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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 Harmonizer
User� Guide

감전� 위험이� 있습니다 기기를� 열지� 마세요.� .

경고
기기� 위에� 액체를� 쏟지� 마십시오.�

과도한� 열이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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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Warning)

제공된� 전원� 공급� 장치만� 사용하십시오.
기기� 위에� 액체를� 쏟지� 마십시오.�
과도한� 열이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기기를� 열지� 마십시오� 내부에� 사용자가� 수리�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

이 기기는 규정 제 조에 따라 클래스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을 준수하FCC� 15 B�

는 것이 테스트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기의 운용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

됩니다 이 장치는 유해 간섭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 장치는 의도하지 않:�(1)� (2)�

은 작동이 유발되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수신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소프트웨어 이상에 적용됩니다V5.4� .

Complete� UG� Part� #� 159035� Rev� D�

부품 번호 141221� Rev� 21�

커버 부품 번호 25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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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는 의 등록상표입니다Eventide� Harmonizer Eventide� Inc. .

및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 된 의 상표입iPod,� iPhone,� iPad� iOS Apple� Inc.

니다 및 는 전자 액세서.� “Made�for� iPod”,� “Made� for�iPhone”� “Made� for� iPad”

리가 또는 에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개발자가 표준 iPod,� iPhone� iPad Apple�

성능 인증을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은 이 장치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제 .�Apple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기기를 또는 와 함.� iPod,� iPhone� iPad

께 사용하면 무선 성능에 영향 있을 수 있습니다.

및 로고는 의 등록 상표입니다Bluetooth� Bluetooth� Bluetooth� SIG,� Inc. .�

©� 2015� Eventid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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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Introduction)

이븐타이드Eventide� 스톰박스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의 스톰박스는 활발.�

히 활동하는 연주자의 손에 랙 마운트 수준의 이펙트를 제공합니다 는 페달보.�H9

드 점유 면적이 작으며 이븐타이드의 모든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고 프리셋 라이,� � ,�

브러리나 원격 제어와 관리 같은 고급 기능을 갖춘 페달을 바라는 이븐타이드 스톰
박스 제품 사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은 매우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H9 하나의�빅노브만으로�구성된( )로 디
자인되었고 심도 깊은 제어가 가능한 컨트롤 앱이 제작되었습니다 블루투스 ,� “H9� ”� .�

혹은 를 통해 페어링된 기기나 컴퓨터에서 컨트롤로 을 완벽하게 USB iOS� H9� H9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당부의� 말(Few� Words� of� Advice)

우리의 스톰박스는 컴팩트한 외관에 이전에는 없던 뛰어난 이펙트 프로세싱과 유
연한 사용경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사운드 창조를 돕는 기기를 제작하는 것이 .�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를 풀 열쇠는 여러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순간에 사운드를 .�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비틀어 볼 수 있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 사용을 쉽게 설계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직관적인 사용과 H9 .�

관리가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길 .�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의에 차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매뉴.� .�

얼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만 읽고 싶다면 기본 사항.� ,� The�Basics

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능(Key� Feature)

! 이븐타이드 이펙터의 대형 라이브러리 사용 가능
! 스탠다드 에디션 에 포함된 고유 알고리즘의 완전판 “ ”

! 개의 프리셋 및 는 개99 (H9� H9MAX)� (H9CORE 25 )

! 익스프레션 페달과 스위치AUX� Aux� Switch

! 밝고 읽기 쉬운 자 영 숫자 디스플레이6 - LED�

! 광범위한 기능MIDI�

! 프로그램 가능한 핫노브HOTKNOB 
! 또는 블루투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USB,� MIDI�



사용자� 매뉴얼H9�

10

! 제어 다양한 기능의 원격 제어와 이펙트 관리가 가능한 유틸리티 앱 H9� – 
! 앱으로 추가 알고리즘 구매 가능
! 탭 템포
! 트루 바이패스

컨트롤H9

이 매뉴얼은 의 기능을 안내합니다 의 모든 기능은 컨트롤로 제어할 수 H9 .�H9 H9

있습니다 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의 앱인 컨트롤을 .� H9 H9 H9 iPod,� iPhone,� iPad�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로 사실상 무한대의 프리셋을 .�H9

만들고 관리하며 의 모든 기능을 제어하고 구성하고 추가 알고리즘 프리셋 유H9 ,� ,� ,�

틸리티를 살펴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은 프리셋을 쉽게 관리 .� H9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관리자를 제공합니다 컨트롤은 앱 내에 문서화되어 있.�H9

습니다.

웹사이트(Website)

에서 이 매뉴얼의 다른 언어 버전 알고리즘 안내서 프리셋 매www.eventide.com ,� ,�

뉴얼 액세서리 정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다운로드 지침을 찾을 수 있습,�FAQ,�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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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The� Basics)

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부H9 .�

분만 읽고 싶다면 지금 이 부분을 읽으십시오.

블루투스(Bluetooth)

의 블루투스를 사용해 장치 또는 또는 에서 를 무선으로 H9 iOS� Windows� Mac H9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의 등록 소유자만 .� H9

컨트롤을 에 연결 할 수 있지만 주변에 소유자가 많고 사용하는 H9� H9 ,� iPhone� H9

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블루투스를 비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 �

비활성화는 버튼을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수행됩니다 블루투스가 꺼집니X,� Y,�Z� .�

다 블루투스를 다시 활성화시키려면 세 개의 키를 다시 동시에 누릅니다.� .

