 홀수 채널은 높은 번
호의 짝수 채널로 연결됩니다.
12. 플레이백 - 채널의 인풋이 녹음 된 트랙임을 나타냅니다.
13. Recording Armed - 채널이 레코딩 준비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14. U (단위) - 0 dB (페이더)
15. 채널 / 메인 페이더 - 터치하거나 또는 마스터 인코더로 조정하십시오. 노란색 슬롯은 선택되었음을 표시합니다.
16. Assignments - 채널이 할당 된 믹스를 표시합니다: Main (L / R) - 모든 모델, 서브 그룹 (1 - 8) - TouchMix-30 Pro만 해
당
17. Scene - 활성 Scene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하여 Scene에 액세스합니다.
18. L - 리미터가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19. AF – 안티 피드백 필터가 연결상태임을 표시합니다.
20. L/R Meters – 메인 아웃풋 시그널 레벨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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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풋 채널에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 및 인디케이터
의 한 화면보기를 제공합니다.
1. Overview 탭 – 채널의 개요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이 채널에 대해 현재 선택된 프리셋을 보여
줍니다. +를 터치하여 프리셋을 변경합니다.
3. Polarity Reverse – 시그널의 극성을 변경합니다.
4. Digital Gain - 신호에 적용된 디지털 게인
(+/- 15dB)의 양을 제어하고 표시합니다.
5. 딜레이 - 신호에 적용된 지연 시간 (최대
100msec)을 제어하고 표시합니다.
6. Delay In - 딜레이를 적용하거나 바이패스 합니다.
7. Reset - 인풋 채널의 모든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
로 설정합니다.
8. L / R Subs - (TouchMix-30 Pro에만 해당)
아웃풋 지정 채널 (L / R Main, Sub Groups 1 - 8)
을 나타냅니다.
9. DCA - 채널에 할당 된 DCA 그룹을 나타냅니다.
10. 뮤트 그룹 – 채널에 영향을 주는 뮤트 그룹을 표시
합니다.
11.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
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상태이면 추적선이 희미해집니다.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EQ 그래트 수평 스케일 - 20 Hz에서 20 kHz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12. EQ In - 인풋 채널의 이퀄라이저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
•

13. Aux Send • Au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관련된 Aux 채널 출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 뮤트는 Aux 에 대한 채널 send의 뮤트 여부를 표시합니다.
14. EQ Handles - 터치, 홀드 및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및 게인을 변경합니다. 주파수 대역 버튼은 EQ
Handle을 보기 위해 반드시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TouchMix-30 및 모든 모델의 태블릿 응용 프로그램에서 Q 변경
을 위한 Pinching이 지원됩니다.
15. Low and High Cut Filter 및 주파수 밴드 1, 2, 3 & 4 -이 버튼은 관련 필터를 연결 또는 연결해제 합니다. 다음의 파라미
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 / down 너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16.
17.
18.
19.

Gain, Bands 1, 2, 3 및 4 - 주파수 대역의 게인 (+/- 15 dB)을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Low and High Cut Filter Frequency- 하이 및 로우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주파수 대역 1-4 주파수 조정 필드 - 4 개의 파라메트릭 EQ 대역의 센터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Comp –
• Comp - 채널의 컴프레서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합니다.
• Threshold - 압축이 시작되는 지점에 레벨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Attack - threshold 를 초과했을 때 컴프레서가 최대 압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Release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고 컴프레서가 게인 감소를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비율 -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 정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게인 - 신호 압축 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 아웃풋 게인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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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게이트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 / down 너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 Gate - 게이트를 연결하거나 해제합니다.
• Threshold – 오디오가 게이트를 통과하는 지점에 신호 레벨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Attack - threshold 를 초과하는 신호에 게이트가 반응하는 속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해제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때 게이트가 오디오를 감쇠하는 속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Attenuation (감쇠) - 신호가 threshold 이하일 때 출력에 적용되는 감쇠량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홀드 - 게이트가 열린 후 그 상태로 머무르는 최소 시간과, 입력 레벨이 threshold 이하로 떨어진 후 게이트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
는 시간의 길이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21. FX 송신 • F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채널에서 관련 FX 프로세서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22. Aux 채널 링크 아이콘 - 두 개의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23. Aux 팬 컨트롤 - 두 채널이 링크되면 짝수 번 send 슬라이더가 팬 컨트롤이 됩니다.
24. M - Aux 믹스에 대한 채널 send의 뮤트 여부를 표시합니다.

42

Trim (게인) 컨트롤은 디지털로 변환 직전에 아날
로그 인풋 신호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트림 컨트롤은
원격 장치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Mic /
Line 인풋 채널에만 트림 컨트롤이 있습니다.
NOTE : 적절한 게인 트림 조정으로 클
리핑을 방지하고 신호 대 잡음 성능을
개선하며 프리셋 컴프레션 및 게이트
다이내믹을 의도대로 작동 할 수 있습니
다.
NOTE : 믹서에는 디지털 게인 트림 기
능이 있습니다. 설정은 Scene과 프리
셋으로 저장 및 호출됩니다. 자세한 내
용은 "Input Channel Setup"을 참
조하십시오.
다음의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인풋 게인 트림을 설정
하는 데 사용됩니다.
1. 트림 컨트롤 - 터치 스크린 위에 위치하며, Mic /
Line 인풋 감도를 조정합니다 (TouchMix-30
Pro 화면).
2. Nav Strip - 터치하여 페이더 뱅크를 선택합니다.
• 인풋 1 ~ 8 페이더 뱅크 안의 빨간색 선은 클립
표시로 페이터 뱅크 안에 계속 남아있습니다. 이것
은 "Clear Clip" 기능 (사용자 버튼 2)을 사용하
거나 메뉴 화면에서 삭제됩니다. 표시를 삭제하면
지워진 장치 (태블릿 또는 믹서)에 만 영향을 줍니
다.
3. 레벨 미터 (Mic 1) - 채널의 신호 레벨이 1보다 낮
음을 나타냅니다. 인풋 게인 트림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소스가 평균 레벨보다 약간 아래에서 재생 될 때 이것이 보입니다.
4. 레벨 미터 (Mic 2) - 채널의 신호 레벨이 1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인풋 게인 트림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소스가 평균 레
벨에서 재생 될 때 이것이 보입니다.
5. 레벨 미터 (Mic 3) - 채널의 신호 레벨이 1보다 높음을 나타냅니다. 인풋 게인 트림이 적절하게 조절되면, 소스가 평균 레벨보다 높
은 곳에서 재생될 때 이것이 보입니다.
6. 레벨 미터 – 채널이 클리핑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소스 출력 레벨이나 믹서 인풋 게인을 줄이고 클립 표시를 지우십시오 (사용자 버
튼 2).
7. 인풋 채널 페이더 - 채널의 출력을 메인 L / R 출력, post-fader aux, Send 및 서브 그룹으로 조정합니다
(TouchMix-30 Pro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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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풋 채널 이퀄라이제이션의 설정을 조정하고 표시
합니다.
1. EQ 탭 - EQ 화면을 선택합니다.
2. EQ In – 이퀄라이저를 켜거나 끕니다.
3. RTA On - 실시간 분석기 디스플레이를 작동시킵
니다.
NOTE: TouchMix-30 Pro의 최대
2 개의 RTA 디스플레이와
TouchMix-8과 -16의 RTA 디스플
레이 1 개는 믹서와 태블릿 장치의 모든
조합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RTA가 꺼지면, 파라메트릭
EQ 그래프가 확장되어 전체 그래프 영
역을 사용합니다.
4. Simple 버튼 - 로우 컷, 하이 컷, 주파수 및
BW 컨트롤을 숨깁니다. 기존 설정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5. 리셋 버튼 - 모든 EQ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
치로 재설정합니다.
6. RTA 디스플레이 - 채널 신호의 진폭을 1/3 옥타브
밴드로 표시합니다. 피크 홀드는 태블릿 장치에만 표시
됩니다.
7.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추적선이
흐리면 EQ가 Out (연결 해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Hz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8. EQ Handles - 터치, 홀드 및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및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대역 버튼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9. Low Cut and High Cut 필터 버튼 -이 필터는 해당 주파수 컨트롤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10. Low Shelf and High Shelf 필터 버튼 - EQ 밴드 1과 밴드 4를 파라메트릭 필터에서 쉘빙 필터로 변경합니다. 쉘프 필터가 작동하
면 Bandwidth(대역폭)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주파수 밴드 1, 2, 3, 4 버튼 - 관련 파라메트릭 EQ 밴드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각 밴드는 주파수 범위가 20Hz ~ 20kHz로 완전
한 파라메트릭입니다.
12. Gain 컨트롤 노브 및 판독값 - 관련 EQ 대역의 주파수 설정에서 게인을 조정합니다. 범위는 -15 dB ~ +15 dB입니다.
13. 주파수 컨트롤 노브 (주파수 밴드 1 - 4) - 관련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Shelving 필터가 작동되면, 주파수 컨트롤이
shelf 필터의 니(knee)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4. Q 노브 - 관련 EQ 밴드의 대역폭을 조정합니다. Shelf Filter를 선택하면 Bandwidth 컨트롤이 숨겨집니다. 또한 Q는
"“pinching"(TouchMix-30 Pro 및 태블릿 앱 만 해당)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5. 주파수 컨트롤 노브 (Low and High Cut) – 0 또는 1보다 3dB 낮은 지점에서 측정된 로우 및 / 또는 하이 컷 필터의 주파수를 설정합
니다.
16. ◀ ▶ 버튼 - 다음 또는 이전 채널로 이동합니다. 버튼은 인풋, 플레이백, 레코드 및 FX 채널을 차례로 순환한 다음, 인풋 1로 되돌
아갑니다.
17. 채널 컨트롤 - 선택한 채널에 대한 아웃풋을 컨트롤합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8. 메인 채널 컨트롤- 메인 L / R 출력에 대한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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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서는 설정된 threshold 보다 높은 다이나
믹 레인지의 신호를 제어합니다.
1. Comp 탭 - 컴프레서 화면을 선택합니다.
2. Comp In / Out 스위치 - 컴프레서를 연결 및 연
결 해제합니다.
3. Knee In 버튼 –
threshold을 초과할
때 컴프레서가 게인 감
소 안과 밖에 변이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4. Simple 버튼 - 단순 모드를 켜고 끕니다. 다음
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 Comp In
• Simple
• Reset (재설정)
• Compression(압축)
5. 리셋 버튼 - 모든 Comp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치로 재설정합니다.
6. In meter - RMS 인풋 레벨
7. G.R. meter - Gain Reduction - (빨간색)은
컴프레서에 의해 신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나타냅
니다.
8. Out meter – 압축이 적용된 후의 출력
레벨
9. Threshold slider - 컴프레서가 신호 레벨을 줄일 시작 지점을 설정합니다.
10. 컴프레서 그래프 - 0dB ~ -60dB의 수직 스케일. 수평 측정은 시간입니다. 컴프레서가 작동되면 선이 표시됩니다.
• Threshold (A) - 압축이 시작되는 단계.
• Attack time (B to E) - 인풋이 threshold 레벨을 초과 한 후 최대 압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 Ratio (A to E) -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의 정도.
• Release time (C to D) - 인풋 레벨이 더 이상 threshold 을 초과하지 않고 압축된 신호가 threshold 레벨까지 상승하
는 데 걸리는 시간.
11. Ratio 슬라이더 - 신호가 threshold 를 초과 할 때 인풋 레벨과 아웃풋 레벨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12. Attack 슬라이더 - threshold 를 초과하는 신호에 컴프레서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13. Release 슬라이더 - 신호가 threshold 아래로 떨어질 때 컴프레서가 압축을 멈추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14. Gain 노브 - (컴프레서 만 해당) 신호가 압축된 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 아웃풋 게인을 조정합니다.
15. 컴프레서 표시기 - 컴프레서가 켜져 있으면, 오렌지색 "C"가 채널 컨트롤 스트립에 표시됩니다.
16. De-Esser 노브 - "s", "z"및 "sh"와 같은 치찰음 자음의 주파수에서의 압축 정도를 조정합니다.
17. De-Esser 버튼 - De-Esser를 작동 또는 해제합니다.
18. Side Chain selector - (TouchMix-30 Pro 만 해당) 다른 인풋 채널을 선택하여 현재 선택된 채널의 압축을 제어합니다.
사이드 체인 선택 박스를 누른 다음 마스터 인코더를 사용하여 조정하십시오.
19. Side Chain In - (TouchMix-30 Pro 만 해당) 사이드 체인을 연결하거나 해제합니다. 사이드 체인이 해제되면, 현재 선택된
채널의 입력이 자체 압축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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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는 오디오를 설정된 threshold 위로 보내고,
threshold 아래의 오디오는 감쇠시킵니다.
1. Gate 탭 - 게이트 스크린을 선택합니다.
2. Gate In 스위치 - 게이트를 연결 또는 해제합니다.
3. Simple 버튼 - 단순 모드를 on/off 합니다. 다
음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 Gate In 버튼
• Simple 버튼
• 리셋 버튼
• 게이팅 노브
4. 리셋 버튼 - 모든 게이트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치로 재설정합니다.
5. In meter - RMS 인풋 레벨
6. G.R. meter - Gain Reduction (게인 감소) 게이트에서 신호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나타냅니다.
7. Out meter - 출력 레벨
8. Threshold 슬라이더 - 게이트에서 오디오가 통
과 할 수 있는 지점을 설정합니다.
9. Gate 그래프 - 게이트가 연결되면, 선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 Threshold (A)
•
•
•

Attack time (A-B)
Release time (C-D)
Attenuation Level 감쇠 정도 (E).
10. Attenuation 슬라이더 - 신호가 threshold 이하일 때 출력에 적용되는 감쇠량을 설정합니다.
11. Attack slider - threshold 를 초과하는 신호에 게이트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12. Release slider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때 게이트가 오디오를 감쇠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13. 홀드 노브 (Hold knob) - 게이트가 열린 후 유지되는 최소 시간을 설정하고, 인풋 레벨이 threshold 아래로 떨어진 후 게이트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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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풋 채널의 오디오가 FX 장치로 전송되는 양을 조
정합니다.
1. FX 탭 - FX Sends 화면을 선택합니다.
2. FX 개요 버튼 - FX 개요 화면으로 이동하여 모든 인풋
에서 6 개의 FX 샌드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3. 단순 버튼 - 간편 설정을 위해 Global FX 파
라미터를 숨깁니다.
4. 리셋 버튼 - FX 슬라이더, Pre /Post 설정 및
피치 보정 설정을 재설정합니다. 이 버튼은 화면
에서 Global FX Parameters를 포함한 FX 프
로세서의 설정을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5. FX Buses - FX 프로세서의 섬네일을 통해
FX send에 대한 프로세서를 선택하고 선택된
FX 프로세서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는 화면으
로 안내합니다.
6. FX 라벨 - 큰 텍스트는 FX bus 번호를 나타내
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작은 텍스트는 FX 프로세서
설정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FX Send sliders - 채널에서 FX 믹스로 "전송
된"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inf＂는 off 상태
입니다. 슬라이더의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판독 값은
슬라이더 설정을 나타냅니다.
8. Global FX 파라미터 - 선택된 FX 장치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파라미터를 제어합니다. 파라미터는
선택한 프로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9. Pre / Post 페이더 버튼 - FX send의 프리 페이더 또는 포스트 페이더 (기본값) 픽 오프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
면 모든 입력에 대한 픽 오프가 변경됩니다.
10. Pitch Correct (피치 보정) - Pitch Correct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인풋은 EQ를 거쳐, 다이내믹 (압축기 및 게이트)을 통과합니다. 이 때 오디오를 분리하여 FX 시스템 (Pre-fader)으로 보내고,
채널 페이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또는 채널 페이더로 오디오를 전송한 다음, 이를 분리하여 FX 시스템 (Post-fader)으로 보낼 수 있
습니다.
"Dry"오디오 (FX 프로세싱 되지 않은)는 Pan 컨트롤을 거쳐 Main L / R Fader와 Main 출력으로 이어집니다.
Pre-fader 또는 Post-fader 오디오는 Channel FX sends로 보내집니다 (다이어그램은 FX Send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FX Send 슬라이더는 지정된 FX 프로세서로 보낼 (또는 라우팅 될) 채널 오디오의 양을 결정합니다.
FX 프로세서는 오디오에 마술을 부려 모노 인풋을 스테레오 신호로 변환합니다. FX 마스터 페이더는 메인 L / R 페이더와 메인 L / R
출력으로 신호가 이동하기 전에 처리된 ( "wet") 신호의 양과 처리되지 않은 ( "dry") 오디오의 결합 정도를 제어합니다.