다양한 기능을 갖춘 원격 제어 프로그램 컨트롤을 사용하려면 먼저 를 H9 ,� H9 iOS�



사용자� 매뉴얼H9�

12

장치와 연결해야합니다 기기에서 설정 블루투스 메뉴로 가서 블루투스를 켜.� iOS� >>

고 검색‘ discovery 을 활성화시킵니다 의 이름 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 H9 ,� H9-xxxx .�

의 일련 번호 마지막 자리 블루투스 페어링을 위한 자리 은 (xxxx�=�H9 4� ).� 4 PIN H9�

일련번호의 마지막 자리 숫자와 동일합니다 쌍으로 연결되면 이 매뉴얼의 시스4 .� (

템 모드 블루투스 참조 블루투스 페어링 에 불이 들어옵니다 와 장치/ )� LED .�H9 iOS�

가 교신중이면 블루투스 가 깜박이면서 알립니다ON� LED .

TIP� 의 블루투스의 이름 및 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드를 참조하:�H9 PIN .�

십시오.�

알고리즘(Algorithms)

에는 다양한 종류의 이펙트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구성된 프리셋을 최대 H9 ,�

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각 이펙터는 고유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99 .� .�

알고리즘은 이펙트를 구성하는 시그널 처리 구조signal�processing�structure�입니다 이 시.�

그널 처리 소프트웨어가 이펙트를 만들고 이 이펙트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까지 알(
고리즘의 매개변수 즉 패러미터,� the�algorithm's�"parameter s 결정하게 됩니다 각 알고리)� .�

즘은 또는 버튼을 누르거나 의 빅 노브를 돌려 제어되는 고유한 패러미X,�Y� Z� H9

터 세트를 갖습니다 간단히 말해 프리셋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 알고리즘은 .� ,� ,�

일종의 비밀 소스“ secret�sauce 인 셈입니다 알고리즘과 패러미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 .�

은 알고리즘 유저 가이드Algorithm� U ser�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앱을 통해 알고리즘을 .�

추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 구입 시 알고리즘에 내장된 프리셋은 무료로 .� ,�

포함됩니다.�

프리셋(Presets)

스탠다드 에디션H9� Standard�Edition과 에는 이븐타이드의 고유 알고리즘을H9MAX 추가�(

알고리즘� 및� 프리셋은�앱을�통해�구매�가능) 기반으로 하는 팩토리 프리셋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 99

다 는� 개(H9CORE 25� ) 프리셋을 불러올 때마다 프리셋이 기반한 알고리즘 이름이 잠시 .�

표시됩니다 또는 버튼을 누르거나 노브를 돌리는 것으로.� X,�Y,� Z,� HOTKNOB� 혹은�(

익스프레션� 페달이나�미디를� 사용하여) 프리셋 사운드를 수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수정된 � ,�

내용을 새로운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저장에 대한 사항은 이 매.�

뉴얼의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팩토리 프리셋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리셋 가이.�

드Preset� Guide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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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라이트링 버튼,� ,� (The� Knob,� the� LightRing� &� the� Buttons)

에는 과 다섯 개의 라디오 버튼 및 으로 H9 LightRing ‘ ’� (HOTKNOB,�X,�Y,�Z� Preset)

둘러싸인 큰 노브 인코더( )가 있습니다 은 패러미터 설정과 그 수치를 나타.� LightRing

내는 데 사용됩니다.

노브는 다음에 사용됩니다:�

1) 프리셋 선택 및 불러오기 
2) 프리셋 패러미터 조절 
3) 온보드 익스프레션 페달로 기능 
4) 템포 맞추기 
5) 프리셋 이름 입력 
6) 각종 시스템 설정 제어
7) 프리셋을 업 다운하도록 왼쪽 풋스위치 동작 변환 /

버튼은 노브의 동작을 선택하는 데 사용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가 켜지고 디스.� LED

플레이에 패러미터 또는 프리셋 이름과 노브가 표시되며 활성화됨을 알립니다.

버튼X, Y, Z 

프리셋 패러미터는 또는 버튼을 누른 다음 노브를 돌려 조절합니다 세 개의 X,�Y� Z� .�

패러미터 버튼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왜 패러미터 버튼이 개일까.� 3

요 라이브에서 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최상위 단계?� H9 ‘ - top-level 패러미’�

터를 사용자가 즉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버튼을 누르면 가 켜지고 패러미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노브를 돌X,�Y� Z� LED .�

려 패러미터의 값을 변경합니다 이 패러미터 값을 표시합니다 가 .� LightRing .� (LED

모두 꺼지면 최소값은 모두 켜지면 최대값을 나타냄 노브를 누르면 패러미터의 ,� )�

현재 수치가 표시됩니다.

의 각 버튼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동작합니다 모드에서는 X,�Y,�Z .� “NORMAL”�

각 버튼에 하나의 패러미터가 설정됩니다 이것은 프리셋에 이미 설정된 내용으로.� ,�

제작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알고리즘에는 이 세 가지 .�

외의 패러미터를 갖습니다.

추가적인 패러미터에 접근하려면 버튼 중 하나를 누르고 홀드합니다,� .�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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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됩니다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현재 프리셋의 모든 패러미터를 단계별로 .�

볼 수 있습니다 모드에서 표시된 패러미터 수치는 노브를 돌려 변경합.� "EXPERT"�

니다.

팁 일부 패러미터 예 딜레이 타임 는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를 미세 조정 하려� :� ( : ) .� ‘ ’

면 노브를 눌러 미세 조정 다이얼 로 전환시킵니다 미세 조정에서 ,� “ ” .� LightRing�

는 꺼집니다 광범위 조정으로 돌아가려면 노브를 다시 누릅니다LED .� ‘ ’� .