NOTE: 자세한 내용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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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출력은 스테이지 모니터, 인-이어 모니터, 리모트 스
피커 또는 비디오 / 방송용 믹스를 만드는데 사용됩니다.
Aux는 스테레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1. Auxes 탭 - Aux Send 화면을 선택합니다
2. Aux 개요 버튼 - Aux 개요로 이동합니다. 모
든 Aux 믹스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리셋 버튼 - 선택한 인풋 채널에 대한 모든 Aux
Send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4. Aux mix system number - 연결된 Aux
아웃풋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5. Aux mix friendly name / button - 사용
자 정의 Aux 믹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하면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6. Aux send sliders - 채널에서 Aux 믹스로
보내지는 오디오의 레벨을 설정합니다;.-40 dB
(-Inf)가 off입니다..
7. Level - Aux send 레벨을 숫자로 표기합니다.
8. 뮤트 - 채널에서 해당 Aux 믹스로의 send를 음
소거합니다. 다른 믹스나 send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Pick-off point 버튼 - Aux Buss가 Pre Fdr
/ Post Fdr / Pre Dyn / Pre All 신호를 사용하는
지 나타냅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터치하여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연결된 Aux 믹스
에 대한 모든 Send에 영향을 줍니다.
10. Aux 링크 표시기 - Aux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표시합니다. Aux 믹스 버튼 중 하나 또는 픽오프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인풋 채널
Aux Send 화면에서 Aux 채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링크가 완성된 Aux 채널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Aux Send pan 슬라이더 - 연결된 한 쌍의 aux 사이에서 신호를 팬 합니다.

Pre All, Pre Dyn, Pre Fader 및 Post Fader 버튼은 Aux 아웃풋이 신호를 받는 위치에 대한 옵션을 제공하는 라디오 버튼입니
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Pre Fader 버튼이 선택되었습니다.

NOTE: 자세한 내용은 블록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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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라이브러리에서 프리셋을 호출하십시오. 유저 프
리셋을 저장 및 호출합니다.
1. 프리셋 탭 - 프리셋 화면을 선택합니다.
2. Current Preset - 현재 프리셋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3. Preset Info (팩토리 전용) – 터치하면 프리셋에 대한 세
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음악 스타일, 악기 세
부 정보, 마이크 / 픽업 유형 및 위치, 또는 기타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팩토리 / 유저 스위치 - 팩토리 및 유저 프리셋
라이브러리간을 토글합니다.
• 팩토리 프리셋 – QSC가 디자인한 인풋 채널 프
리셋의 라이브러리입니다.
• 사용자 프리셋 - 사용자 프리셋은 내부 메모리 또
는 외부 (USB) 저장 장치에 저장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5. Instrument list (팩토리 전용) - 악기 카테고리
목록을 표시합니다.
6. Type list (팩토리 전용) - 선택한 악기 카테고
리 내의 특정 악기 목록을 표시합니다.
7. Preset Name list (팩토리 전용) – 프로페셔널한
음색의 라이브 사운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8. 리콜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호출합니다. 아날로그
/ 멀티 트랙 상태, 트랙 / Arm 버튼, 큐, 뮤트, 채널 링
크 상태를 제외한 인풋 채널의 모든 파라미터를 호출
합니다.
9. Omit Levels & Assignments 스위치 - 작동되면 뮤트, 서브 그룹 및 DCA 할당뿐만
아니라 채널, FX 및 AUX 레벨은 프리셋 호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0. Omit Name switch - 작동되면 프리셋 호출시 채널 이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1. Omit Phantom switch – 작동되면 프리셋을 불러올 때 팬텀 파워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NOTE : 다음의 컨트롤은 팩토리 / 유저 스위치가 사용자에 설정된 경우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12. Save / Save As 버튼 – 프리셋 이름 지정 및 내부 또는 USB 저장 대상 선택 옵션이 있
는 Save Preset As 화면을 표시합니다.
13. 믹서 목록 - 믹서에 저장된 사용자 정의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14. 외장 (USB) 목록 - 현재 믹서에 연결된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용자 정의 프리셋 목
록을 표시합니다.
15. Copy to USB 버튼 - 선택된 내부 프리셋을 믹서에 연결된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16. Copy to Mixer 버튼 - 선택한 USB 프리셋을 내부 믹서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17. 삭제 버튼 - 프리셋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사전 설정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NOTE: 외부 태블릿 장치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저장하는 경우 이름에 지원되지 않는
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원되는 문자는 0부터 9, A 부터 Z, a 부터 z, 마침표 (.),
하이픈 (-), 등호 (=), 느낌표 (!), 괄호, 밑줄 (_) 또는 더하기 기호 (+)는 입니다.
18. 저장 버튼 - 내부 / 외부 (USB) 스위치가 가리키는 위치로 프리셋을 저장합니다. 또한 저
장 버튼은 프리셋을 호출합니다.
19. 취소 버튼 - 저장 작업을 취소합니다.
20. 파일 네임 필드 -이 필드에는 현재 불러 온 프리셋 이름이 표시됩니다. 2개 옵션이 있습니다.
• 같은 이름을 유지하도록 선택합니다. 대상 위치에 같은 이름이 있으면, 덮어 쓰기 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름을 부분 또는 전체 변경하십시오. 선택한 위치에 같은 이름이 없다면, 프리셋이
저장됩니다.
21. 저장 위치 스위치 - 프리셋이 저장 될 장소로 믹서 또는 USB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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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력 채널에 대해 채널 설정이 제공됩니다. 라인
인풋 채널에는 팬텀 (Phantom) 파워 컨트롤이 없습니
다.
1. 셋업 -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2. Name - 채널의 이름을 보여줍니다. 터치하여 키
보드를 표시하고 채널 이름을 바꿉니다.
3. 링크 - 인접한 채널을 연결합니다. 홀수 번호 채널
설정은 짝수 번호 채널에 복사됩니다. 팬 설정이 미
러링됩니다. 홀수> 짝수 페어링만 지원됩니다. 짝수>
홀수 페어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4. Reset -이 채널의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
로 재설정합니다.
5. Playback and Recording 이 버튼들 중 하
나가 작동되면, 다른 버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위
의 그림은 예시입니다.
• 디지털 인풋 - (TouchMix-30 Pro에만 해당)
채널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인풋을 시그널 소스로
선택합니다. 디지털 소스는 USB 레코딩 세션 또는
DAW에서 올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Rec /
Playback 참조). 녹색 = 디지털, 회색 = 아날로
그.
• 레코딩 (Arm) – 연결되면, 이 채널의 오디오가
USB 드라이브에 녹음됩니다. 외부 레코딩 및 재
생 모드가 멀티 트랙 USB 드라이브로 설정된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Polarity(극성) - 터치하면 채널 아웃풋의 극성이 바뀝니다.
7. Mic Phantom - 채널의 48V 팬텀 파워를 on/off 합니다 (마이크 입력 전용).
8. 패치 매트릭스 채널 - (TouchMix-30 Pro에만 해당)이 채널의 현재 설정을 패치 매트릭스에 표시합니다. 이 채널에 다른 채널
이 패치 된 경우, 필드에 패치 된 채널의 번호가 표시됩니다.
9. 딜레이 - 입력 신호를 0.00 밀리 초에서 100 밀리 초까지 지연시킵니다. In 버튼을 누르면 딜레이가 활성화됩니다.
10. Channel Safe During Scene Recall -이 스위치를 Safe로 설정하면 Scene을 불러올 때 채널 컨트롤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11. Digital Gain - 채널의 아날로그 게인 트림과 독립적으로 +/- 15 dB의 디지털 게인을 채널 신호에 적용합니다. 이 컨트롤의 설정은
Scene이나 프리셋으로 저장되고 호출됩니다. 트랙이 소스로 선택되면 컨트롤이 디지털 인풋에 적용됩니다.
12. Main L / R - 채널의 아웃풋을 Main Left / Right 믹스에 할당합니다. 팩토리 기본값이 Main L / R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13. 서브 그룹 - (1 ~ 8 - TouchMix-30 Pro에만 해당) – 한 개나 그 이상의 8 개 서브 그룹에 채널의 아웃풋을 지정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이 버튼에 표시됩니다. 서브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4. DCA 그룹 (1 - 8) - 채널을 DCA 그룹에 할당합니다. 사용자 지정 DCA 그룹 이름이 버튼에 표시됩니다. DCA 그룹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15. Mute 그룹 (1 ~ 8) - 채널을 뮤트 그룹에 할당합니다. 사용자 지정 뮤트 그룹 이름이 버튼에 표시됩니다. 뮤트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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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채널에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 및 인디케이터를 한
화면에 제공합니다.
1. 개요 탭 - 채널 개요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이 채널에 대해 현재 선택된 프리셋을 보
여줍니다.
3. Pick-off 포인트 - (Aux 만 해당) 출력 채널의
신호를 가져올 위치를 결정합니다.
4. 딜레이 - 신호에 적용되는 지연 시간 (최대
100밀리초)을 제어하고 표시합니다.
5. Delay In - 딜레이를 적용하거나 바이패스합니다.
6. 리셋 - 인풋 채널의 모든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치로 재설정합니다.
7. 현재 프리셋에 대한 설명
8. DCA - 채널에 할당 된 DCA 그룹을 표시합니다.
9. 뮤트 - 채널을 제어하는 뮤트 그룹을 표시합니다.
10.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활성화되면 추적선이 더 밝아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 Hz에서 20
kHz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11. EQ Out / In - 채널의 이퀄라이저를 연결 / 해제합니다.
12. EQ Handles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및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밴드 버튼
을 사용 사용해야 합니다.
13. Aux Send - (TouchMix-30 Pro 만 해당)
• Aux sends 9 ~ 14는 억스 아웃풋 1 ~ 8에만 사용 가능하며,
• Au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관련 Aux 채널 아웃풋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 뮤트는 채널의 Aux 전송이 뮤트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14. 로우 및 하이 컷 필터 및 주파수 밴드 1, 2, 3 및 4 -이 버튼은 관련 필터를 연결하거나 해제합니다.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down 너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15. Gain, Bands 1, 2, 3 및 4 - 선택한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게인 (-15 ~ +15 dB)을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6. 로우 및 하이 컷 필터 주파수 - 하이 및 로우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7. 주파수 밴드 1 ~ 4 주파수 조정 필드 - 4 개의 파라메트릭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NOTE: 다음 섹션은 Comp / Limiter 탭의 Comp / Limit 스위치에 따라 Compressor 나 Limiter가 될 수 있습니다.