수치 변경 없이 패러미터를 표시만 하고 싶다면 노브를 누르면 됩니다.

모드로 돌아가려면 현재 가 켜져 있는 버튼을 누르고 홀드합니다“NORMAL”� LED .

및 버튼은 독립적이므로 각각 또는 모드에 있을 수 있X,�Y� Z� ,� EXPERT� NORMAL�

습니다 예를 들어 버튼을 를 제어하는데 항상 사용하면서 와 로 다른 패.� X� MIX Y Z

러미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핫노브 버튼(HOTKNOB )

은 어떤 패러미터도 조합해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최상위 단계 사용자 HOTKNOB

패러미터 패치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노브는 온보드 익스프레션 페달HOTKNOB� on-board� Expression�Pedal로 
역할 합니다 및 익스프레션 페달 은 팩토리 프리셋 전부에서 사용할 .� HOTKNOB( )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이 매뉴얼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HOTKNOB� .

프리셋 버튼

프리셋을 선택해 불러 오려면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프리셋 이름이 표시PRESETS�

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 노브를 사용하면 프리셋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프리.� .�

셋이 로딩되면 전체 프리셋 이름이 디스플레이에서 다시 한 번 스크롤 됩니다.

알고리즘을 선택해 불러 오려면 버튼을 누르고 선택 모드로 들PRESETS� PRESET�

어가 알고리즘 선택 모드ALGORITHM� selection�mode로 전환하고 원하는 알고리즘 이름이 
나타날 때까지 노브를 돌려야 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선.� PRESETS� PRESET�

택 모드로 돌아갑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 저장 모드PRESETS� Save� Preset� Mode가 활성화됩니다.�

프리셋 저장은 이 매뉴얼의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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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이미 켜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현재 알고리즘의 이름이 표� :�LED� PRESETS�

시됩니다.

풋스위치(The� Footswitches)

풋스위치는 다음의 몇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펙트 켜기 액티브 끄기 바이패스1)� ( )/ ( )

프리셋 선택 및 대기 2)�

탭 템포 3)�

튜너 사용 4)�

레벨 설정 자세한 내용은 레벨 설정 참조5)� ( )

왼쪽 풋스위치는 이펙트를 바이패스 활성화하거나 대기 프리셋/ cued�preset을 로딩하
는데 사용됩니다 현재 로딩된 프리셋을 바이패스하려면 왼쪽 풋스위치를 누릅니.�

다 가 꺼지고 디스플레이에 가 잠시 표시된 다음 프리셋 번호와 이.�LED [BYPASS]

름이 표시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프리셋이 활성화됩니다 디스플레.� .�

이에 가 잠깐 표시되어 프리셋 활성화를 나타냅니다[ACTIVE] .

대기된 프리셋을 불러 오려면 프리셋 번호가 깜박일 때 왼쪽 풋스위치를 누릅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이 잠시 표시됩니다.

오른쪽 풋스위치는 프리셋을 위아래로 둘러보거나 템포를 조절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하면 두 기능이 전환됩니다 탭 는 현재 기능을 .� LED

나타냅니다 프리셋 큐 탭 꺼짐 탭 템포 기능일시 탭 켜짐-� :� LED� ,� :� LED� .�

오른쪽 풋스위치로 프리셋을 대기시키기(Using the Right Footswitch to Cue 
Presets)

탭 가 꺼진 상태에서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프리셋을 위로 올리거나 아래LED ,�

로 내리면서 스크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브를 눌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에는 프리셋 번호와 이름의 처음 글자가 표시됩니다 프리4 [##.�XXXX].�

셋이 대기되면 프리셋 번호가 깜박입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대기된 프리셋.�

이 로딩되어 활성화됩니다.

TIP� 탭 가 꺼져있을 때 인코더:� LED encoder를 누르면 풋스위치가 프리셋 감소로 변
환됩니다 인코더를 다시 누르면 증가로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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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아무 라디오 버튼을 누르거나 인코더를 누르고 홀드하면 대기 중인 프리셋을 :�

취소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프리셋 번호로 노브를 돌려 해당 프리셋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

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현재 프리셋 번호와 이름을 표시한 다음 노브를 돌립니다.�

돌리던 노브를 멈추면 프리셋이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프리셋 버튼이 켜진 상태에(

서 노브 사용할 때는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프리셋이 로드되면 ).�

프리셋 번호가 켜진 후 프리셋 이름 전체가 한 번 스크롤 됩니다

NOTE 프리셋 활성 범위를 설정하고 스위치를 사용해 프리셋을 증가 감소� :� AUX� /

시키는 것은 시스템 모드를 참조하세요.

오른쪽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템포 또는 패러미터 수치 입력하기(Using the Right 
Footswitch to Tap Tempo or Parameter Values)

탭 모드를 켜거나 끄려면 오른쪽 풋스위치를 초 동안 누르고 계십시오 탭 가 2 .� LED

깜박이면 탭 모드와 템포가 모두 켜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풋.�

스위치를 태핑해 템포를 조절하며 디스플레이에는 템포가 으로 표시됩니다,� BPM .

탭 가 계속해서 켜져 있으면 탭 모드가 켜져 있지만 템포는 꺼져 있음을 나타LED

내는 것입니다 이때 오른쪽 풋스위치를 태핑하면 현재 알고리즘의 탭해서 조절할 .� “

수 있는tappable 패러미터 수치가 설정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해당 패러미터의 수”� .�

치가 표시됩니다 일반적으로 또는 .( mSec� Hz)

템포 모드를 하려면 오른쪽 풋스위치와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ON/OFF PRESETS�

다.