18. Comp • Comp - 채널의 컴프레서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합니다.
• Threshold - 압축이 시작되는 레벨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Attack - threshold 를 초과했을 때 컴프레서가 최대 압축에 도달하는 속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Release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때 컴프레서가 게인 감소를 중단하는 속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Ratio 비율 -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 정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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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또는 Aux 출력 그래픽 이퀄라이제이션의 설정
을 제어하고 표시합니다.
1. GEQ 탭 - GEQ 화면을 선택합니다.
2. GEQ In / Out 스위치 - 이퀄라이저를 연결 / 연
결 해제합니다.
3. Tuning In/Out 스위치 - 룸 튜닝 마법사로 설정
된 셋팅을 적용 / 해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Room
Tuning Wizar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튜닝 마법사 버튼 - 선택한 채널에 튜닝 마법사
를 시작합니다.
5. RTA On - RTA (실시간 분석기)를 on/off 합니
다.
6. Reset - 모든 EQ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설정합니다.
7. RTA 그래프 - 채널 신호의 진폭을 1/3 옥타브
밴드로 표시합니다. 피크 홀드는 태블릿 장치에만
표시됩니다.
8. 그래픽 이퀄라이저 - 1/3 옥타브 그래픽 이퀄라
이저의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튜닝 스위치가 켜지
면 룸 튜닝 마법사로 설정된 셋팅을 표시하기 위해
EQ 페이더 캡의 두 번째 세트 (파란색 외곽선)가
표시됩니다.
9. Prev / Next - 다음 또는 이전 채널로 이동합
니다. 버튼은 인풋, 플레이백, 레코드 및 FX 채널을
차례로 순환한 다음 인풋 1로 다시 루프합니다.
10. 채널 컨트롤 - 선택된 아웃풋 채널을 제어합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1. 메인 채널 컨트롤 - 메인 L / R 출력을 제어합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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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또는 Aux 출력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제이션의
설정을 제어하고 표시합니다.
1. PEQ 탭 - PEQ 화면을 선택합니다.
2. PEQ In / Out 스위치 - 이퀄라이저를 연결 / 연
결 해제합니다.
3. RTA On 버튼 - RTA (실시간 분석기)를 on/off
합니다.
NOTE: RTA가 꺼지면, 파라메트릭
EQ 그래프가 확장되어 전체 그래프
영역을 사용합니다.
4. 단순 버튼 - 로우 컷, 하이 컷, 주파수 및 BW 컨트
롤을 숨깁니다. 기존 설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5. 리셋 버튼 - 모든 EQ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
로 설정합니다.
6. RTA 그래프 - 채널 신호의 진폭을 1/3 옥타브
밴드로 표시합니다. 피크 홀드는 태블릿 장치에만
표시됩니다.
7.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되면 선이 희미해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 Hz에서 20 kHz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8. EQ Handles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및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대역 버
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9. Low 및 High Cut 필터 버튼 - 해당 Freq 컨트롤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10. Low 및 High Shelf 필터 버튼 - EQ 밴드 1 및 밴드 6을 파라메트릭 필터에서 쉘빙 필터로 변경합니다. Shelf 필터를
사용하면 Bandwidth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주파수 밴드 1 - 6 In / Out 버튼 - 관련 파라메트릭 EQ 밴드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12. 게인 노브 -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설정에서 게인을 조정하고 표시합니다. -15 dB ~ +15 dB의 범위.
13. 주파수 노브 - 관련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조정하고 표시합니다. 범위는 모든 대역에서 20 Hz에서 20 kHz입니다. Shelving
필터가 작동하면, Freq 컨트롤이 Shelf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4. Q 노브 - 관련 EQ 밴드의 대역폭을 조정합니다. Shelf Filter를 선택하면 Bandwidth 컨트롤이 숨겨집니다. Q는
"pinching"(TouchMix-30 Pro 및 타블렛 앱 전용)으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15. Freq 노브 (Low and High Cut) - 0 또는 1의 3dB 낮은 지점에서 측정한 로우 및 / 또는 하이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6. Prev / Next - 다음 또는 이전 채널로 이동합니다. 버튼은 인풋, 플레이백, 레코드 및 FX 채널을 차례로 순환한 다음 인풋 1로 다
시 루프합니다.
17. 채널 컨트롤 - 선택한 채널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8. 메인 채널 컨트롤 - 메인 L / R 출력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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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터로 설정하면 오디오 레벨이 사전 설정된
threshold 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1. Comp / Limiter 탭 - Comp / Limiter 화
면을 선택합니다. 이 탭의 레이블은 Comp /
Limiter 스위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Comp / Limiter In/Out 스위치 - 컴프레서 또
는 리미터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합니다. 이 탭의
레이블은 Comp / Limiter 스위치의 설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3. Comp / Limit 스위치 - Compressor 또는
Limiter 모드를 선택합니다. "Comp"가 선택되면
프로세서는 인풋 채널 컴프레서와 동일하게 동작합니
다.
4. Knee In 버튼 – Knee는 threshold 초과 시
Comp / Limiter가 갑자기 또는 점진적으로 전환할
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Simple 버튼 - 다음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 리미터 인 버튼
• 단순 버튼
• 리셋 버튼
6. 리셋 버튼 - 모든 리미터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
치로 재설정합니다.
7. In 미터 - RMS 인풋 시그널 레벨
8. GR 미터 - 게인 감소 - 리미터에 의해 신호 레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나타냅니다.
9. Out 미터 – 아웃풋 시그널 레벨
10. Threshold 슬라이더 - 컴프레서 / 리미터가 시그널 레벨을 줄일 시작점을 설정합니다.
11. 리미터 그래프 - 리미터가 작동하면 선이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 Threshold (A) - 제한이 시작되는 레벨
• Attack time (B to C) - 인풋이 threshold 를 초과 한 후 리미터가 최대 제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 Ratio (A to E) - 신호에 적용되는 리미팅의 정도.
• Release time (C to D) - 인풋 레벨이 더 이상 threshold 를 초과하지 않고 제한 신호가 threshold 레벨까지 상승
하는 데 걸리는 시간.
• 수직 스케일 = dB
12. 비율 슬라이더 - 신호가 threshold 를 초과 할 때 인풋 레벨 변경 대 아웃풋 레벨 변경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13. 어택 슬라이더 - 프로세서가 threshold 를 초과하는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14. 릴리즈 슬라이더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프로세서가 압축 또는 리미팅을 멈추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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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L / R 및 Aux 출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narrow, cut 전용 필터는 피드백을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안티 피드백 탭 - 안티 피드백 화면을 선택합
니다.
2. 필터 In / Out - 필터를 연결하거나 바이 패스
합니다.
3. 피드백 주파수 - 안티 피드백 시스템은 자동으로
의심되는 피드백 주파수를 식별하여 표시합니다.
4. Manual Kill - 의심되는 피드백 주파수가 확인되
면, 이 버튼을 눌러 해당 주파수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5. 피드백 마법사 - 피드백 마법사는 피드백이 발생
하기 쉬운 주파수를 찾아내고 차단하는데 도움을 줍니
다. 이 버튼을 터치하면 오퍼레이터를 프로세스 과정
으로 안내할 피드백 마법사가 열립니다.
6. 리셋 - 모든 필터 컨트롤 및 마커를 팩토리 기
본 위치로 설정합니다. 피드백 마법사는 Cut이
0.0으로 설정된 경우에만 필터를 사용합니다.
7. 디스플레이 - 적용된 필터의 빈도와 깊이(컷)를 보
여줍니다.
• 수직 스케일 = dB
• 수평 스케일 = 주파수
8. 필터 마커 -이 마커는 연관된 컨트롤과 일치하도록 색상이 지정됩니다. 수평 위치는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cut의 양은 내림차순
세로선으로 표시됩니다. 12 개 필터 - TouchMix-30 Pro, 8 개 필터 - TouchMix-8과 16.
NOTE: 마커 및 관련 주파수 컨트롤은 특정 주파수 대역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커 1은 고 주파수를 감쇠시킬 수 있
고, 마커 12는 저 주파수를 감쇠시킬 수 있습니다.
9. 필터 In/Out - 번호가 매겨진 버튼은 필터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10. Freq - 필터의 센터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1. Cut - 필터의 Cut (또는 감쇠) 량을 조정합니다. 범위는 0.00 dB ~ -20.0 dB입니다.
12. Filter Depth % - 모든 필터의 깊이 (cut 양)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13. 필터 Q - 필터 폭을 6 (0.05 옥타브)에서 30 (0.24 옥타브)까지 조정합니다.
14. ◀/▶버튼 - 다음 또는 이전 채널로 이동합니다. 이 버튼은 Input, Playback, Record 및 FX 채널을 차례로 순환한 다음
Input 1로 루프백합니다. 만일 Aux에서 출발한다면, 버튼은 Aux 출력과 Main L / R 채널을 순환합니다.
15. 채널 컨트롤 - 선택한 채널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Aux Master 채널은 선택되지 않고 메인
L / R 믹스 만 선택되어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16. 메인 채널 컨트롤 - 메인 L / R 출력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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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아웃풋 1 ~ 8은 Aux 믹스 (버스) 9 ~ 14에 믹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인 L / R 및 서브 그룹은 14 개
의 Aux 모두에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1. Auxes 탭 - Aux Send 화면을 선택합니다
2. Aux 개요 - 선택한 페이더 뱅크의 모든 Aux 믹
스를 표시하는 Aux 개요로 이동합니다.
3. Reset - 선택한 인풋 채널의 모든 Aux Send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4. Aux send 번호 - 관련 Aux 아웃풋의 번호를 표
시합니다.
5. Aux master 이름 - Aux 믹스 이름을 표시합
니다. 터치하면 연결된 Aux 출력 컨트롤로 이동합
니다.
6. Aux send 슬라이더 - 채널에서 Aux 출력으
로 보낸 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40 dB (Inf)는 off 입니다.
7. 게인 - Aux send 레벨의 숫자 디스플레이를 제
공합니다.
8. 뮤트 - 채널에서 해당 Aux 믹스로의 send를
음소거합니다. 다른 믹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9. Pick-off point - Aux Buss가 Pre All /
Pre Dyn / Pre Fdr / Post All 신호를 사용하는
지 나타냅니다. 터치하면 연결된 Aux 출력 컨트롤
로 이동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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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Sub Group 또는 Main L / R 출력 채널과 관련
된 설정을 저장, 호출 및 복사합니다.
1. Presets (사전 설정) 탭 - 프리셋 화면을 선택합
니다.
2. Current Preset - 선택된 채널에 대한 현재
활성 프리셋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3. Save/Save As - 프리셋의 이름을 지정하고
내부 또는 USB 저장 대상을 선택할 옵션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4. 팩토리 프리셋 리스트 - 출고시 프로그래밍 된 사
전 설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QSC 패시브 라우드 스피
커용 보이싱이 제공됩니다. 리셋은 모든 아웃풋 채널
의 파라미터를 출고시 기본값 상태로 설정합니다. 리
셋 프리셋은 목록 하단에 있으며 아래로 스크롤하면
볼 수 있습니다.
5. 믹서 프리셋 리스트 - 최대 100 개의 내부 프리
셋을 믹서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6. USB 프리셋 리스트 - 최대 100 개의 외부 프리
셋을 외부 (USB) 저장 장치에 저장 (저장)하고 불
러올 수 있습니다.
7. Selected preset - 프리셋을 선택하면, 프리
셋의 배경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목록의 제목이 파
란색으로 강조됩니다.
8. Delete 버튼 - 유저 프리셋을 선택하고 이 버
튼을 터치하면 프리셋이 삭제됩니다.
9. Copy to USB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연결된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10. Copy to Mixer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내부 믹서 저장 장치에 복사합니다.
11. Recall 버튼 - EQ, 리미터, 필터, 뮤트 지정, DCA 지정, 링크 상태 등 저장된 아웃풋 채널의 설정을 호출합니다. 레벨 및 튜닝 설정
이 호출되거나 생략 될 수 있습니다 (아래 12 및 13 참조).
12. Omit Levels & Assignments 스위치 - On으로 설정하면, 프리셋을 호출해도 뮤트, DCA 또는 서브 그룹에 대한 레벨이나 할당
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13. Omit Tuning switch - On으로 설정하면, 프리셋을 호출해도 안티 피드백 튜닝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14. Omit Phantom - On으로 설정하면, 프리셋을 호출해도 팬텀 파워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15. 채널 컨트롤 - 선택한 채널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6. 메인 채널 컨트롤 - 메인 L / R 출력의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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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및 Main 출력 채널을 위한 다양한 유틸리티 설
정 기능.
1. 설정 탭 -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2. 채널 이름 - 채널 이름을 보여줍니다. 터치하여 키
보드를 표시하고 출력 이름을 바꿉니다.
3. Link (Auxes 만 해당) - 인접한 채널을 연결
합니다. 홀수 번호의 채널 설정은 짝수 번호의 채널
에 복사됩니다. 팬 설정이 미러링됩니다. 홀수> 짝
수 링크 만 지원됩니다.
4. 리셋 – 셋업 파라미터를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
립니다.
5. Aux Pick-Off (Aux 만 해당) - 인풋 채널 신
호 흐름에서 Aux 신호를 가져올 위치를 결정합니
다. 선택 항목은 Pre Fdr (기본값) / Post Fdr /
Pre Dyn / Pre All입니다.
6. QSC 앰프 및 스피커 설정 - 선택한 QSC 앰프
및 라우드 스피커에 대한 게인 스트럭쳐 및 기타 파
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표시합
니다.
7. Delay In – 딜레이를 작동 시키거나 해제합니다.
8. 딜레이 – 아웃풋 딜레이를 표시하고 제어합니다.
판독 값은 밀리 초, 피트 및 미터 단위로 제공됩니다.
9. Channel Safe During Scene Recall -이 스위치를 Safe로 설정하면 Scene을 호출 할 때 채널 설정이 변경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10. 커넥터 모드 - (TouchMix-16 만 해당) aux 7/8 및 9/10을 언밸런스 TRS 잭이 있는 스테레오 아웃풋에서 모노, 밸런스 아웃풋으로
변환합니다. 기본값은 스테레오 모드입니다.
11. DCA Group Assignments - 이 채널이 속할 DCA 그룹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이 버튼에 표시됩니다. DCA 그룹 항목
을 참조하십시오.
12. Mute Group Assignments - 이 채널이 포함될 뮤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이름이 버튼에 표시됩니다. 뮤트 그룹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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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C 파워드 라우드 스피커에 대한 게인 설정 권장
사항을 제공합니다. 또한 파워드와 패시브 라우드 스
피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라우
드 스피커 프리셋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프리셋들을
모든 QSC 라우드 스피커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스피커 선택 - 터치하여 아웃풋에 연결된 QSC 라
우드 스피커를 선택하십시오.
2. 프리셋 - 연결된 라우드 스피커의 프리셋을 선택하
십시오…
a. 파워드 라우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DSP가
프리셋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b. E 시리즈 (패시브) 라우드 스피커를 사용하는
경우, 앰프의 모든 DSP가 프리셋 기본값으로 설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SC GXD 앰프에는
TouchMix 믹서를 위한 설정이 있습니다. GXD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3. 게인 설정 – 파워드 라우드 스피커의 Gain 노브를
그림과 텍스트 아래에 표시된 위치로 조정하십시오.
4. 완료되면 Done 버튼을 누릅니다.
NOTE: 원하는 정도의 적절한 high/low 밸런스을 얻기 위해 서브우퍼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지시대로 조정하면,
신호 대 잡음비가 최적화되고 믹서의 아웃풋 미터가 사용 가능한 스피커 시스템 헤드 룸의 양을 반영합니다. 스피커의 LIMIT
LED는 클립 표시기가 아닙니다. 믹서의 미터가 오버 드라이브를 표시하기 전에 점등됩니다. 이는 스피커의 DSP가 앰프와 스피커
의 오버 드라이빙으로부터 프로그램의 다이나믹 피크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TouchMix와 함께 사용시 QSC GXD 앰프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1. 홈 - 앰프의 게인 화면이 표시되지 않으면, 홈 버튼을 누릅니다. 게인
화면이 표시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Gain A와 Gain B 노브를 0.0dB 게인에 맞춥니다. Enter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Gain B / DSP 컨트롤 노브를 Stereo DSP를 선택하도록 조정하십
시오. Enter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Gain B / DSP 컨트롤 노브를 Sensitivity(감도)를 선택하도록
조정하십시오. Enter -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Gain B / DSP 컨트롤 노브를 TouchMix를 선택하도록 조정하십시
오. Enter – 선택을 확정합니다.
6. 홈 - 홈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1. Done - GXD 앰프 설정 팝업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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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Aux 믹스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억스 센드 및 아웃풋 레벨은 화면에서 조절되거나, 마
스터 컨트롤을 돌리거나 태블릿 장치에 있는 ^ / v버
튼을 사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TouchMix-30 Pro에만 해당) Aux Overview
가 표시되면, Nav Strip은 Aux Out 9-14과 DCA
그룹 소형 페이더 뱅크를 "회색 처리"합니다. 이는 이
들 뱅크 모두 어느 억스 믹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신
호가 없기 때문입니다. Aux와 매트릭스 믹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ux Mix on Faders 항목을 참조하
십시오.
1. 인풋, FX Master 및 서브 그룹 뱅크는 Nav
Strip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각 열 (In 1, In 2)은 채널을 나타내며, 채널의
Aux Send 및 팬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NOTE: 인풋에 이름이 지정되면 이름이
머릿단에 표시됩니다. Select (이름)
버튼을 터치하면 인풋 채널의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3. 각 행은 Aux 믹스를 나타내며, 믹스 이름은 마
스터 페이더와 같이 첫 번째 열에 표시됩니다.
4.
5.
6.
7.

스테레오 Aux 마스터 슬라이더 – 슬라이더 하나에는 스테레오 링크된 Aux 한 쌍이 제공됩니다.
팬 컨트롤 슬라이더 – 왼쪽과 오른쪽 스테레오 억스 믹스 사이에서 인풋을 팬 합니다.
Pre Fdr / Post Fdr / Pre Dyn / Pre All - Aux Channel Setup 탭에서 설정 한 Aux Pick-off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Aux Master Fader - Aux 믹스의 전체 레벨을 조정합니다.
NOTE: 사용자 정의된 이름이 왼쪽 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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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그룹에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 및 인디케이터를
한 화면에 제공합니다.
1. 개요 탭 - 서브 그룹 개요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이 서브 그룹에 현재 선택된 프리셋을 보여
줍니다. 이 화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리셋 - 서브 그룹의 모든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치로 설정합니다.
4. L / R Subs - 서브 그룹이 메인 출력에 할당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5.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
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되면 선이 희미해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 Hz에서 20
kHz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6. EQ In - 서브 그룹의 이퀄라이저를 연결 / 연결 해
제합니다.
7. Aux Sends • Au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
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관련 Aux 채널 아웃
풋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 뮤트는 채널의 Aux 전송이 뮤트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8. EQ Handles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와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밴
드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9. 로우 및 하이 컷 필터와 주파수 밴드 1, 2, 3, 4, 5, 6 -이 버튼은 관련 필터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합니다.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down 너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10. Gain, Bands 1-6 - 주파수 대역의 게인 (+/- 15dB)을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1. 로우 및 하이 컷 필터 주파수 - 하이 및 로우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2. 주파수 밴드 1-6 주파수 조정 필드 - 4 개의 파라메트릭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3. Comp • Comp - 채널의 다이내믹 프로세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 Threshold - compression/limiting 시작 레벨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Attack - threshold 을 초과했을 때 컴프레서 / 리미터가 최대 압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Release - 신호가 threshold 이하로 떨어질 때 컴프레서 / 리미터가 게인 감소를 중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고 설정합
니다.
• Ratio -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 정도를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Gain - 신호가 압축된 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 아웃풋 게인을 표시하고 설정합니다.
• G.R. - 게인 리덕션 미터는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 정도를 보여줍니다.
14. FX Sends • F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이 채널에서 관련 FX 프로세서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15. Aux 번호 및 이름 – Aux 믹스의 시스템 번호 및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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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그룹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제이션의 설정을
조정하고 표시합니다.
1. EQ 탭 - PEQ 화면을 선택합니다.
2. PEQ In / Out 스위치 - 이퀄라이저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NOTE: RTA가 꺼지면, 파라메트릭
EQ 그래프가 확장되어 전체 그래프
영역을 사용합니다.
3. RTA On 버튼 - RTA (실시간 분석기)를 on /
off 합니다.
4. 단순 버튼 - 로우 컷, 하이 컷, 주파수 및 BW 컨
트롤을 숨깁니다. 기존 설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5. 리셋 버튼 - 모든 EQ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
으로 재설정합니다.
6. RTA 그래프 - 채널 신호의 진폭을 1/3 옥타브
밴드로 표시합니다. 피크 홀드는 태블릿 장치에만
표시됩니다.
7.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하
는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되면 선이 희미해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오디오 레벨을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Hz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8. EQ Handles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와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대역 버튼
을 사용해야 합니다.
9. Low 및 High Cut 필터 버튼 - 해당 Freq 컨트롤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보다 높거나 낮은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10. 로우 및 하이 Shelf 필터 버튼 - EQ 밴드 1과 밴드 6을 파라메트릭 필터에서 쉘빙 필터로 변경합니다. Shelf 필터를 사용하
면 Bandwidth 컨트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주파수 밴드 1 - 6 In/Out - 관련 파라메트릭 EQ 밴드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12. 게인 노브 -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설정에서 게인을 조정하고 표시합니다. -15 dB ~ +15 dB의 범위.
13. Freq 노브 - 관련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조정하고 표시합니다. 범위는 모든 대역에서 20 Hz에서 20 kHz입니다.
Shelving 필터가 작동하면 Freq 컨트롤이 Shelf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14. Q 노브 - 관련 EQ 밴드의 대역폭을 조정합니다. Shelf 필터를 선택하면, Bandwidth 컨트롤이 숨겨집니다. Q 노브 외에 2-핑거
핀치 / 줌을 사용하여 Q를 제어 할 수 있습니다.
15. Freq 노브 (Low and High Cut) - 0 또는 1의 3dB 낮은 지점에서 측정한 로우 및 / 또는 하이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설
정합니다.
16. ◀ ▶ buttons - 다음 또는 이전 서브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버튼은 인풋, 플레이백, 레코드 및 FX 채널을 차례로 순
환한 다음 인풋 1로 다시 루프합니다.
17. 서브 그룹 컨트롤 - 선택한 서브 그룹에 대한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18. 메인 채널 컨트롤 - 메인 L / R 출력에 대한 아웃풋 컨트롤입니다. 채널 컨트롤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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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프레서는 신호의 다이나믹 레이지를 설정된
threshold 이상으로 줄입니다. 리미터로 설정하
면 오디오 레벨이 사전 설정된 threshold 를 초과
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NOTE: 컴프레서와 리미터는 비슷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레이블
과 선의 색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Comp 탭 - 컴프레서 화면을 선택합니다.
2. Comp In / Out - 컴프레서를 연결 및 분리
합니다.
3. Comp / Limiter - 컴프레서나 리미터로 화면
의 기능을 변경합니다.
4. Knee In – Knee
는 threshold 를 넘
을 때 압축기 / 리미터
가 갑자기 또는 점차적
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Simple - 단순 모드를 on / off 합니다. 다음
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 Comp (리미터) In
• Comp / 리미터
• Simple
• 리셋
• Compression (Limiting)
6. 리셋 - 모든 Comp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치로 재설정합니다.
7. In meter - RMS 인풋 레벨
8. G.R. meter - Gain Reduction - (빨간색)은 컴프레서에 의해 신호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나타냅니다.
9. Out meter – 압축이 적용된 후의 출력 레벨
10. Threshold - 시그널 레벨이 감소를 시작할 지점에 컴프레서를 설정합니다.
11. 컴프레서 그래프 - 0dB ~ -60dB의 수직 스케일. 가로 측정은 시간입니다. 컴프레서가 작동되면 선이 표시됩니다.
•
•
•
•
12.
13.
14.
15.
16.