TIP 태핑하는 동안 스크린에 이나 패러미터 수치가 나타나는 동안 노브를 � :� ( BPM )�

사용하면 미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튜너(Tuner)

두 풋스위치를 모두 누르면 튜너가 활성화됩니다 라이트 링.� LightRing으로 시 방향12

은 정확한 음 을 좌우로는 플랫 샤프임을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음이름이 표‘ ’ ,� / .�

시됩니다 풋스위치를 모두 눌러 튜너를 종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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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켜기H9� (H9� Powering� Up)

전원이 켜지면 은 마지막으로 사용된 패러미터 수치 템포 시스템 설정의 프리H9 ,� ,�

셋을 기억해 로딩합니다 전원이 꺼지면 릴레이 회로.� relay가 의 입력을 출력으로 H9

직접 연결합니다.

개의� 프리셋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까2 ?(Can� Two� Presets� Be� Used�
Simultaneously?)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리셋이 로딩되면 두 채널 모두로 출력됩니다 프리셋은 스테.� .�

레오 입력 스테레오 출력 모노 인 스테레오 출력 또는 모노 인 모노 아웃 및 스테/ ,� / /

레오 인 모노 아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는 연결된 케이블을 인식해 신호를 / .�H9

자동으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오디오 연결을 위한 라우팅 옵션은 추후에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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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Connections)�

오디오 인풋과 아웃풋에는 스탠다드 모노언밸런스드 인치 폰 플러그를 사용합( )� 1/4

니다 인풋은 악기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클리핑 전인 최대 까지의 라인 레벨 .� 4dBU -

신호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는 기타와 직접 연결되거나 하나 이상의 페달과 직렬로 연결될 수 있으며 앰프H9 ,� ,�

의 이펙트 루프나 믹서의 혹은 인서트Send/Returen� inset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이펙트 페달 앰프와 믹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고 의 세팅이 이래야한다,� ,� ,� ‘ ’

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사운드에 맞추어서 설정하는 .� ,�

것이 가장 최상입니다 그러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셋업이든 레.�

벨 조정이 중요합니다 레벨 설정.� “ Setting� Level 을 참조하세요” .

NOTE� 보통은 디스토션 컴프레서 및 노이즈 게이트 후에 를 연결하는 것:� ,� ,�EQ� H9

이 좋습니다 디스토션 페달의 출력이 너무 높으면 의 입력이 클리핑 될 수 있습.� H9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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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 스테레오/ (Mono/� Stereo)

는 인풋과 아웃풋 잭에 어떤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지 감지하고 이에 맞추어 H9

오디오 를 라우팅합니다 모노 입력 인풋 과 스테레오 출력을 사용하면 두 출I/O .� ( 1)

력 중 모노 입력인풋 에서는 드라이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스테레오 입력의 경우 ( 1) .�

아웃풋 의 드라이 시그널은 인풋 에서 아웃풋 의 드라이 시그널은 인풋 에서 1 1 ,� 2 2

전송되어 원래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일반적인� 설정(Typical� Setting)

릭Rig에 연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기타 앰프 모노 인 모노 아웃> H9> - / (Guitar > H9 > Amp - Mono In/Mono Out)

이것은 가장 간단한 연결 방법입니다 기타 케이블을 의 인풋 에 연결하고 H9� .� H9 1

케이블을 이용해 의 아웃풋 과 앰프를 연결하십시오 최고의 결과를 위해 입력 H9 1 .�

및 출력 레벨을 조정해야 합니다 레벨 설정.� -� Setting� Level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스톰박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앞에 스톰박스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H9�

습니다 의 인풋 을 마지막 페달의 출력에 연결하세요 피크 가 연속으로 .� H9 1 .� LED

들어오면 의 입력 레벨을 줄이십시오H9 .

기타 앰프 앰프 모노 또는 스테레오 입력 스테레오 출력> H9> 1 / 2 - / (Guitar > H9 

> Amp 1/Amp2 Mono or Stereo In/Stereo Out)–

기타 케이블을 의 인풋 에 연결하고 의 아웃풋 과 앰프 을 의 아웃풋 H9 1 H9 1 1 ,�H9

와 앰프 를 연결합니다 최고의 결과를 위해 입력 및 출력 레벨을 조정해야 합니2 2 .�

다 레벨 설정.� -� Setting� Level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스톰박스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앞에 스톰박스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H9�

다 의 인풋 을 마지막 페달의 출력에 연결하세요 스테레오 페달일 경우 아웃.�H9 1 .�

풋 를 의 인풋 에 연결합니다 피크 가 연속으로 들어오면 의 입력 레2 H9 2 .� LED H9

벨을 줄이십시오.

기타 앰프 효과 앰프 효과 리턴> Send> H9> (Guitar > Amp Effects Send > 
H9 > Amp Effect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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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에 이펙트 루프가 있다면 의 인풋과 아웃풋을 이펙터 루프의 센드H9 send와 리
턴return에 각각 연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타 앰프의 이펙트 루프는 라인 레.� -

벨에서 실행되므로 이에 따라 의 입출력 레벨을 설정하세요 레벨 설정H9 -� Setting�

Level을 참조하십시오.

믹서 이펙터 센드 믹서 이펙트 리턴> H9> (Mixer Effects Send> H9 > Mixer Effects 

Return)

이 셋업은 기타 이펙트 루프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의 인풋을 믹서의 이.�H9

펙트 센드에 연결하고 의 아웃풋을 믹서의 이펙트 리턴에 연결하세요 대부분의 H9 .�

믹서 이펙트 루프는 라인 레벨에서 실행되므로 이에 따라 의 입출력 레벨을 설- H9

정하십시오 레벨 설정-� Setting� Level을 참조하십시오.