Threshold (A) - 압축이 시작되는 단계.
Attack time (B to E) - 인풋이 threshold 레벨을 초과 한 후 최대 압축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Ratio (A to E) - 신호에 적용되는 압축 정도.
릴리즈 타임 (C to D) - 인풋 레벨이 더 이상 threshold 를 초과하지 않고 압축된 신호가 threshold 레벨까지 상승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비율 - 신호가 threshold 를 초과 할 때 인풋 레벨과 아웃풋 레벨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Attack - threshold 를 초과하는 신호에 컴프레서가 반응하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Release - 신호가 threshold 아래로 떨어질 때 컴프레서가 압축을 멈추는 속도를 조정합니다.
Gain - (컴프레서 만 해당) 신호가 압축된 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전체 아웃풋 게인을 조정합니다.
컴프레서 표시기 - 컴프레서가 켜져 있으면, 오렌지색 "C"가 채널 컨트롤 스트립에 표시됩니다. 리미터는 파란색 "L"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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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장치로 전송되는 서브 그룹 오디오의 양을 제어
합니다.
1. FX 탭 - FX Sends 화면을 선택합니다.
2. FX 개요 버튼 - FX 개요 화면으로 이동하여 모든 인
풋에서 6 개의 FX 샌드를 다 볼 수 있습니다.
3. Simple – 간편한 설정을 위해 Global FX 파라미
터를 숨깁니다.
4. 리셋 - FX 슬라이더, Pre /Post 설정 및 피
치 보정 설정을 재설정합니다. 이 버튼은 이 화면
에서 Global FX Parameters를 포함한 FX 프
로세서의 설정을 재설정하지 않습니다.
5. FX Buses - 이 아이콘은 FX 믹스를 위해 선
택한 프로세서를 표시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하여
프로세서로 이동합니다.
6. FX 라벨 - 큰 텍스트는 FX 버스 1 - 6을 나타
내며 변경되지 않습니다. 작은 텍스트는 FX 프로세
서 설정 화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7. FX Send sliders - 채널에서 FX 믹스로 "전
송 된"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inf"가 꺼져
있습니다. 슬라이더의 오른쪽에 있는 디지털 판독
값은 슬라이더 설정을 나타냅니다.
8. Global FX 파라미터 - 선택된 FX 디바이스의
가장 중요한 2개의 파라미터를 제어합니다. 선택
한 프로세서에 따라 컨트롤이 다릅니다.
9. Pre / Post fader - FX send의 프리 페이더 또는 포스트 페이더 (기본값) 픽 오프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
하면 모든 입력에 대한 픽 오프가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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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그룹은 Aux 믹스로 전송 될 수 있습니다. Aux
는 단일 서브 그룹을 출력하거나 여러 서브 그룹을 믹
스하기 위한 매트릭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Auxes 탭 - Aux Send 화면을 선택합니다.
2. Aux 개요 - Aux 개요로 이동합니다. 모든
Aux 믹스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리셋 - 선택한 인풋 채널에 대한 모든 Aux
Send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4. Aux mix system number - 연결된 Aux
아웃풋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5. Aux Mix 이름 - Aux 믹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
치하면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6. Aux send sliders - 채널에서 Aux 아웃풋
으로 보내지는 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40
dB (-Inf)가 off입니다.
7. 게인 판독 - Aux send 레벨의 숫자 표시를
제공합니다.
8. 뮤트 버튼 - 채널에서 해당 Aux 믹스로의
send를 음소거합니다. 다른 믹스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9. Pick-off point - Aux Buss가 Pre Fdr / Post Fdr / Pre Dyn / Pre All 신호를 사용하는지 나타냅니다. 관련 Aux
아웃풋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10. Aux 링크 표시기 - Aux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Aux 채널은 Aux 아웃풋 설정 화면에서 연결되거나 연결 해
제 될 수 있습니다.
11. Aux sends 팬 슬라이더 - 연결된 한 쌍의 aux 사이에서 신호를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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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서브 그룹 채널에 대한 사전 설정을 불러
옵니다.
1. 프리셋 탭 - Presets 화면을 선택합니다.
2. Current Preset - 현재 활성 프리셋의 이
름을 표시합니다 (있는 경우).
3. Save/Save As - 프리셋의 이름을 지정하고 내
부 또는 USB 저장 대상을 선택하는 옵션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4. 팩토리 리스트 - 서브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팩토
리 프로그램 프리셋 목록이 표시됩니다.
5. 믹서 (내부) 리스트 - 내부 믹서 메모리에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6. USB (외부) 리스트 - 외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7. Delete 버튼 -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 메모리
에서 선택한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8. Copy to USB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외장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9. Copy to Mixer 버튼 - 선택된 프리셋을 내부
믹서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10. Recall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호출합니다.
11. Omit Levels 스위치 - Omit Level이 On이
면, 프리셋을 호출해도 서브 그룹 레벨에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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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고, 인풋 채널을 그룹에
할당하고, 그룹을 메인 L / R에 할당 / 할당 해제하
십시오.
1. 셋업 탭 - 서브 그룹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2. Name – 이름을 누르고 키보드가 표시되면 채널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3. 링크 - 링크 버튼을 터치하여 채널을 인접한 채널
과 연결합니다. 항상 홀수와 짝수로 연결됩니다.
4. 리셋 - 설정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립니다.
5. No / Yes - 서브 그룹에 할당 된 메인 L / R의 인
풋 채널을 자동으로 할당 해제하려면 "Yes"를 선택
하십시오.
6. 시스템 (1)과 사용자 지정 (In 1)로 인풋 채널
번호 지정.
7. L / R assigned
- 서브 그룹이 메인 L
/ R 출력에 할당되었음을 나타냅니다.
8. L / R unassigned
- 서브 그룹이 메인 L
/ R 출력에 할당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9. 메인 L / R 할당 버튼 - 서브 그룹을 메인 L / R
출력에 할당 및 할당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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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랙 플레이백은 디지털, 스테레오 오디오 인풋 신호를 제어합니다. 선택한 레코딩 모드에 따라 신호가 USB 멀티 트랙 세션, DAW
(TouchMix-30 Pro만 해당) 또는 USB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에 저장된 MP3 파일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MP3 오디오 플레이어 및 2 트랙 PB 채널에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 및 인디케이터의 한 화면 보기를 제
공합니다. 여기에서 만든 설정은 MP3 및 2 트랙 오
디오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1. 개요 탭 - 채널 개요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이 채널에 대해 현재 선택된 프리셋을
보여줍니다. +를 터치하여 프리셋을 변경합니다.
3. 리셋 버튼 - 플레이백 채널의 모든 컨트롤을 팩
토리 기본 위치로 설정합니다.
4. Assigned To - 아웃풋 지정 채널 L / R 메인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습니다. 셋업에서 변경.
5.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되면 선이 희미해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Hz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6. Out / In - MP3 및 2 트랙 PB 채널의 이퀄라
이저를 연결 / 연결 해제합니다.
7. EQ 핸들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
드의 주파수와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
면 주파수 대역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8. 뮤트 - 채널이 할당 된 뮤트 그룹을 나타냅니다.
9. Aux Send • Au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관련 Aux 채널 아웃풋으
로 신호를 보냅니다.
• 뮤트는 채널의 Aux 전송이 음소거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10. 로우 컷 필터 및 shelf 필터 1, 2 버튼 - 이 버튼은 관련 필터를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합니다.
NOTE: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down 너지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11. 주파수, 로우 컷 필터 - 로우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2. 게인, Shelf Filters 1 and 2 - shelf 필터의 게인 (+/- 15 dB)을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3. 주파수, Shelf Filters 1 and 2 - 두 shelf 필터의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14. Aux 번호 & 이름 - Aux 믹스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15. M - Aux 믹스로 보내는 FX 채널이 뮤트되어 있는지 나타냅니다. 이것은 FX Masters Auxes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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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rk PB (2 트랙 플레이백)는 이전 TouchMix
세션의 2 트랙 오디오 또는 USB 장치에 저장된
MP3 파일의 이퀄라이제이션을 제공합니다.
1. EQ 탭 - Audio Player EQ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2. PEQ 스위치 - 이퀄라이저를 활성 (In) / 바이 패
스 (Out)합니다.
3. RTA On - 실시간 분석기를 활성화 / 비활성화
합니다.
NOTE: TouchMix-30 Pro 용 최대
2 개의 RTA 디스플레이와
TouchMix-8 및 -16 용 RTA 디스플
레이 한 개는 믹서와 태블릿 장치의 모
든 조합에서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RTA가 꺼지면, Parametric
EQ 그래프가 확장되어 전체 그래프 영
역을 사용합니다.
4. 리셋 버튼 - 모든 EQ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 위
치로 설정합니다.
5. RTA 디스플레이 - 1/3 옥타브 밴드로 채널 신호의
진폭을 표시합니다.
NOTE: 피크 홀드는 태블릿 장치에만 표
시됩니다.
6. EQ 그래프 - EQ 설정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7. EQ 핸들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
드의 주파수와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
면 주파수 대역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8. 로우 컷 필터 버튼 -이 필터는 해당 Freq 컨트롤에 의해 설정된 주파수보다 낮은 주파수를 차단합니다.
9. Bands 1 & 2 버튼 – Low와 High shelf 필터를 활성 / 비활성화합니다.
10. 게인 노브 - 관련 shelf 필터의 게인을 -15 dB ~ +15 dB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11. 주파수 노브 -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를 센터나 shelf에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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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메모리 장치에서 MP3 오디오 파일을 재생합니다.
NOTE: 믹서 설정에서 설정한 샘플 속도
가 MP3 파일의 샘플 속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1. 오디오 플레이어 탭 - 터치하면 오디오 플레이어 컨
트롤이 표시됩니다.
2. MP3 곡 - 삽입 된 USB 드라이브에 있는 MP3
타이틀 목록을 표시합니다.
3. MP3 - 현재 선택된 MP3 파일의 제목을 표시합
니다.
4. Top-of-List - 터치하면 파일 목록의 처음으로
이동합니다.
5. 이전 파일 - 누르면 파일 목록의 이전 파일로 이
동합니다.
6. 재생 - 터치하면 현재 선택된 MP3 파일의 재생
이 시작됩니다.
7. 다음 파일 - 터치하여 파일 목록의 다음 파일로 이
동합니다.
8. 재생 중지 - 터치하면 현재 선택한 MP3 파일의
재생이 중지됩니다.
9. 플레이백 타임 - 재생을 시작한 이후의 경과 시간
을 표시합니다.
10. 레코딩 모드 – 누르면 MP3 재생 모드에서
멀티 트랙 USB 드라이브 또는 멀티 트랙 DAW로
변경됩니다.
11. 00:00:00 - 파일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12. 진행 선은 파일의 대략적인 재생 위치를 표시합니다.
13. HH : MM : SS - 파일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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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아웃풋은 스테이지 모니터, 인-이어 모니터,
원격 스피커 또는 비디오 / 방송용 믹스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1. Auxes 탭 - Aux Send 화면을 선택합니다.
2. Aux 개요 버튼 - Aux 개요로 이동하여 모든
Aux 믹스를 한 화면에 볼 수 있습니다.
3. 리셋 버튼 - 선택한 인풋 채널에 대한 모든 Aux
Send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4. Aux send 시스템 번호 - 관련 Aux 출력의 번
호를 표시합니다.
5. Aux 마스터 이름 - Aux 믹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하면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6. Aux send sliders - 채널에서 Aux 아웃풋으
로 보내지는 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40 dB
(-Inf)가 꺼져 있습니다.
7. 게인 - Aux send 레벨의 숫자 디스플레이를
제공합니다.
8. 뮤트 - 채널에서 관련 Aux 믹스로의 send를 음
소거합니다. 다른 믹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9. Pick-off point - Aux Buss가 Pre Fdr /
Post Fdr / Pre Dyn / Pre All 신호를 사용하는지
나타냅니다. 터치하여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10. Aux 링크 표시기 - Aux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Aux Master 버튼 중 하나 또는 Pickoff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인풋 채널 Aux Send화
면에서 Aux 채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링크가
완성된 Aux 채널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Aux sends pan 슬라이더 - 연결된 한 쌍
의 aux 사이에서 신호를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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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스테레오 및 2-Trk 플레이백의 프리셋
을 불러옵니다.
1. Presets 탭 - Presets (사전 설정) 화면
을 선택합니다.
2. Current Preset - 현재 활성 프리셋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있는 경우).
3. Save / Save As 버튼 - 프리셋의 이름을 지
정하고 내부 또는 USB 저장 대상을 선택하는 옵
션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4. 팩토리 리스트 – 현재 로드 된 FX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팩토리 프로그램 프리셋 목록이 표시됩니다.
프리셋 이름을 눌러 선택하십시오.
5. 믹서 (내부) 목록 - 믹서의 내부 메모리에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6. USB (외부) 목록 - 외부 (USB) 드라이브에 저
장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7. Delete 버튼 - 믹서 또는 USB 사용자 메모
리에서 선택한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8. Copy to USB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외장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9. Copy to Mixer 버튼 - 선택된 프리셋을 내부
믹서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10. Recall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의 플레이백 파라
미터를 불러옵니다. Recall은 Aux Send, EQ,
Mute 및 Group 할당에 영향을 줍니다.
11. Omit Levels - 켜져 있을 때, Aux 및 2Trk PB 페이더 레벨은 프리셋 호출로 영향을 받
지 않습니다. EQ 레벨은 어느 위치에서든 리콜의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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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rk PB 채널의 이름을 바꾸고, Channel Safe
를 설정하고, 채널을 Mute 및 DCA Groups에 할
당하십시오.
1. 설정 탭 -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2. 네임 필드 - 이름을 터치하여 채널의 이름을 입력
하는 데 사용할 키보드를 표시합니다.
3. 리셋 버튼 - 설정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립
니다.
4. Channel Safe During Scene Recall - 이
스위치를 Safe로 설정하면 Scene을 불러올 때 채
널 설정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5. 메인 L / R 버튼 - 메인 좌 / 우 출력에 대한 FX
채널의 할당을 on / off 합니다.
6. DCA 그룹 Assignment Buttons -이 채널
이 속할 DCA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DCA 그룹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7. 뮤트 그룹 Assignment Buttons -이 채널
이 속할 뮤트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뮤트 그룹 항
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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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트랙 모드는 USB 드라이브에 녹음 된 오디오
를 재생합니다. 멀티트랙 DAW 모드
(TouchMix-30 Pro 전용)는 Core Audio 호
환 컴퓨터에서 트랙을 재생합니다.
2 트랙 플레이백은 2-Trk 레코드 채널에서 녹
음 된 파일을 재생합니다. 녹음이 중지되었다가
다시 시작되면 새로운 .wav 파일이 생성됩니
다. 세션 / 디렉토리의 파일은 연속 재생을 위
해 연결됩니다.
1. Stereo In / 2-Trk 뱅크 - 2-Trk PB 채널 및
컨트롤을 표시합니다.
2. 2-Trk PB 선택 버튼 - 채널 세부 정보에 액
세스합니다.
3. USB 세션 - 활성 세션의 제목을 표시합니다.
4. 세션 시작 버튼 - 세션의 시작 부분으로 이동합니
다.
5. 되감기 버튼 - 파일을 세션 시작 부분으로 빠르
게 이동합니다.
6. 재생 버튼 - 터치하면 현재 선택된 USB 세션
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Progress marker
(16)의 위치에서 플레이백이 시작됩니다.
7. 빨리 감기 버튼 - 파일을 세션 끝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8. 중지 버튼 - 현재 세션의 재생을 중지합니다.
9. 녹음 버튼 - 현재 세션에서 녹음을 시작합니다.
10. 플레이백 타임 디스플레이- 재생을 시작한 이후의 경과 시간을 표시합니다.
11. 레코딩 모드 - MP3 플레이백 모드에서 멀티트랙 USB 드라이브 또는 멀티트랙 DAW (TouchMix-30 Pro에서만 사용
가능한 DAW)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Set 버튼 - 세션에서 Loc (위치) 마커의 현재 지점을 설정합니다.
13.
14.
15.
16.
17.