레벨� 설정(Setting� Level)

대부분의 설정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 의 입출력 레벨을 조정하게 되지만H9 ,�

입력은 악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입력과 출력 레벨 설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

차이가 있습니다.

입력 레벨은 최상의 오디오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에 저출력 .� ,�H9

픽업이 장착된 기타가 연결되면 기타 시그널이 충분히 높지,� “ hot 않아 에 노이”� H9

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 입력 레벨 입력 게인 을 높이는 것이 좋습.� H9 ( )

니다.

이때 입력 레벨로 게인gain을 더해질 수 있으므로 스톰박스의 유니티 게인unity�gain을 
유지하기 위해 아웃풋이 자동으로 감소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출력 레벨은 조금 다릅니다 때때로 이미 맞추어져 있는 이펙트 프리셋의 레벨을 .� /�

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로터리와 같은 효과는 프리셋의 패러미터.� ,� ,�

에 따라 다양한 진폭의 증폭이 발생하는데 상황에 따라 너무 작거나 클 수도 있습,�

니다 이것은 이펙트로 인한 것이지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때문에 아웃풋 레벨 .� .�

설정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수치를 프리셋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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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풋� 레벨� 설정(Setting� Output� Level)

아웃풋 레벨을 설정하려면 :

1)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프리셋이 활성화됩니다.

2) 초 동안 누르면 디스플레이에 이 표시되고 잠시 후 또는 현재 2 [OUTLVL] [0]� (

값 이 표시됩니다) .

3) 왼쪽 풋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노브를 돌려 아웃풋 레벨을 -12�

에서 까지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dB� [OUT-12] +12� dB� [OUT+12] 1dB� .

4) 풋스위치를 그만 누릅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상태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 상태-� -

로 되돌아갑니다.

이후에 왼쪽 스위치를 길게 누르면 지난번 조절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NOTE 다른 변경 사항이 없어도 프리셋 아웃풋 레벨을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그렇지 않으면 프리셋을 다시 로딩하면 아웃풋 레벨은 이전 설정으로 되돌아갑니
다 즉 조정한 된 아웃풋 레벨을 고정 하려면 프리셋을 저장해야합니다.� ,� ‘ ’ .

입력� 레벨 피크� 및� 신호� 설정/ LED� (Setting� Input� Level/Peak� and� Signal� LEDs)

의 입력 레벨을 조정해 최상의 오디오 퍼포먼스 결과를 얻으세요 빨간색 피크 H9 .�

는 입력 신호 레벨이 클리핑에 가까워졌음을 나타냅니다 가끔씩 깜박이는 것LED .�

은 괜찮습니다 피크 가 계속 켜지면 에 입력되는 시그널의 레벨을 줄이거.� LED H9

나 의 인풋 게인을 낮은 값으로 설정하여 입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녹색 신호 H9 .�

는 현재 시그널 클리핑에서 아래 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인풋 레벨은 모LED ( 40dB� ) .�

든 프리셋 설정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스템 메뉴system� menu에 위치합니다.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누르고 있으면 시스템 HOTKNOB�

모드로 들어갑니다.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UTILITY] .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INGAIN] .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노브를 돌려 에서 사이의 게인을 조정하십시오0dB +18dB� .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를 종료HOTKNOB�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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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과� 출력� 스웰� 효과(Input� and� Output� Swell)

익스프레션 페달로 이펙팅 전후에 볼륨 스웰volume�swell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

은 글로벌 활성화로 언제나 적용되지만 때로는 프리셋마다 다르게 적용시킬 수도 ,�

있다는 것입니다 이펙트 전에 볼륨 스웰을 적용시켜 시그널 인풋을 줄이거나 차단.�

하면 이펙트 효과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펙트 이후에 ,� .�

볼륨 스웰을 적용하면 볼륨 컨트롤이나 페이드 아웃의 효과를 들을 수 있습니다,� .�

이 볼륨 스웰은 일반적으로는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륨이 줄어들기,�

만 하고 부스트되지 않습니다.�

볼륨 스웰을 사용하는 경우 페달이나 의 패러미터를 비활성화하는 것이 HOTKNOB

좋습니다 로 이를 자동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Global� Swell .

스웰 값을 글로벌로 설정하는 것은 시스템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글로벌 스웰이 활,� .�

성화되어있는 경우 프리셋 선택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및 라우팅 모드에서 스웰은 이펙트된 채널에만 적용됩니다Pre/Post� Wet/Dry� .�

기기가 바이 패스되면 인풋과 아웃풋의 볼륨 스웰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인풋� 스웰의� 활성화 비활성화/ (Enabling/disabling� Input� Swell)

위의 설명과 같이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합니다 디스플레이에는 마지막.�

으로 조정했던 항목이 표시됩니다 처음에는 ( OUTLVL).

를 한 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이 표시되고 잠시 후 HOTKNOB .� INSWEL

기본값 또는 이 표시됩니다OFF( )� ON .

노브를 돌려 또는 로 설정하십시오ON� OFF .

풋스위치를 그만 누릅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상태로 되-�

돌아갑니다.

프리셋을 저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

아웃풋� 스웰� 활성화 비활성화/ (Enabling/disabling� Output� Swell)

위의 설명과 같이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이 표시되고 잠시 후 기본값 또는 이 표시될 때까OUTSWL OFF( )� ON

지 인코더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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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더를 돌려 또는 로 설정하십시오ON� OFF .