Go To 버튼 - Loc 마커로 Progress Marker를 표시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00:00:00 - 파일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Loc marker - Loc (위치) 마커를 터치하여 원하는 파일의 위치로 끌어 놓은 다음, Set 단추를 눌러 위치를 설정하십시오.
Progress marker - 현재 세션의 현재 플레이백 위치를 나타냅니다. 원하는 파일의 원하는 부분을 눌러 드래그하십시오.
HH : MM : SS - 세션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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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채널에 자주 사용되는 컨트롤 및 인디케이
터의 한 화면보기를 제공합니다.
1. 개요 탭 - 채널 개요 화면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이 채널에 대해 현재 선택된 프리셋
을 보여줍니다. 변경하려면 +를 누릅니다.
3. 이펙트 - 이 채널에 대해 현재 선택된 이펙트
유형을 표시합니다. 변경하려면 +를 누릅니다.
4. Pre Fader / Post Fader 버튼 - 이펙트의
Aux 믹스 픽오프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프리 페이더
- FX 마스터 페이더 이전, 또는 포스트 페이더- FX
마스터 페이더 이후를 선택합니다.
5. 리셋 버튼 - FX 채널의 모든 컨트롤을 팩토리 기
본 위치로 설정합니다.
6. Assigned To - 아웃풋 지정 채널 (L / R Main,
Sub Groups 1 - 8)을 나타냅니다.
7. DCA - 이 채널이 할당 된 DCA 그룹을 나타
냅니다.
8. 뮤트 - 이 채널이 할당 된 뮤트 그룹을 나타냅
니다.
9. 파라메트릭 EQ 그래프 - EQ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퀄라이제이션 곡선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EQ가
Out (연결 해제) 되면 선이 희미해집니다.
•

EQ 그래프 수직 스케일 - -20 dB에서 +20 dB까지의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

EQ 그래프 수평 스케일 - 20Hz에서 20kHz까지의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10. EQ Out / In - FX 채널의 이퀄라이저를 연결 / 해제합니다.
11. Aux Send • Aux 채널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조정 가능한 슬라이더는 관련 Aux 채널 아웃풋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 뮤트는 채널의 Aux 전송이 음소거 상태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12. EQ Handles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 및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대역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13. 로우 컷 필터 및 shelf 필터 1, 2 -이 버튼은 관련 필터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합니다.
NOTE: 다음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려면 필드를 선택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모바일 장치의 up/down 너지 버튼
을 사용하십시오.
14.
15.
16.
17.

게인, shelf 필터 1, 2 - 주파수 대역의 게인 (+/- 15 dB)을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로우 컷 필터 주파수 - 하이 및 로우 컷 필터의 니 (knee)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sheld 필터 1과 2 주파수 조정 필드 - 양쪽 파라메트릭 EQ 밴드의 센터 주파수를 표시하고 조정합니다.
Aux 번호 & 이름 - Aux 믹스의 시스템 번호와 사용자 정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18. M - Aux 믹스로 전송되는 FX 채널이 음소거 되었는지 나타냅니다. 이것은 FX Masters Auxes 탭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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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스터 채널 이퀄라이제이션의 설정을 조정
하고 표시합니다.
1. EQ 탭 - FX 마스터 EQ 화면을 선택합니다.
2. EQ In / Out - 이퀄라이저를 연결 / 바이 패
스합니다.
3. RTA On - 실시간 분석기를 활성화합니다.
4. Reset - 이퀄라이저를 팩토리 기본값 (flat)
으로 설정합니다.
5. RTA – post –EQ 신호의 1/3 옥타브 실시간
분석기 표시.
NOTE: 믹서와 태블릿 장치의 모든 조
합에서 한 번에 최대 2 개의 RTA 디스
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TE: RTA가 꺼지면, Parametric
EQ 그래프가 확장되어 전체 그래프 영
역을 사용합니다.
6. EQ 그래프 - EQ 설정의 그래픽 표현입니다.
수직 측정단위는 게인이며, 수평은 주파수입니다.
7. EQ 핸들 –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여 관련 EQ
밴드의 주파수와 게인을 변경합니다. EQ 핸들을
보려면 주파수 대역 버튼을 사용해야 합니다.
8. Low Cut - 로우 컷 (하이 패스) 필터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9. Shelf 필터 버튼 - 개별 shelf 필터를 연결 / 바이 패스합니다.
10. Gain - 관련 shelf 필터의 게인을 -15 dB ~ +15 dB 범위에서 조정합니다.
11. Freq - 관련 shelf 필터의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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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X 장치를 기반으로 선택된 FX 채널에 대
한 프리셋을 호출합니다.
1. Presets 탭 – Presets 화면을 선택합니다.
2. Current Preset - 현재 활성 프리셋의 이
름을 표시합니다 (있는 경우).
3. Save / Save As 버튼 - Scene의 이름을
지정하고 내부 또는 USB 저장 대상을 선택하는
옵션 페이지를 표시합니다.
4. 팩토리 리스트 – 현재 로드 된 FX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팩토리 프로그램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프리
셋 이름을 눌러 선택하십시오.
5. 믹서 (내부) 목록 - 내부 믹서 메모리에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표시합니다.
6. USB (외부) 목록 - 외부 (USB) 드라이브에
저장된 사전 설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7. 삭제 버튼 - 내부 또는 외부 사용자 메모리에서
선택한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8. Copy to USB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외장
USB 드라이브에 복사합니다.
9. Copy to Mixer 버튼 - 선택한 프리셋을 내
부 믹서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10. 리콜 버튼 - 목록에서 선택한 프리셋의 이펙트
파라미터를 불러옵니다. 리콜은 Aux Send, EQ,
Mute 또는 Group 할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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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aster 채널의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을
Mute 및 DCA Groups에 할당하십시오.
1. 셋업 탭 - 설정 화면을 선택합니다.
2. 네임 필드 - 터치하여 키보드를 열고 채널의 이
름을 입력하십시오.
3. 리셋 버튼 - 설정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립
니다.
4. Effect Pick-Off - 이펙트 샌드에 pre나
post 페이더 픽 오프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5. 메인 L / R 버튼 - 메인 좌 / 우 출력에 대한 FX
채널의 할당을 on/off합니다.
6. DCA 그룹 Assignment Buttons -이 채널이
속할 DCA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DCA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7. 뮤트 그룹 Assignment Buttons -이 채널이
속할 뮤트 그룹을 선택하십시오. 뮤트 그룹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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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send들은 스테이지 모니터, 인-이어 모니터,
리모트 스피커 또는 비디오 / 방송용 믹스로 이펙
트가 되돌아오게 합니다.
1. Auxes 탭 - Aux Send 화면을 선택합니다.
2. Aux 개요 버튼 - Aux 개요로 이동하며 모든
Aux 믹스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3. 리셋 버튼 - 선택한 인풋 채널에 대한 모든
Aux Send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
합니다.
4. Aux send 시스템 번호 – 관련된 Aux 아웃풋
의 번호를 표시합니다.
5. Aux Mix name - Aux 믹스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하면 연결된 Aux 아웃풋 컨트롤로 이동합니다.
6. Aux send sliders - 채널에서 Aux 아웃풋으로
보내지는 오디오 레벨을 설정합니다. -40 dB (-Inf)
가 꺼져 있습니다. 슬라이더는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7. Gain 판독 - Aux send 레벨의 숫자 표시를
제공합니다.
8. 뮤트 버튼 - 채널에서 관련 Aux 믹스로의
send를 음소거합니다. 다른 믹스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9. Pick-off point 버튼 - Aux Buss가 Pre
Fdr / Post Fdr / Pre Dyn / Pre All 신호를
사용하는지 나타냅니다. 터치하여 관련 Aux 아웃
풋 설정 화면으로 이동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10. Aux 링크 표시기 - Aux 채널이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Aux Master 버튼 중 하나 또는 Pick-off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인풋 채널 Aux Send 화면에서 Aux 채널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링크가 완성된 Aux 채널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11. Aux sends 팬 슬라이더 – 연결된 한 쌍의 aux 사이에서 신호를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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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FX Send 및 리턴 레벨에 대한 개요를 제
공합니다.
FX Send 및 FX 마스터 레벨은 컨트롤을 터치 (선택)
한 다음 마스터 인코더 또는 태블릿 장치의 너지 버튼
을 사용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내비게이션 스트립에서는 인풋
과 서브 그룹 뱅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풋 또는 서브 그룹 뱅크를 선택하십시오.
2. 각 열 (In 1, In 2 ...)은 채널을 나타내며, 채널
의 여섯 개의 FX Send를 나열합니다.
3. 각 행은 FX 믹스를 나타내며, 믹스의 FX Send
를 나열합니다.
4. FX 마스터 페이더 - 믹스에서 들려오는 이펙트의
전반적인 레벨을 조정합니다.
5. FX 프로세서 아이콘 - FX 믹스를 위해 현재 선
택한 FX 장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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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마법사는 이펙트를 선택하고 라우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1. FX1 - 6 탭 - 6 개의 FX 프로세서 중 하나를 선택
합니다. (TouchMix-8과 TouchMix-16에서 4
개)
NOTE: Source, Type 및 FX
Preset 창은 소스가 무엇인지에 따라
Effect를 선택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목록이 창에 채워지면, 더 많은 선택을
보기 위해 목록을 위로 넘기십시오.
2. 소스 리스트 - 소스 창에서 소스 인스트루먼트 카테
고리를 선택하십시오.
3. 타입 리스트 - Type 창에서 특정 인스트루먼트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선택 항목이 응용 프로
그램에 적합한 권장 프리셋 목록으로 좁혀집니다.
4. FX 프리셋 목록 - FX 프리셋 창에서 이펙트와 변
형(variation)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FX
Preset 창에서 "D"는 Dense Reverb Effect를
나타내며, 문자 다음의 텍스트는 Dense Reverb의
프리셋 (variation)을 나타냅니다.
5. Recall 버튼 - 선택한 이펙트를 로드합니다.
6. Clear 버튼 - 모든 입력 및 출력을 해제합니다.
7. Select inputs to feed Label
– 각 인풋 채널은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이 버튼 중 하나
이상을 눌러 인풋에 이펙트를 적용하십시오.
8. Cue 버튼 - FX 페이더 위에 있는 큐를 터치하면 큐 시스템에서 선택된 이펙트의 출력을 들을 수 있습니다.
9. Select Aux Output 버튼 - 각 Aux 아웃풋은 버튼으로 표시됩니다. 이 버튼 중 하나 이상을 눌러 해당 Aux 아웃풋으로 이펙트
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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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인 마법사는 인풋 클리핑을 모니터링하고 인풋 게
인 감소가 얼마나 필요한지 표시합니다.
NOTE: 게인 마법사는 인풋 감도의 적
절한 조정을 돕기 위해 클리핑의 빈도
와 강도를 표시합니다.
1. 리셋 버튼 - 인풋 감도를 조정 한 후 게인 마법사
를 지우려면 이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2. Tick-Mark Counters - 클리핑을 방지하기
위해 Trim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만큼의 눈금
수를 표시합니다.
3. Trim 노브 -이 노브 (TouchMix 표면에서)를
틱 마크 카운터에 표시된 눈금 수 만큼 돌립니다.

82

룸 튜닝 마법사는 아웃풋 이퀄라이제이션 조정을 돕습
니다.
1. 튜닝 아웃풋 – 조정 중인 출력의 시스템 및 이름
을 표시합니다.
2. Restart - 돌아가 다시 시작합니다.
3. Clear Tuning EQ - 현재 선택된 아웃풋의
GEQ를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4. Select Output 버튼 - 튜닝 할 출력을 누릅니다.
5. 측정 방법 선택 - 각 측정 방법은 더 많은 측정 지
점을 추가하여 설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Skip
Measurement, 이전 방법을 사용하면 마지막 튜
닝의 측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Next - 마법사를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화면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아래 참조)
완료 후, " Navigate to GEQ " 버튼을 터치하십
시오. 아웃풋 GEQ 화면에 설정이 표시됩니다. 페이
더 노브의 개요는 튜닝 마법사 설정을 나타냅니다. 다
음 그림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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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러스 FX는 사운드를 "두껍게"하기 위해 일정한
비율로 신호의 피치를 변경합니다.
인풋 및 서브 그룹 뱅크에서 이펙트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1. 이펙트 - 터치하여 이펙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입니다. 터치하여
프리셋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3. 심플 버튼 - 심플 모드를 on/off 합니다. 선택
한 FX에서 필수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모노 및 스테레오 딜레이 이펙트에는
없습니다.
4. 리셋 버튼 - 프로세서 및 Aux Send 컨트롤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5. 인풋 미터 - 이펙트 이전의 수신 오디오 레벨
을 표시합니다.
6. 아웃풋 미터 - 이펙트 이후 오디오 레벨을 표시
합니다.
7. LFO Rate 노브 - 피치가 변화하는 지점에
비율을 결정합니다.
8. LFO Depth 노브 - 오디오 신호에 적용되는
모듈레이션의 양을 제어합니다.
9. LFO 타입 스위치 - 피치가 어떻게 변화 될 것
인지를 선택합니다.
10. Lo Cut 노브 -이 주파수 설정 아래의 주파수
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Hz
~ 2kHz입니다.
11. Hi Cut 노브 -이 주파수 설정보다 높은 주파수를 감쇠 시키
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0 Hz ~ 20 kHz입니다.
12. FX 모니터로 돌아 가기
a. M - 이펙트에 대한 Aux Send가 Aux 탭에서 뮤트 되
었음을 나타냅니다.
b. Send slider - 이펙트의 레벨을 Aux 출력, 일반적으로
연주자의 모니터로 설정합니다.
c. 링크 아이콘 - Aux가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Aux 팬 컨트롤 - 두 개의 연결된 Aux 사이에서 팬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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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e Reverb ("D＂접미사가 있는 프리셋)는
좀 더 고밀도의 반사음을 가진 DSP 리버브의 모델
로, 일부는 실제 음향공간을 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
다.
인풋 채널과 서브 그룹은 이펙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이펙트 - 터치하여 이펙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입니다. 터치하여 프
리셋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3. 심플 버튼 - 심플 모드를 on/off 합니다. 선택
한 이펙트의 필수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4. 리셋 버튼 - 프로세서 및 Aux Send 컨트롤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5. 인풋 미터 - 들어오는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
다.
6. 아웃풋 미터 – post effect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7. 리버브 타임 - 리버브 타임 (RT)은 잔향이 60dB
로 떨어지는 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입니다.
8. 초기 딜레이 노브 - 입력 신호와 첫 번째 리플
렉션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9. High Ratio 노브 - 고주파 반사의 양을 변경
합니다.
10. Diffusion (확산) 노브 - 초기 리플렉션 그룹
의 밀도를 조정합니다. 또는 복잡한 반사형 음향 표
면을 시뮬레이트합니다.
11. 리버브 딜레이 노브 - 리플렉션 사이의 딜레이를 변경합니다.
12. Early Refect 노브 - 초기 리플렉션의 진폭을 변경합니다.
13. Lo Cut 노브 -이 주파수 설정 아래의 주파수를 감쇠 시키거나 "컷"합니다. 범위는 20Hz ~ 2kHz입니다.
14. Hi Cut 노브 -이 주파수 설정을 초과하는 주파수를 감쇠 시키거나 "컷"합니다. 범위는 200 Hz ~ 20 kHz입니다.
15. FX 모니터로 돌아 가기 - 슬라이더는 연주자의 모니터에서 들리는 이펙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a. M - 이펙트에 대한 Aux Send가 Aux 탭에서 뮤트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b. Send slider - 이펙트의 레벨을 Aux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c. 링크 아이콘 - Aux가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Aux 팬 컨트롤 - 두 개의 연결된 Aux 사이에서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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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미사"L“ 이 있는 리버브 프리셋은 더 많은 “lush”
특성을 가진 DSP 리버브 모델을 사용합니다.
1. 이펙트 – 현재 이펙트의 이름입니다. 터치하여 이
펙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입니다. 터치하여 프
리셋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3. 심플 버튼 - 심플 모드를 on/off 합니다. 선택한
FX에서 필수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다.
모노 및 스테레오 딜레이 이펙트에는 없습니다.
4. 리셋 버튼 - 프로세서 및 Aux Send 컨트롤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5. 인풋 미터 - 들어오는 모노 오디오 신호의 레벨
을 표시합니다.
6. 아웃풋 미터 - 처리 된 출력 신호의 스테레오 레
벨을 표시합니다.
7. Low Cut - 설정된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Hz ~ 2kHz입니
다.
8. Hi Cut - 설정된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를 감쇠 시
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0 Hz ~ 20 kHz입
니다.
9. 사이즈 - 시뮬레이션 된 음향 공간의 크기를
미터 단위로 조정합니다.
10. Pre Delay - 입력 신호와 첫 번째 리플렉션
사이의 시간 간격을 설정합니다.
11. Low 리버브 - 크로스오버 주파수 이하의 주파수에 대한 리버브 감쇠 시간을 조정합니다.
12. 크로스오버 - Low Reverb Time과 High Reverb Time에 대한 크로스 오버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13. High 리버브 - 크로스오버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에 대한 리버브 감쇠 시간을 조정합니다.
14. Diffusion (확산) - 좀 더 또는 덜 복잡한 반사형 음향 표면을 시뮬레이트하기 위해 초기 리플렉션을 조정합니다.
15. FX 모니터로 돌아 가기:
a. M - 이펙트에 대한 Aux Send가 Aux 탭에서 뮤트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b. Send slider - 이펙트의 레벨을 Aux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c. 링크 아이콘 - Aux가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Aux 팬 컨트롤 - 두 개의 연결된 Aux 사이에서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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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펙트는 오디오 신호를 지연시켜 에코 및 유사한
이펙트들을 만듭니다. 스테레오 딜레이에 대한 컨트
롤은 독립적으로 링크되거나 조작 될 수 있습니다.
인풋 채널과 서브 그룹은 이펙트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이펙트 – 터치하여 다른 이펙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터치
하여 프리셋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3.
4. 리셋 - 프로세서 및 Aux Send 컨트롤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5. 인풋 - 이펙트 이전의 수신 오디오 레벨을 표시
합니다.
6. 아웃풋 - 이펙트 이후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7. 링크 버튼 - (스테레오 딜레이에만 해당) - 두 채
널의 모든 컨트롤을 연결합니다. 채널 2는 채널 1과
동일한 레벨로 설정됩니다.
8. 딜레이 노브 - 지연 시간을 밀리 초 단위로 설
정합니다.
9. Tap Tempo Button - 두드려서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탭 템포 버튼을 누른 다음, 일정한 속도
로 마스터 컨트롤 노브를 두드립니다.
10. Regen 노브 - 인풋으로 되돌려 보내진 딜레이
된 신호의 양을 조정합니다. 0 %에서는 첫 번째 에
코 만 들립니다. 99 %에서는 동일한 레벨에 에코가
개별적으로 반복됩니다.
11. Lo Cut Knob -이 주파수 설정 아래의 주파수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Hz ~ 2kHz입니다.
12. Hi Cut Knob -이 주파수 설정을 초과하는 주파수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0 Hz ~ 20 kHz입니다.
13. FX 모니터로 돌아 가기 - 슬라이더는 연주자의 모니터에서 들리는 이펙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a. M - 이펙트에 대한 Aux Send가 Aux 탭에서 뮤트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b. Send slider - 이펙트의 레벨을 Aux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c. 링크 아이콘 - Aux가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Aux 팬 컨트롤 - 두 개의 연결된 Aux 사이에서 팬 합니다.

88

Pitch Shift는 오디오 신호의 피치를 고정 간격으
로 올리거나 내립니다. 또한 신호가 원본에서 딜레
이 될 수 있습니다. 2 개의 아웃풋 채널은 독립적으
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이펙트 - 터치하여 이펙트 유형을 선택합니다.
2.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입니다. 터치하여 프
리셋 라이브러리에 액세스합니다.
3. 심플 버튼 - 심플 모드를 on/off 합니다. 선택한
FX에서 필수 컨트롤을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숨깁니
다. 모노 및 스테레오 딜레이 이펙트에는 없습니다.
4. 리셋 버튼 - 프로세서 및 Aux Send 컨트롤을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5. 인풋 미터 - 이펙트 이전의 수신 오디오 레벨을 표
시합니다.
6. 아웃풋 미터 - 이펙트 이후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
니다.
7. 왼쪽과 오른쪽 Shift 노브 - 두 개의 출력 채널에 대
한 shift의 양, 업 (+) 또는 다운 (-)을 설정합니다.
• 100 ¢ = 1 1/2 단계,
• 200 ¢ = 1 전체 단계,
• 1200 ¢ = 1 옥타브
8. Lo Cut 노브 - 설정된 주파수 이하로 오디오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Hz ~ 2kHz입니다 .
9. Hi Cut 노브 - 설정된 주파수 이상으로 오디오를
감쇠 시키거나 "차단"합니다. 범위는 200 Hz ~ 20
kHz입니다.
10. 마스터 인코더를 돌리면 반음 간격으로 pitch shift의 양이 변경됩니다. 미세한 조정을 원한다면, 인코더를 누른 상태로 조정합니다.
11. 왼쪽과 오른쪽 딜레이 노브 – Pitch Shift 출력에 최대 100 밀리 초의 딜레이를 추가합니다.
12. FX 모니터로 돌아 가기:
a. M - 이펙트에 대한 Aux Send가 Aux 탭에서 뮤트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b. Send slider - 이펙트의 레벨을 Aux 출력으로 설정합니다.
c. 링크 아이콘 - Aux가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d. Aux 팬 컨트롤 - 두 개의 연결된 Aux 사이에서 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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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신호의 인토네이션을 수정합니다.
중요: 이 화면에서 Enable 버튼의 위치
에 상관없이 Pitch-Correct는 사용자
버튼에 의해 활성화 / 비활성화 될 수 있
습니다. Pitch Correct가 활성화 된
상태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사용자
버튼 기능을 사용하여 기능이 비활성화되
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버튼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1. Pitch Correct Enable 버튼 - 현재 선택한
채널에 Pitch Correct를 지정하고 이펙트를 활
성화 / 비활성화합니다.
2. Key 노브 - 타겟 노트를 결정할 때 pitch 보정기에
사용할 키를 선택합니다. "None"을 선택하면, 피치 보
정기가 가장 가까운 반음계 피치를 타겟팅합니다. 표는
키 선택 항목을 보여 줍니다.
3. Blend 노브 - 보정되지 않은 (Dry) 신호와 보정
된 (Wet) 신호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보정 된 신호 만 들립니다. 반 시계 방
향으로 완전히 돌리면, 원래 신호 만 들릴 것 입니다.
중간 설정을 사용하면 2배의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4. Correct Rate 노브 - 피치를 수정하는 속도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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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원격 장치 전용. 장치가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발견 된 모든 TouchMix
믹서를 나열합니다.
여러 개의 TouchMix 믹서가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
되어 있을 때, 이 페이지는 태블렛 장치로 제어 할 하
나의 믹서를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1. 사용하는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믹서의
목록. 보기에는 3 개의 믹서가 있습니다.
2. 파란색 하이라이트는 선택된 믹서를 나타냅니다.
선택 사항을 변경하려면 믹서의 이름을 터치하십시오.
3. 선택 버튼 - 장치를 선택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4. 취소 버튼 – 변경사항 없이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5. 보기 "5"는 네트워크를 생성 한 믹서 (My TM30)를 보여 주며, 리모트 장치는 생성 된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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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에 4 단계 패스워드 사용 보안을 제
공합니다.
1. 현재 로그인 - 현재 로그인 한 사람의 레벨입니다.
2. 보안 설정 버튼 - 터치하면 모든 레벨에 대해 비밀
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 보안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3. 로그 아웃 / 잠금 버튼 - 터치하면 보안 설정이 로그
아웃 됩니다.
4. 암호 입력 - 암호를 입력하려면 흰색 영역을 누릅
니다.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안 설정으로 바
로 이동하십시오.

중요: 관리자 암호를 설정하면 보안 기능이 활
성화됩니다. 보안 제한 없이 믹서를 작동시키
려면 이 필드를 비워 두십시오. 그러나 믹서에
다른 사람이 액세스 할 수 있는 경우,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여 자신의 믹서에서 장난하거
나 부주의한 암호가 생성되어 사용자의 믹서
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NOTE: 관리자 암호를 잊어버리면? QSC 기
술 지원부에 문의하십시오.
1. 현재 로그인 - 현재 로그인 한 사람의 레벨입니다.
2. 보안 설정 닫기 버튼 – 터치하여 다시 로그인 할 수 있는
보안 설정 페이지로 돌아가거나 홈을 눌러 종료합니다.
3. 로그 아웃 / 잠금 버튼 - 터치하여 보안 설정을 로그 아
웃하고 로그인 버튼을 표시합니다.
4. 암호 설정 - 해당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텍스트 상자
중 하나에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해당 기능의 레벨에 대
한 액세스 권한을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려면 필드를 비워
둡니다.
5. 관리자 - 암호를 설정하면 보안이 가능합니다. 관리자
로 로그인하면 보안 설정을 포함한 모든 믹서 기능에 액세
스 할 수 있습니다. 이 암호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6. 올 액세스 - 보안 설정을 제외한 모든 믹서 기능에 액
세스 할 수 있습니다.
7. 심플 모드 전용 - Simple / Advance 선택이 있는 화
면과 보안 설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기능에 모든 단순 모드
믹서 기능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8. 레벨 전용 - 레벨 컨트롤에만 액세스하십시오.
9. Scene & 프리셋 덮어 쓰기 - 사용자 메모리에서
Scene 또는 프리셋을 변경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
합니다.
10. Recall Scene - 메모리에서 씬을 호출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11. Recall Presets- 메모리에서 프리셋을 호출하는 기능을 허용하거나 거부합니다.
12. 자동 잠금 On/Off - 사전 설정된 기간 이후에 자동으로 현재 비밀번호를 로그아웃 합니다.
13. Hours and Minutes (시간과 분) - 자동 잠금을 활성화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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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는 다양한 유틸리티, 설정 및 기타 기능에 대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버튼을 누릅니다.
1. Scenes - (Scenes, 103 쪽)
2. DCA 그룹 - (DCA Group Assignments, 105 쪽)
3. Talkback - (Talkback/Noise, 107 쪽)
4. 패치 매트릭스 - (Patch Matrix (TouchMix-30
Pro 전용), 117 쪽)
5. FX 개요 - (FX Overview, 80 쪽)
6. 채널 안전성 - (Channel Safe, 104 쪽)
7. Clear Clip– 네비게이션 스트립에서 클립 표시를
재설정합니다. 클립 표시는 Clear Clip 버튼을 누른
장치에서만 지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버튼 2
(TouchMix-30 Pro에만 해당)도 이 기능을 수행
합니다.
8. Clear Mute- 뮤트 그룹 및 DCA 뮤트를 제외한
모든 뮤트를 뮤트 해제합니다.
9. Clear Cue - 큐를 지웁니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버튼
3도 이 기능을 수행합니다.
10. Clear Copy / Paste - 믹서의 클립 보드에서
복사된 정보를 제거하십시오.
11. 믹서 설정 - (Mixer Setup, 96 쪽)
12. 사용자 버튼 - (User Buttons, 95 쪽)
13. MIDI - (MIDI, 106 쪽)
14. 네트워크 a. 믹서 전용: 믹서에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를 설정합
니다. (TouchMix Wi-Fi Control, 108 쪽)
b. 태블릿 전용: 태블릿이 연결된 네트워크의 믹
서 목록에서 믹서를 선택하십시오. (Remote
Connections, 91 쪽)
15. 리모트 컨트롤 설정 - 원격 장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mote Control Settings, 94 쪽)
16. 보안 - (Security, 92 쪽)
17. 심플 - 고급 및 단순 모드가 있는 모든 화면에서 감소된 컨트롤 집합을 표시합니다.
18. 어드밴스드 - 고급 및 단순 모드가 있는 모든 화면에서 모든 컨트롤을 표시하고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NOTE: 고급에서 단순 모드로 전환해도 컨트롤 값 설정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19. 언어 - 중문,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선택하십시오. 정보 화면과 데모 화면의 언어가 변경됩니다. 언어 선택은 Info 시스템
에서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20. 데모 재시작 - 데모 모드 (믹서 설정 참조)가 켜져 있고, 데모가 중지 된 경우, 이 버튼을 누르면 15 분의 시간 제한을 기다리지 않고 데모
가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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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기능에 디바이스의 액세스를 허가 또는 제한합
니다.
NOTE: 리모트 기기가 개인 모니터 믹스
로 설정되면, 큐와 뮤트 버튼은 AuxMix-on-Fader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
다.
NOTE: 일부 Android ™ 장치는 모델
번호를 장치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TouchMix에 둘 이상의 동일 모델 기기
(이름)가 연결되어 있다면, 충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Android 기기에서 Bluetooth를 켜고,
기기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십시오.
모델 번호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려면
Bluetooth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기가 믹서의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TouchMix Control App이 시작되면, 믹서는 새
장치가 연결되었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1. 디바이스 - 믹서에 연결되었거나 연결된 믹서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기기 이름을 터치하여 액세스 권
한을 설정합니다.
2. 개인 모니터 믹스 -다음 기능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메인 믹스 - 메인 믹스 기능을 제어합니다.
b. 레코드 - 레코딩 전송 및 설정 기능을 제어합니다.
c. 사용자 버튼 - 사용자 버튼에 대한 액세스합니다.
d. Aux 채널 - 하나 이상의 aux 채널 (스테이지 모니터) 믹스에 액세스합니다.
3. Full Access – 기기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모든 믹서 기능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보안 설정 - (표시되지 않음) 만일 활성화되었다면, 암호가 요구됩니다. 보안 관련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4. 장치 제거 - 선택한 장치를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5. 저장 - 설정을 저장하고 사용 가능한 기능을 나열하도록 장치에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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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버튼에 대체 기능을 지정하십시오.
1. User 1 ~ User 8 - 선택한 User 1 ~ 8 버튼
에 지정된 현재 세부사항 (기능)을 표시합니다. 기
능을 편집하려면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2. 사용자 버튼 이름 - 선택된 User 1-8 버튼과 관
련한 상세 이름을 표시합니다. 버튼에 할당 된 기능
을 변경하면 자동으로 새 이름을 입력하거나 키보드
아이콘을 터치하여 임의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3. a. Action, b. Selection, c. Detail - 보기 순
서대로 각 목록에서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4. Assign – 터치하여 할당을 완료하십시오.
5. 리셋 - 선택된 User 1-8 버튼을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특정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자 버튼을 설정하는
대체 방법. 원격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하십시오.
2. 사용자 버튼을 2 ~ 3 초 동안 누릅니다.
3. 버튼에서 손을 떼면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변경
사항을 적용하려면 예를 누르고 거부하려면 취소를 누
르십시오.
4. 원하는 경우, 사용자 버튼 설정 화면에서 사용
자 버튼을 친근한 이름으로 지정합니다.
사용자 버튼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리려면, 버튼을
한 번 눌러 할당 된 페이지에 액세스하십시오. 그런
다음 2-3 초 동안 사용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NOTE: PITCH CORRECT (피치 보정) -이 기능은 피치 보정 (Pitch Correct) 기능을 비활성화하거나 활성화하며, 채널
에 기능을 할당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 버튼 레벨에서 이 기능의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여부를 알려주는 유일한
방법은 피치 보정이 채널에 할당되었을 때 차이를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틸리티> 피치 보정>을 선택하면, 두 개
의 사용자 버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른 하나는 비활성화하는 버튼입니다. 채널에 대한 피치 수정 할당 또
는 활성화에 대한 내용은 Pitch Correction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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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글로벌과 유틸리티 기능을 위한 컨트롤.
1. Cue Mode - 채널 큐 버튼의 기능을 설정합니
다.
• 큐 (디폴트) - 채널 큐 버튼을 터치하면 큐의
헤드폰에서 해당 채널의 신호가 들리게 됩니
다. 반면 오디오 신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SIP (Solo In Place) - 인풋 큐 버튼의 색
이 (주황색)으로 바뀌고 SIP 라벨이 표시됩니
다. 채널의 SIP 버튼을 누르면 다른 모든 인풋
이 뮤트됩니다. 큐는 아웃풋에 대해 계속 정상
적으로 기능합니다. SIP는 매우 유용한 설정
기능이지만 켜진 상태로 두면 퍼포먼스 중에 원
치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Cue Pickoff - 큐 신호를 프리 페이더 또는 포스
트 페이더, 중에서 결정합니다.
• PFL (Pre-Fader Listen)
• AFL (After-Fader Listen)
3. Sample Rate - 믹서의 샘플 주파수 (bit rate)
를 선택합니다. 대부분 레코딩과 관련해서 일반적으
로 44100은 오디오 CD 용이고 48000은 비디오
용 오디오입니다.
4. 다이내믹 프로세싱 (글로벌) - 모든 인풋 채널 게
이트 및 컴프레서를 pre 또는 post EQ 신호로 컨트
롤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데모 모드 및 뮤트 확인
• 데모 모드 (믹서 전용) - 믹서는 화면을 터치하기 전까지 슬라이드 쇼로 기능이 디스플레이 되도록 공장출하시 설정됩니다. 이 컨
트롤로 데모를 on/off 합니다.
• Confirm Mute on Master (태블릿 전용) – 기본적으로, 마스터 출력 (메인 또는 Aux 버스)을 음소거 하려면 확인이 요구됩니
다. 이 스위치는 확인 단계를 생략합니다.
6. Omit Levels on Paste Overview - 개요 화면에 붙여 넣을 때 모든 레벨 설정을 생략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7. 디스플레이 밝기 - LCD 화면 및 조명 버튼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8. 시스템 로그를 USB에 저장 -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에 유용 할 수 있는 파일을 USB에 씁니다.
9. Clear Storage - 사용자 정의 된 모든 프리셋 및 Scene을 믹서에서 삭제합니다. USB 장치에 저장된 프리셋이나 Scene을 삭
제하지 마십시오.
10. 믹서 리셋 - 모든 믹서 컨트롤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이렇게 해도 믹서나 USB 드라이브의 사용자 프리셋은 지워
지지 않습니다.
11. 소프트웨어 버전 레이블 - 현재 설치된 펌웨어의 버전 번호를 표시합니다.
12. 업그레이드 시작 (먼저 다운로드해야 함) - 믹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www.qsc.com을 방문
하여 업그레이드 지침을 확인하거나 최신 펌웨어 버전을 다운로드 하거나 다음 단계로 이동하십시오.
13. 업그레이드 확인 및 다운로드 -이 기능은 버전 1.1 이상의 TouchMix-30 Pro와 버전 3.0 이상의 TouchMix-8 및 TouchMix16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면, 인터넷 연결과 USB 드라이브 (약 250MB 무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방
법을 사용하는 경우, 화면의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믹서는 최신 버전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다운로드 합니다. 최신 버전을 사용 중이면, 이
를 알려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NOTE: TouchMix-30 Pro의 경우 인터넷 연결은 유선 또는 인터넷에 연결된 무선 라우터에 연결된 호환 무선 어댑터
(QSC에서 제공되는 부품 번호 CP-000033-00)를 통해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TouchMix-8 과 TouchMix-16의 경우 무선 어댑터를 통해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한 무선 라우터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
는 USB to Ethernet 어댑터를 사용하는 라우터에 연결하십시오.
14. End User Agreement - 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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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VDC를 Talkback을 포함한 XLR 인풋에 공급
합니다.
1. 리셋 - 모든 설정을 팩토리 기본값으로 되돌립
니다 (모든 팬텀 전원이 꺼짐).
2. 인풋 채널 버튼 – 터치하여 채널의 팬텀 전
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3. 후면 패널보기 XLR - 터치하여 채널의 팬텀
전원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NOTE: 팬텀 파워는 각 인풋 채널의
설정 화면에서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NOTE: 인풋을 연결하거나 분리 할 때
팬텀 전원을 끄는 것이 좋습니다. 장치를
"핫 패칭 (hot patching)"하면 심각
한 과도 전류가 발생하고 전류 서지가 잠
재적으로 손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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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트 그룹은 하나의 컨트롤로 여러 입력 및 출력을 음
소거 할 수 있게 합니다.