풋스위치를 그만 누릅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 상태로 되돌-�

아갑니다.

프리셋을 저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

바이패스(Bypass)

자신의 설정에 가장 잘 맞는 바이패스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는 다.�H9

양한 바이패스 선택이 가능합니다 바이패스 릴레이 바이패스 또는 (DSP� ,� DSP+FX�

바이패스 의 디폴트 바이패스 설정은 바이패스입니다).� H9 DSP� .

바이패스DSP� (DSP� Bypass)

바이패스로 설정되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오디오 시그널이 이펙트 효DSP� ,�DSP�

과 없이 직접 출력됩니다 이런 성격의 바이패스 방식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효과적.�

이며 게인과 톤이 변하지 않습니다,� .

릴레이� 바이패스 트루� 바이패스/ (Relay� Bypass/True� Bypass)

어떤 기타리스트들은 페달의 부품과 신호 경로가 완전히 분리된 트루 바이패스 를 “ ”

선호합니다 바이패스가 선택되면 는 릴레이 계전기.� [RELAY]� H9 ( )1)를 사용하여 입
력을 출력에 연결“ hard�wire 합니다 실제로 의 전원이 꺼지면 전자 부품은 릴레” .� ( H9

이에 의해 완전히 우회됩니다)

의 인풋에는 기타가 연결되고 출력에 악기 레벨이 아닌 기기 혹은 앰프를 긴 H9 ,� -

케이블로 연결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악기 레벨이 아닌 입력은 종종 낮은 임피.� -

던스 일반적으로 옴 로 기타의 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이패스에서 ( <10k� ) .�DSP�

은 버퍼H9 buffer로 작동해 모든 케이블 길이나 어떤 입력에도 적용되는 저저항low�

impedence 출력 을 제공합니다� (500ohm) .

1) 릴레이계전기 전기회로의 개폐를 다른 전기회로의 전류 전압 주파수 등의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 ( , relay): , , 
는 제어 기기를 말한다 그 종류가 다양하고 전자형이 많이 사용된다 네이버 백과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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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DSP+FX�

가 선택되면 의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현재 이펙트의 줄어드는 테[DSP+FX] ,� DSP “

일 이 직접 출력됩니다” .

바이패스� 유형� 선택(Selecting� Bypass� Type)

바이패스 모드는 시스템 모드의 에서 선택합니다 기본 설정은 입[BYPASS] .� [DSP]

니다 변경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누르고 홀드해 시스템 모드로 들HOTKNOB�

어갑니다.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BYPASS] .

3)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BYPTYP] .

5)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또는 를 선택합니다[DSP]� [RELAY]� [DSP+FX] .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몇 초 동안 동시에 눌러 시스템 모드를 HOTKNOB�

종료하십시오.

TIP� 프로그램 체인지를 사용해 바이패스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MIDI� ― 
으로 미디 프로그램 체인지는 프리셋을 로드하는데 사용되지만 바이패스를 직접 ,�

제어하도록 프로그래밍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모드 섹션.� [MIDI]�

을 참조하십시오.

NOTE 의 모든 바이패스는 기타톤이 변경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었습니� :�H9

다.

NOTE� : 의 전원을 끄면 릴레이는 자동으로 기기를 바이패스 합니다 연주하는 �H9 .�

동안 전원이 우발적으로 내려가도 기타 소리가 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원 차단 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

킬드라이 센드 리턴� 루프- / (Killdry� -� Send/Return� Loop)

이펙트 센드 리턴 루프앰프 혹은 믹서 를 사용해 를 연결한 경우 의 / ( ) H9 H9 Killdry�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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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되면 는 드라이 신호를 어디로도 출력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이Killdry H9 .�

펙트된 시그널만 출력됩니다 가 활성화되었을 때 바이패스는 기기를 .� Killdry DSP�

바이패스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펙트를 뮤트하게 됩니다.

의 디폴트 설정은 비활성화입니다 시스템 모드의 메뉴에서 활성Killdry .� [BYPASS]�

화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HOTKNOB�

갑니다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BYPASS] .

3)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KILDRY] .

5)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를 선택합니다[YES]� [NO] .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를 종료HOTKNOB�

합니다

는 프리 포스트 모드에 따라 약간 다르게 작동합니다Killdry / .

를� 프리셋에� 따라� 설정Killdry (Setting� Killdry� on� a� preset-by-preset� basis)

는 프리셋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Killdry .�

다.

글로벌� : 디폴트 설정 값입니다 시스템 모드에서 를 제어합니다� .� Killdry .

꺼짐ii.� 시스템 모드 설정에 관계없이 는 항상 꺼져 있습니다� :� Killdry .

iii.� On 는 항상 켜져 있습니다� :� Killdry .�

이 설정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려면 다음을 따릅니다.

1)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 또는 마지막으로 선.� OUTLVL�

택한 길게 누름 설정이 표시됩니다.

2)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될 때까지 인코더를 누릅니다 잠시 후 현재 설정KILDRY .�

이 표시됩니다.

3) 인코더를 돌려 또는 으로 설정합니다� GLOBAL,� OFF� ON .

4) 풋스위치를 그만 누릅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 상태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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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갑니다.

5) 프리셋을 저장을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

프리셋 알고리즘 매개� 변수,� ,� (Presets,�
Algorithms,� Parameters)

의 프리셋은 일련의 오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합니다 알고리즘은 H9 .�

프리셋이 구축된 기본 구조입니다 의 알고리즘 및 패러미터에 대한 설명은 온.�H9

라인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프리셋(Presets)

다음의 속성은 프리셋과 함께 저장되며 프리셋이 로드될 때 함께 호출됩니다.�

패러미터값1)�

버튼의 최상위 패러미터2)� X,� Y,� Z� *

템포 탭 값 3)� / **

템포 온 오프 상태4)� /

익스프레션 페달 매핑 5)�

프로그래밍 6)� HOTKNOB�

출력 레벨7)�

NOTE 버튼의 상태는 프리셋과 함께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버튼이 � :�X,�Y,�Z� .� ,� X�

을 제어하도록 설정된 경우 을 불러오면 노브는 “Feedback” Preset X� “Feedback”

을 제어합니다.

**�NOTE 프리셋이 로드될 때 템포 값을 변경하거나 프리셋에 저장된 수치를 무� :�

시하도록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템포 수치는 항상 프리셋과 함께 저장되지만H9 .� ,� �

프리셋이 전환되어도 템포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때 .�

를 으로 설정하면 프리셋과 함께 저장된 템포는 현재의 템포 GLOBAL�TEMPO ON

값으로 변경됩니다 에 대해서는 본 매뉴얼 후반부에 설명.�Global�Tempo�ON/OFF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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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선택하기(Selecting� Presets)

풋스위치 또는 노브를 돌려서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프리셋이 로드되면 전체 프리.�

셋 이름이 디스플레이에서 한 번 스크롤 됩니다.

선택 대기 불러오기/ / (Select/Cue/Load)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선택하려면 원하는 프리셋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풋스위치를 클릭해 프리셋을 증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노브를 눌러 위 아래 방향을 .� ,�

변경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프리셋을 로드합니다 프리셋이 대기.� .� “ cue 되면 ”

프리셋 번호가 깜박이며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프리셋은 당신이 신.�

호를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입니다 라디오 버튼 중 아무 버튼을 누르거나 오.�

른쪽 풋스위치를 길게 눌러 태핑을 활성화하면 대기는 없어집니다,� .

즉시 선택 불러 오기/ (Select/Load Instantly)

노브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즉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누릅.� PRESETS�

니다 노브를 돌려 프리셋을 스크롤하다 스크롤을 멈추면 프리셋이 즉시 로드됩니.�

다 노브를 돌리면 프리셋 번호와 프리셋 이름의 처음 네 글자가 표시됩니다 스크.� .�

롤을 멈추면 프리셋이 로드되고 전체 프리셋 이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프리셋� 패러미터� 조정(Adjusting� Preset� Parameters)

프리셋의 패러미터 수치는 와 버튼을 선택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 X,� Y Z� .�

중 아무거나 누르면 버튼 가 켜지고 디스플레이에 패러미터 이름이 표시됩니,� LED

다 은 패러미터의 상대적인 수치를 나타냅니다 노브를 누르면 패러미터.� LightRing .�

가 변경 없이 표시만 됩니다 노브를 돌리면 패러미터 수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심화 패러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의 알고리즘 및 해당 패러미터“

Algorithms� and� their� Parameter s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

수정된� 프리셋� 표시(Edited� Preset� Indication)

프리셋의 패러미터 수치가 변경될 때마다 문자 디스플레이의 맨 오른쪽 소수점이 ,�6

점등되어 프리셋 기존의 수치와 현재 패러미터 수치가 다름을 알립니다 패러미터.�

는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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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미터값을 바꾸기a)�

버튼의 최상위 단계 패러미터변경 익스프레션 페달 또는 b)� X,� Y,� Z� ,� c)�

움직이기HOTKNOB� ,

새로운 템포를 입력d)� .

명령 입력e)� MIDI� .

NOTE 다른 프리셋을 불러오기 전에 변경된 수치를 저장하지 않으면 수정된 값은 �:�

없어집니다.

프리셋� 저장(Saving� Presets)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1) 버튼을 수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현재 프리셋 번호와 프리셋 이름의 PRESETS�

글자가 표시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프리셋 번호가 깜박이고 4 .�PRESETS� .�

가 켜집니다 오른쪽 소수점“Edit”� LED ( ).

2) 노브를 돌려 편집할 프리셋 번호를 선택합니다 프리셋 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

저장할 때는 아무 숫자나 프리셋 번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프리셋 이름의 첫 번째 글자가 깜박입니다 노브를 .�

돌리면 이 문자가 바뀝니다 프리셋 이름은 최대 자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가.� 16 .�

능한 문자는 입니다'0-9',� 'A-Z' .

4) 왼쪽 및 오른쪽 풋스위치를 사용해 디스플레이를 탐색하고 문자를 선택합니다.�

노브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이 가능한 글자는 계속 깜빡입니다 오른쪽 또.( )�

는 왼쪽 풋스위치를 한 번씩 누르면 한 글자씩 선택 글자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
다 왼쪽 풋스위치를 계속 누르면 현재 깜박거리는 글자가 삭제됩니다.� .

5)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른 채로 있으면 현재 깜박이는 글자 앞에 글자를 삽입합니
다.

6) 프리셋을 저장하려면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디스플레이에 PRESETS� .�

가 표시됩니다[SAVED] .

7) 잠시 후 저장 모드가 종료됩니다.