채널이 하나 이상의 뮤트 그룹에 있는 경우, 동일한
채널과 자체 채널 뮤트를 포함한 모든 뮤트 그룹이 오
디오가 전달되도록 뮤트해제 되어야 합니다. 채널이
뮤트 그룹에 의해 음소거되면, 해당 뮤트 버튼이 주황
색으로 표시됩니다.

1. 편집 - 편집 버튼을 터치하여 뮤트 그룹에 채널
을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2. 뮤트 그룹 -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 뮤트 그룹이 활
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1. 뮤트 그룹 선택 - 편집 할 뮤트 그룹을 선택합니다.
2. 사용자 정의 이름 - 이름을 터치하여 뮤트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는 데 사용할 키보드를 표시합니다.
3. 뮤트 - 편집중인 뮤트 그룹에 할당 된 채널을 뮤
트 / 뮤트 해제합니다.
4. Clear Assignments - 선택한 Mute
Group에서 모든 할당을 지웁니다.
5. 편집 닫기 - 뮤트 그룹 뮤트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6. 시스템 할당 채널 번호.
7. Assignment - 채널을 선택된 뮤트 그룹에 할당
/ 할당 해제하고 할당 상태를 나타냅니다.
8. 채널이 뮤트 그룹에 의해 음소거되면, 채널의 뮤트
버튼의 색상이 주황색이 됩니다. 채널이 뮤트 버튼과
뮤트 그룹에 의해 음소거되면, 채널의 뮤트 버튼이 빨
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오디오가 통과하려면 채널과
연결된 모든 뮤트가 뮤트 해제되어야 합니다.

NOTE: 뮤트 그룹은 사용자 버튼에 할당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ser
Button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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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널을 녹음하고 재생할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
합니다.

중요: 모든 USB 메모리 장치는 FAT32
로 포맷해야 합니다. 드라이브 성능은 레
코딩에 중요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적격
드라이브 목록을 보려면 qsc.com을 방
문하십시오.
NOTE: 세션이 끝나면, Stop / Pause
컨트롤을 사용하여 녹음을 중지해야 합니
다. 녹음을 중지하면 트랙이 재생되는 데
필요한 헤더 파일에 기록됩니다.

NOTE: 모든 표준 채널 컨트롤은 레코드 /
플레이백 상태에 관계없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녹음중인 채널을 음소거하면,
아웃풋이 음소거되지만 인풋 레코딩은 계
속됩니다.
1. 인풋 채널 컨트롤 - 모든 인풋 채널 컨트롤 기능은 홈 화면에서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2. Arm - 녹음 버튼을 눌렀을 때 녹음 될 채널을 준비합니다. 여기와 홈 화면에 표시됩니다.
3. 트랙 - 연결되면 아날로그 인풋 대신 채널의 오디오 소스로 녹음 된 트랙을 선택합니다.
4. USB 세션 - 활성 멀티 트랙 레코딩 세션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5. Transport controls - 표준 Transport 컨트롤; 시작, 되감기, 재생, 앞으로, 일시 중지 및 녹음으로 되돌아갑니다.
6. 총 녹음 시간 카운터 - HH : MM : SS로 기록된 총 녹음 길이입니다. 녹음이 진행 중이면, 녹음이 끝날 때까지 이 숫자가 커집니다.
7. 레코딩 모드 - 스테레오 MP3, 멀티 트랙 또는 DAW를 선택할 수 있는 패널을 표시합니다 (MP3 오디오 플레이어 및 DAW 항목 참조).
8. Set - Locate 포인터를 Play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9. Go To - Play 포인터를 Locate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10. 플레이 포인터 - 현재 레코드 / 플레이백 위치를 나타냅니다.
11. Locate 포인터- 타임 라인에 위치를 표시합니다. Locate 포인터는 화면에서 드래그하거나, 마스터 인코더를 선택해 돌리거나,
설정 버튼을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12. 진행 표시기 - 세션의 타임 라인을 나타냅니다.
NOTE: FAT23 파일 크기 제한 때문에, 최대 연속 레코딩 시간은 약 3 시간입니다. 한도에 도달하기 10 분 전에 경고 메시지
가 표시됩니다. 녹음을 계속하려면,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시작하십시오. 새 세션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Recording Directory Structure "참조).
13. 타임 코드 표시 - 플레이 포인터의 위치를 HH : MM : SS로 표시합니다. 최대 녹음 시간은 장착 된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용량에 의
해 결정됩니다.
14. 녹음 설정 - 레코딩 설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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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L / R 또는 Aux 13/14은 USB 장치에 녹음할 수 있고,
2-Trk 플레이백을 사용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녹음으로 생성된 파일은 믹서 USB 포트에 설치된 외
부 USB 장치에 있습니다. 파일은 <session name>
아래 .tmRecord \ Track31 \ Region-1.wav 및
\ Track32 \ Region-1.wav 에 있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다시 시작하면 \ Track31 \ Region-2와
Track32 \ Region-2의 두 개의 파일이 더 만들어집니
다. 각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은 2-Trk 플레이백을 사용하
여 끊김없는 플레이백을 위해 연결됩니다.
TouchMix-8의 경우 - 트랙 13과 14
TouchMix-16 - 트랙 21과 22
1. 채널 네임 - 레코드 필드를 터치하여 채널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2. 레코드 소스 선택 버튼 - 2-Trk 레코딩 소스를 선
택하십시오. 메인 L / R 또는 Aux 13/14.
3. 레코드 Pick-Off 스위치 - 녹음 된 오디오를 다
음 중에 결정합니다.
• Post – 채널 EQ 및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받
습니다. 또는
• Pre - 채널 EQ 및 다이나믹스의 영향을 받
지 않습니다.
4. Recording Arm 버튼 – 버튼이 작동되고 녹음이 시작되면, 선택한 소스 채널이 녹음됩니다. 이 버튼은 Record/Play 화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Export 2-Trk - (TouchMix-30 Pro 전용) 2 트랙 웨이브 레코딩을 MP3로 변환합니다. 이 작업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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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오디오 워크 스테이션에서 녹화 및 재생.
중요: TouchMix-30 Pro는
Windows 및 Mac OS 컴퓨터에 32
x 32 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능합니다. Windows 인터페이스는
QSC에서 다운로드하기 위해 드라이버
가 필요합니다. Mac OS 오퍼레이션에
는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 트랙 버튼 - DAW 트랙을 채널의 소스로 선택하
려면 트랙 버튼을 누릅니다.
2. DAW - 믹서가 DAW (연결됨)에서 오디오를
수신 중인지 여부 (오디오를 수신하지 않음)를 나타
냅니다.
3. 샘플 속도 스위치 - 44.1 kHz와 48 kHz 사
이의 믹서 샘플 속도를 전환합니다. 믹서는 샘플
레이트 클락 마스터여야 합니다.
4. 레코딩 모드 버튼 - 레코딩 모드를 MP3 플레이
백 또는 멀티트랙 USB로 변경하려면 이 버튼을 누
릅니다.
5. 채널 액티비티 - 해당 채널의 DAW에서 오디오를
수신 중임을 나타내는 표시등입니다.
NOTE: Mac에서 연결을 관리하려면 "Audio MIDI Setup"을 열고 "QSC
TM30 Pro"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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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한 소스에 대한 실시간 분석기 (RTA)를 표시합
니다.
• TouchMix-30 Pro – 믹서와 태블릿
장치의 조합에서 한 번에 최대 2 개의
RTA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ouchMix-8과 TouchMix-16에는 하
나의 RTA가 있습니다.
• Phone 장치에서는 RTA를 사용할 수 없
습니다.
1. 시스템 및 RTA 소스의 이름.
2. RTA 그래프 - 28 개의 1/3 옥타브 밴드. 태블릿
장치에서만 피크 홀드 표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RTA 소스 - RTA 소스를 위한 선택 가능한 출력 14 개의 Aux 아웃풋, 메인 L / R, 토크백 및 Follow
Cue. Follow Cue로 설정되면, RTA는 Cue 믹스에
있는 오디오를 디스플레이 합니다. Cue 헤드폰에서 들
리는 것은 RTA에 표시됩니다.
4. 소스 마스터 채널 - 메인 RTA 화면에서 출력
소스를 선택하면, 아웃풋 버스의 마스터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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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ene은 모든 믹스 파라미터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Current Scene- 가장 최근에 불러 온
scene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2. Save / Save As 버튼 - Scene의 이름을 지
정하고 내부 또는 USB 저장 선택 옵션이 있는 페
이지를 표시합니다.
3. Factory scenes 리스트 - 다양한 밴드, 프로
덕션 및 스타일에 대한 믹서 설정을 나타내는 사전
설정된 scene의 라이브러리입니다. 팩토리 메모
리는 읽기 전용입니다.
4. Mixer scenes 리스트 - 믹서의 내부 메모리
에 저장된 scene 목록을 표시합니다.
5. USB 리스트 - 연결된 USB 메모리에 저장된
scene의 목록을 표시합니다. 디바이스.
6. Copy to USB - 내부 메모리에서 선택한 scene
을 연결된 USB 메모리 장치로 복사합니다.
7. Copy to Mixer - 연결한 USB 메모리 장치에
서 선택한 scene을 내부 메모리로 복사합니다.
8. Delete - 선택한 내부 또는 외부 scene을 삭
제합니다.
9. 리콜 - 선택한 scene을 호출합니다.
10. 리콜 옵션 – Scene은 모든 파라미터와 함께 저
장되지만 모든 파라미터를 불러내는 것이 항상 바람
직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믹서 설정이 씬 리콜
(Scene Recall)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섹
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Omit Levels - Aux sends, FX sends 및 Output 레벨을 포함한 믹스 레벨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b. Omit Outputs - 아웃풋 EQ, 안티 피드백, Comp / Limiter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 Omit Routing – 서브 그룹 및 메인 L / R 지정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 TouchMix-30 Pro에서 TouchMix-8과 TouchMix-16 scene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TouchMix-30
Pro는 훨씬 더 많은 인풋과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초과 인풋과 아웃풋은 팩토리 기본값으로 설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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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Safe는 Scene을 불러올 때 채널 설정
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인풋 채널의 설정 화
면에서는 인풋에 대해, 아웃풋 채널의 설정 화면에
서는 아웃풋에 대해 채널 안전 등록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안전 화면은 여러 채널을 한 곳에
서 안전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Clear Safe Channel - 모든 채널에서 채
널 세이프를 제거하려면 이 버튼을 누릅니다.
2. 인풋 -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각 인풋 채널을 터
치하십시오.
3. 아웃풋 - 안전하게 유지하려는 각 아웃풋 채널을
터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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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 그룹은 채널 페이더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고
페이더 하나로 한 번에 여러 채널의 게인을 변경하
는 데 사용됩니다. DCA 그룹에는 뮤트 기능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NOTE: DCA 그룹은 메뉴> DCA 그룹
을 터치하여 액세스 할 수도 있습니다.

• 채널이 하나 이상의 DCA 그룹에 있으면, 해당
채널의 출력은 DCA 페이더 설정과 채널 페이더
설정의 합과 같습니다.
• 채널이 하나 이상의 DCA 그룹에 있는 경우, 오디
오가 전달되도록 채널과 모든 DCA 그룹의 뮤트를
해제 해야 합니다. 채널이 DCA에 있고, 뮤트 그룹
에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오디
오가 통과하려면 모두 뮤트 해제되어야 합니다.
1. DCA 선택 버튼 - 편집 할 관련 DCA 그룹을 선
택합니다.
2. 사용자 정의 네임 필드 - 네임 필드를 터치하여
DCA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는 데 사용할 키보드를
표시합니다.
3. Clear Assignments 버튼 - 선택한 DCA 그
룹의 모든 할당을 삭제합니다.
4. DCA 시스템 네임 레이블 -이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5. Assignment buttons - 채널 할당 버튼 중 하나를 터치하여 선택한 DCA 그룹에 채널을 추가합니다. 인풋, 아웃풋 및 FX 리
턴은 DCA 그룹에 할당 될 수 있습니다.
6. Main muted – 주황색의 뮤트 버튼은 채널이 DCA 또는 뮤트 그룹과 같은, 그룹에서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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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Musical Instrument Digital
Interface) 설정은 "클래스 호환" USB MIDI 풋
스위치를 사용하여 TouchMix 믹서의 많은 기능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원격 장치에서는 이 화
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QSC는 USB MIDI 풋 스위치: iCON GBOARD 및 Logidy UMI3와 올바르게 작동하
는지 확인했습니다.
NOTE: On / Off 명령 만 지원됩니
다. 믹서가 연속적인 컨트롤러 데이터
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1. MIDI 기능 - 현재 MIDI 할당이 MIDI 버튼 1
- 8에 표시됩니다. 청색은 MIDI 기능이 선택되었
으며 지정 / 지정 해제 또는 이름 변경이 가능함을
나타냅니다.
2. 네임 - 현재 할당 된 MIDI 기능의 이름을 표시합
니다. Action, Selection, Detail fields에서 기
능을 선택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3. Assign 버튼 – 선택을 마친 후에, 이 버튼을 눌
러 선택한 MIDI에 선택 항목을 지정합니다.
4. Unassign -이 버튼을 터치하면 선택한 MIDI
버튼에 대한 지정이 제거됩니다.
5. Action - 이 목록은 MIDI 컨트롤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일반적인 목록입니다. 예: "Recall
Scene".
6. Selection - Action을 선택하면, Action이 적
용될 수 있는 목록이 표시됩니다. 예: " Factory "
7. Detail (세부 사항) - 선택 항목의 특정 대상 목록을 표시합니다. 예: "Drum Sub Mix".
8. MIDI Assignment (MIDI 할당) - USB MIDI 장치 버튼에 내부적으로 할당된 이름입니다.
9. MIDI 배우기 a. 이 버튼을 터치하면 TouchMix가 선택된 action을 작동시킬 MIDI 명령을 학습 할 수 있습니다.
b. "수신 MIDI 메시지 대기 중 ..."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c. USB MIDI 장치의 버튼을 누릅니다.
d. USB MIDI 장치 버튼을 누르면, TouchMix가 지정된 기능을 실행하여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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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은 라우팅 및 Talkback과 Noise의 레벨
을 제어합니다.
1. 리셋 버튼 - 토크백 / 노이즈 제너레이터의 팩
토리 기본값을 복원합니다.
2. Assignment 버튼 - 노이즈 또는 토크백 시그
널의 대상을 선택하십시오. 토크백을 FX 장치로 라
우팅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펙트를 테스트하고
선택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3. 토크백 (측정) 마이크 - 지정된 아웃풋으로 토크
백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Inf (무한)가 꺼져
있습니다.
4. Enable (Talkback) – 터치하면 Talkback
가 활성화되고, 다시 터치하면 Talkback가 비활
성화됩니다. 믹서의 hold-to-talk 토크 버튼과
달리, 이 버튼은 래칭됩니다. 활성화되면 홀드 토크
버튼이 켜집니다. 태블릿 기기에서 토크와 Enable
모두 래칭 중입니다.
5. 마이크 팬텀 - 토크백 마이크 인풋에 48V 팬텀
파워를 사용합니다.
6. 노이즈 제너레이터 - 지정된 아웃풋의 노이즈 신
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Inf (무한)가 꺼져 있습
니다.
7. Enable (Noise) – 터치하면 Noise가 활성화되
고, 다시 터치하면 Noise가 비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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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의 무선 또는 유선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iPad 또는 iPhone (iOS 6 이상) 또는 Android 장치 (5.0 이상)를 연결하십시오. 네트워
크 구성은 TouchMix에서만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간섭을 유발하는 잠재적 소스가 적은 작은 공간에서, TouchMix-8과 TouchMix-16에 제공된 USB Wi-Fi 어댑터는 정상적으로 잘 작
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USB 어댑터는 저전력 트렌스미터와 소형, 저효율 안테나로 인해 외부 라우터보다 범위가 좁아집니다. 잠재적 간섭
과 임무수행이 필수적인 원격 제어 필요요건이 많은 넓은 공간에서는 더 우수한 효율의 안테나를 가진 고전력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
습니다. 이것이 TouchMix-30 Pro에 USB Wi-Fi 어댑터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입니다. TouchMix-30 Pro는 좀 더 까다로운 애플
리케이션에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 Wi-Fi 라우터가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즉, TouchMix-30 Pro는 "N" 마크가 있는 QSC 공급
USB Wi-Fi 어댑터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https://parts.qsc.com/cp-000033-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위와 연결
신뢰도는 대부분의 외부 라우터보다 떨어집니다.
TouchMix 믹서는 무선 장치에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을 지원합니다.

이 구현에서, 믹서에 연결된 Wi-Fi 라우터는 믹서에 액세스 지점을 제공합니다. TouchMix-30 Pro는 CAT5 케이블을 사용하여 라
우터에 바로 연결됩니다. TouchMix-8과 TouchMix-16은 비교적 저렴한 USB to Ethernet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qsc.com/live-sound/resources/software-and-firmware/touchmix/ethernet /를 참조하십시오.
• 장점 - 설정이 간단합니다. 범위가 좋고 연결이 견고함 (Wi-Fi 라우터에 따라 다름). 외부 라우터는 USB 어댑터에 비해 높
은 전력과 훨씬 우수한 안테나를 갖습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덜 혼잡한 5GHz 채널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라우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 단점 - 운반과 연결을 위한 장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구성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비표준 임의 설정이 있는 라우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멀티 포트 라우터를 사용한다면, 믹
서를 인터넷 포트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잭은 일반적으로 다른 포트와 색상이 다릅니다).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면:
1.
2.
3.
4.
5.
6.

믹서 네임 = 믹서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네트워크 유형 = 유선
유선 네트워크 설정 = 자동 IP 주소 (DHCP)
라우터의 전원이 켜져 있고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 상태 = 연결됨
Apply (적용)를 누릅니다.
믹서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Wired Ethernet connection operational(유선 이더넷 연결 작동)"메시지를 표시합니다.

7. Okay를 누릅니다.
이제 장치는 라우터의 SSID (라우터 이름)와 암호를 사용하여 라우터를 통해 믹서에 연결됩니다.
상업 시설의 네트워크는 보안을 염려하는 IT 전문가들에 의해 설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 네트워크에 믹서를 연결하는 것을 매우 꺼
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허가한다면, 두 가지를 알고자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포트를 주길 원하는가? 답 - 열려있는 포트는 모두. 믹서가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가 필요합니까? 답 – 필요 없음. 믹서는 Bonjour®를 사용하여 제로 구성 네트워킹을 구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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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USB Wi-Fi 어댑터 (QSC 부품
번호 cp-000033-00)
새 네트워크 만들기 USB Wi-Fi 동글을 사용하면
TouchMix 믹서와 TouchMix 앱이 설치된
Android 및 / 또는 iOS 장치 간의 단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1. 믹서 네임: -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2. 네트워크 유형: - 무선으로 설정하십시오.
3. Create New Network를 선택하십시오.
4. 네트워크 암호 설정: - 10 자리 (숫자) 암호를 입
력하십시오.
5. 적용 – 터치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네트
워크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외부 장치는 이
제 믹서 이름과 암호를 사용하여 믹서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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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이더넷 Wi-Fi 라우터 및 USB
Wi-Fi 어댑터 (QSC 부품 번호 cp000033-00)가 필요합니다.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 USB Wi-Fi 동글을 사용
하면 TouchMix 믹서와 장거리 무선 이더넷 라
우터 간의 단거리 무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TouchMix 앱이 설치된 Android 및 / 또는
iOS 장치는 이더넷 무선 라우터를 통해
TouchMix와 통신합니다.
1. 믹서 네임: - 믹서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2. 네트워크 유형: - 무선으로 설정하십시오.
3. Connect to Existing Network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4. 네트워크 SSID: - 이더넷 무선 라우터의 알려진
SSID를 입력하거나, 스캔을 누릅니다. 표시된 목록에
서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5. 스캔 - 믹서는 사용 가능한 무선 네트워크 목록을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원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하십
시오.
6. 암호: - 작업할 네트워크의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7. 보안: -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보안 설정을 선택
하십시오.
8. Apply (적용) - 터치하여 믹서를 구성합니다.
외부 장치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 이름 및 암호를 사
용하여 믹서에 로그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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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TouchMix-30 Pro의 경우, 이더
넷 라우터를 믹서의 RJ45 잭에 연결하
십시오.
TouchMix-8과 TouchMix-16의 경
우 호환되는 USB to Ethernet 어댑터
를 믹서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호환되는 어댑터는 qsc.com을 방문하
여 "이더넷"으로 검색하십시오.)
정적 IP 주소가 있는 유선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
하면 TouchMix와 무선 이더넷 라우터 간에 유
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같은 IP 주소를 가진 동일
한 네트워크에 다른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지 확인하십시오.
1. 믹서 네임: -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2. 네트워크 유형: - 유선으로 설정하십시오.
3. 정적 IP 주소를 선택하여 믹서에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4. 믹서의 네트워크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5. 네트워크 마스크를 입력하십시오.
6.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7. Connection Status (연결 상태):
a. Connected (연결됨) - 네트워크에 성공적으
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이제
외부 장치는 외부 네트워크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믹서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b. No Cable Detected - 믹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8. Apply - Apply를 터치하면 믹서가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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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TouchMix-30 Pro의 경우, 이더
넷 라우터를 믹서의 RJ45 잭에 연결하
십시오.
TouchMix-8과 TouchMix-16의 경
우 호환되는 USB to Ethernet 어댑터
를 믹서의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호환되는 어댑터는 qsc.com을 방문하
여 "이더넷"으로 검색하십시오.)
자동 IP 주소 (DHCP)가 있는 유선 네트워크 설
정을 사용하면 TouchMix와 무선 이더넷 라우
터 간에 유선 통신이 가능합니다. DHCP는
TouchMix에 사용되지 않는 IP 주소를 제공합
니다. 이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마다 다를 수 있
습니다.
1. 믹서 네임: -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2. 네트워크 유형: - 유선으로 설정하십시오.
3. 자동 IP 주소 (DHCP)를 선택하여 IP 주소를 자동
으로 설정하십시오.
4. 믹서는 네트워크에서 IP 주소를 검색하여 할당된
IP 주소 필드에 입력합니다.
5. Connection Status (연결 상태):
a. Connected (연결됨) -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표시됩니다. 이제 외부
장치는 외부 네트워크 이름 및 암호를 사용하여 믹서
에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b. No Cable Detected - 믹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6. Apply - Apply를 터치하면 믹서가 네트워크 연결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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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과 모니터 레벨 컨트롤과 모니터 설정.
NOTE: 기본적으로 오디오 신호는 Phones / Monitor 아웃풋으
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채널 신호 (메인 L / R 포함)를 폰 /
모니터 출력으로 보내려면 청취하려는 채널의 큐 버튼을 활성화하
십시오.

1. Phones / Cue Level - 폰 출력의 신호 레벨을 제어합니다.
1. Source (Monitor) - 모니터 출력으로 전송할 소스를 선택하십시오.
2. In – 딜레이를 연결 / 바이패스합니다.
3. 딜레이 (Delay) - 딜레이는 원거리 스테이지의 오디오를 믹서 위치에서 니어
필드 모니터 신호와 맞추는데 사용됩니다. 디지털 판독 값은 피트, 밀리 초 및 미터
단위입니다.
4. 모니터의 출력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폰 큐 및 모니터 큐의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NOTE: 모니터 레벨 컨트롤은 TouchMix-16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폰 (1) 및 모니터 (2) 레벨 - 폰과 모니터 출력의 큐 신호 레벨을 제어합니다.
NOTE: 기본적으로 오디오 신호는 폰 / 모니터 출력으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채널 신호 (Main LR 포함)를 폰 / 모니터 출력으로 보내려면 청취하
려는 채널에 대해 큐 버튼을 활성화하십시오.

113

멀티 트랙 레코딩 세션을 리콜, 시작 및 관리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세션 불러 오기를 선택하십시오.
1. Current Session - 현재 활성 세션의 이름
을 표시합니다.
2. New Session NOTE: 새 세션이 생성되면 "
Current Session"이 만들어 집니다.
a. New Session 버튼 - 터치하여 새 세션 만들
기를 시작합니다.
b. New Session Name 대화 상자 - 편집 필드
를 터치하여 새 세션의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NOTE: "DEFAULT"로 명명 하거나
"DEFAULT"로 개명한 새 세션은 만
들 수 없습니다.
c. Create 버튼 - 터치하여 새 세션을 만듭
(저장합)니다. "<your session name>"
이라는 새 세션을 작성할지 묻는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작성하려면 예를 누르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십시오.
1. Rename a. USB 세션 목록에서 이름을 바꿀 세션을 선
택하십시오.
b. Rename 버튼 – 터치하여 선택한 세션의 이
름을 변경합니다.
c. Rename Current Session To 현재
세션 이름 변경: 대화 상자 - 편집 필드를 터
치하여 선택한 세션의 이름을 바꿉니다.
d. Rename 버튼 - 터치하여 이름이 변경된 세
션을 저장합니다.
메인 Record / Play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Rec/Play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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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드라이브에서 멀티 트랙 세션을 호출합니다.
멀티 트랙 USB 세션을 호출하면 믹서에 삽입된 USB
드라이브의 기존 녹음 파일 구조에 녹음하도록 알려줍니
다. 녹음이 시작되고 중지 될 때마다 .wav 파일이
armed 트랙과 연결된 하위 디렉토리에 생성됩니다.
중요: USB 드라이브를 포맷하면 드라이브
의 모든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1. USB 세션 - 믹서 USB 포트 내에 있는 USB 드
라이브의 모든 USB 레코딩 세션 목록을 표시합니다.
불러올 USB 세션 이름을 터치합니다.
2. 레코드 Pick_Off • Pre – 녹음 된 오디오는 다이내믹 또는 EQ
프로세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Post - 녹음 된 오디오는 다이내믹과 EQ
프로세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3. USB 드라이브 포맷 - 믹서의 USB 포트에 최
근 설치된 USB 드라이브를 포맷합니다.
4. 리콜 - 터치하면 선택한 USB 세션이 호출됩니다.
메인 Record / Play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Rec/Play
를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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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스 믹스 온 페이더는 커다란 페이더들이 있는 단일
Aux 믹스 (또는 Aux 버스)의 뷰를 보여줍니다. 다른 페
이더 뱅크를 선택하면, 선택한 Aux 버스로 전송된 모든
것을 보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입니다.
1. 페이더 뱅크 인풋 1-8 (1)을 선택하십시오.
2. Aux 1 (2)을 선택하십시오.
3. 당신이 보고 있는 페이더 (6)는 인풋 채널 1-8
에서 Aux Mix 1로 가는 Aux Send입니다.
4. FX 마스터 (1)를 선택하십시오.
5. 당신이 보고 있는 페이더는 FX 마스터에서
Aux Mix 1로 보내지는 Aux Send입니다.
6. Aux Mix 1을 선택하면 페이더 뱅크에 있는 작은
흰색 페이더 중 일부가 누락됩니다. 이 채널들은 선
택한 Aux Mix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ux 믹스
에서 사용할 수 없는 채널은 Aux 채널입니다.

TouchMix-30 Pro는 조금 다릅니다. Aux 믹스 18은 TouchMix-8 및 TouchMix-16과 동일하지만,
Aux Mix 9-14를 선택하면 Aux 채널 1-8을 사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미 믹스 된 Aux 출력
(Aux 믹스 1-8 중 일부 또는 모두)을 Aux 믹스 9-14
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TouchMix-30 Pro Aux는 Mix Matrices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믹스 매트릭스를 통해 오퍼레이터는 기존의 메인, 보
조 및 서브 그룹 믹스를 가져 와서 새 믹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Auxes에서 믹스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Auxes 1-8: 모든 TouchMix 모델 - 모든 인풋, 모든 이펙트 / TouchMix-30 Pro 전용 - 메인 L / R, 모든 서브 그룹
• Auxes 9-14: (TouchMix-30 Pro 전용) 모든 인풋, 모든 이펙트, 메인 L / R, 모든 서브 그룹, Aux 1-8
NOTE: 메인 L / R을 Aux Mix에 추가하려면, Aux Out 9-14 페이더 뱅크를 선택하십시오.

1. 페이더 뱅크 셀렉터 - 페이더 뱅크 번호를 터치하여 선택한 페이더 뱅크에 대해 선택된 Aux 믹스를 표시합니다.
2. Aux 믹스 선택 버튼 - 선택한 페이더 뱅크에 대한 Aux 믹스를 표시하려면 Aux 믹스를 선택합니다.
3. 채널 선택 및 이름 - 해당 채널의 모든 세부 정보에 액세스하려면 채널 셀렉터를 터치하십시오. 채널의 설정 화면에서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큐 버튼 - 채널 인풋에서 폰 및 / 또는 모니터 아웃풋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5. 시스템 채널 네임 레이블 - 1 Mic, 2 Mic, 등등, 변경하지 마십시오.
6. Aux Send faders - 선택된 채널의 오디오 레벨을 선택된 Aux Mix로 조정합니다. Aux Mix Select 버튼과 일치하도록
색상 코드을 맞춥니다.
7. 채널 인풋 미터 - pre-fader / post-compressor 및 채널의 게이트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8. Aux Mix 마스터 페이더 - 선택된 Aux Mix의 전체 레벨을 조정합니다. 이 레벨은 이 Aux 믹스에 대한 모든 Aux Send를 포함
합니다. 다른 Aux 믹스가 선택되면 변경됩니다.
9. 뮤트 버튼 - 관련 채널에 대해 Aux Send만 음소거 합니다.
• 주황색: 채널이 메인 L / R 믹스, 뮤트 그룹 또는 DCA 그룹에서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빨간색: 선택한 Aux 믹스에 대해 채널이 음소거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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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풋과 화면상의 채널 간의 연결을 관리합니다.
1. 프리셋 - 현재 프리셋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
디폴트 라우팅"은 리셋 또는 출고시 기본 프리셋입
니다.
2. 저장 / 불러 오기 버튼 - 패치 매트릭스 설정을 저
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는 패치 매트릭스 프리셋 화면
으로 이동합니다. 홈 버튼을 사용하여 패치 매트릭스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리셋 버튼 - 기본 설정을 복원합니다.
4. 인풋 선택 버튼 - 재 라우팅을 위한 실제 인풋
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5. ◀ / ▶ - 인풋 그룹 1-16과 17-30 사이를 이
동합니다.
6. 채널 선택 버튼 - 선택한 인풋에 연결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7. 채널 17-30 ▼ 채널 1-16 ▲- 채널 그룹 1-16과
17-30 사이를 이동합니다.

NOTE: 패치 매트릭스는 주의해서 사용
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
는 헛갈리는 라우팅이 설정되기 쉽습니
다.
위 그림은 "mult"( multiple connection 의 약자)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믹서 오퍼레이터는 메인과 모니터의 어쿠스틱 기타에 다른
채널 프로세싱을 적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패치 매트릭스를 엽니다.
2. 어쿠스틱 기타가 연결된 인풋을 선택하십시오 (입력 10).
3. 11 Ac 기타를 터치하여 두 번째 채널에 인풋을 mult (다중 연결)합니다. 입력 10은 이제 두 채널에 모두 공급됩니다.
4. 모든 인풋은 모든 채널 또는 채널의 조합으로 라우팅 될 수 있습니다.
5. 인풋을 재 패치하면, 실제 인풋의 이름을 포함된 채널 이름으로 변경됩니다. 위의 예를 들면, 채널 11은 "[In 10] Ac Guitar"가 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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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Mix-30 Pro에는 U7 (복사) 및 U8 (붙여 넣기) 버튼으로 작동되는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복사 및 붙여 넣기 기능이 있습니다. 복
사 및 붙여 넣기는 문맥에 대응하므로 보고 있는 내용이 복사될 것입니다. 오직 같은 것 끼리만 서로 복사와 붙여 넣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PEQ는 GEQ에 붙여 넣기 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어떤 파라미터가 복사와 붙여 넣기가 되는지 설명합니다.
NOTE: 복사 버퍼는 복사 된 각 유형의 마지막 항목을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GEQ 설정을 복사 한 다음 게이트를 복사
하면, 둘 다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만일 GEQ가 표시된 경우, 붙여 넣기를 하게 되면 복사 된 GEQ 파라미터가 호출됩니
다. 게이트가 표시된 경우에는, 게이트 파라미터가 붙여 넣기 됩니다.
파라미터 복사 및 붙이기:
• 복사 할 값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TouchMix-30 Pro의 경우 - U7을 누르고, TouchMix-8과 TouchMix-16의 경우 - U2 (복사)를 누릅니다.
• 대상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TouchMix-30 Pro - U8을 누르고, TouchMix-8과 TouchMix-16은 - U3 (붙여 넣기)를 누릅니다.
Aux 1에 있는 믹스를 Aux 5에 복사하려고 한다고 가정 해 봅시다.

설정이 완료되면, Copy/Paste 버퍼를 지우는 것이 유용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연 중에 실수로 파라미터를 붙여 넣기 하는 것
을 방지 할 수 있습니다. Copy/Paste 메모리를 지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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