8) 저장하지 않고 저장 모드에서 나가려면 노브를 누르거나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
에서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하지 않고 저장 모드를 종료하면 PRESETS� .� [NO�

가 표시되고 몇 초 동안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현재 로SAV]

드된 프리셋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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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버튼을 누르고 홀드해야 저장이 됩니다 충분히 누르지 않고 빨� :�PRESETS� .�

리 눌렀다 손을 떼면 새 프리셋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것입.�

니다 새 프리셋을 저장하면 이전 프리셋에 덮어 씌워집니다 는 저장이 의도적 .� .�H9

행위임을 인지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현재 실행중인 프리셋 번호가 깜박이며.� ,�

저장하면 현재 프리셋이 덮어씌워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NOTE 커서는 디스플레이를 돌아가며 이동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한 � :� “ “� .�

번에 한 글자씩 왼쪽으로 이동하며 끝에 이르면 다시 첫 번째 문자로 돌아간 다음,�

프리셋 번호로 뛰어 이동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커서는 마지막 문자.�

로 이동합니다.

NOTE 이름 끝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유령 글자가 있어 마지막에 글자를 추가� :� “ ”� ,�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가집니다 이는 삭제할 수 없지만 종료 시에는 없어집니다.� .

프리셋� 구성하기(Organizing� Your� Presets)

프리셋을 저장할 때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같은 곡에서 사용할 한 쌍의 프리셋 각각 버스와 코러스용으로 을 순차 번호로 배( )

치시키면 두 프리셋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로드하려면 적어도 두 번은 눌러야 합니다 오른쪽 .�

풋스위치를 탭하여 새로운 프리셋을 대기시키려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로드해야 
합니다.

NOTE� 이미 사용 중인 슬롯이 아닌 위치에 프리셋을 저장하면 그 위치가 활성화:�

됩니다 즉 이 현재 활성화되어 있고 새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패러미터.� ,�Preset�#1 ,�

를 변경해 이를 에 저장하면 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Preset� #10 Preset� #10 .

활성� 프리셋(Active� Presets)

에는 최대 개의 프리셋 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종종 개는 사용하려는 H9 99 (1~99) .� 99

것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프리셋 검색과 로딩이 더 빠르고 쉽도록 활성 프.�

리셋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로드 시에는 활성화된 프리셋만 표시되기 때문입니.�

다 활성화 된 프리셋만 로드되지만 비활성화 프리셋 번호에도 프리셋이 항상 저장.� ,�

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프리셋은 지워지지 않지만 덮어 쓸 수 있으며 언제든지 활.�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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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프리셋의 범위는 제한됩니다 개의 모든 프리셋이 모두 활성화된 것이 기본.�99

값입니다 시스템 모드에서 범위를 설정하여 활성 프리셋 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하한을 로 설정하고 상한을 으로 설정하면 에서 까지의 프리셋이 ,� 5 10 5 10

활성화됩니다 프리셋을 체계적으로 그룹화하면 개의 프리셋을 모두 클릭해보지 .� 99

않고도 노래나 라이브 셋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그룹화해서 프리셋을 .� ,�

저장하는 걸 잊지마세요.

디폴트 설정은 개의 활성화된 프리셋입니다 활성 프리셋 수를 제한하려면99 .�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갑니다HOTKNOB� .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UTILS] .

3)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HOTKNOB� .

4) 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PRESET] .

5)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가 표시됩니다HOTKNOB� .� [Lxx.Hxx] .

6)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돌려 하한을 설정합니다.

7)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돌려 상한을 설정합니다.

8)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누르면 시스템 모드가 HOTKNOB�

종료됩니다.

알고리즘� 및� 패러미터(Algorithms� &� their�
Parameters)

에는 개 이상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각 알고리즘은 패러미터를 제어하는 고H9 40 .�

유한 오디오 처리 모듈 세트입니다 알고리즘과 패러미터는 알고리즘 안내서.� H9� H9�

Algorithm� Guide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패러미터� 모드-�"Expert/Tweaker"� (Parameters� “Expert/Tweaker”�Mode)�

버튼으로 개의 패러미터에 즉시 접근할 수 있지만 모든 알고리즘에는 추X,�Y,�Z� 3 ,�

가 패러미터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는 한 방법은 각각의 버튼의 하나의 패.�

러미터가 잠금“ locked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키를 초 동안 누” .�X,�Y,� Z� 2

르고 있으면 전체 패러미터 집합이 잠금 해제“ unlock 되어 다른 알고리즘 패러미터”

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H9�

31

잠금이 해제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패러미터 이름이 차례로 표시됩니다 동일한 ,� .�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면 현재 알고리즘의 모든 패러미터가 반복됩니다 노브를 돌.�

려 패러미터값을 조정하면 이 패러미터의 상대적 수치를 표시하며 디스LightRing ,�

플레이에는 그 값이 표시됩니다 패러미터를 다 돌아본 뒤 돌아오면 마지막으로 선.� ,�

택한 패러미터가 버튼에 표시됩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프리셋이 현재 로드되.�Vintage�Delay�

어 있다고 합시다 그 패러미터는 믹스 딜레이 믹스.� (wet/dry),� delay� mix 딜레이 ,� A,�

딜레이 피드백 피드백 등입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패러미터 이름인 B,� A,� B� .�X

가 표시됩니다 이제 가 표시될 때까지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MIX] .� [DLYMIX] X� .�X

버튼을 반복해 누르면 의 모든 패러미터가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이Vintage�Delay .�

렇게 각 알고리즘의 모든 패러미터 값을 조정해 다양한 이펙트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새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는 가장 최근에 선택한 패러미터가 고정됩니다 버튼으로 을 마지.�X [DLY-A]

막으로 조정하고 계속 패러미터를 살펴보았다면 버튼을 다시 누르면 ,� ,� X [DLY-A]�

패러미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및 버튼에 대한 이러한 최종 레벨.� X,� Y� Z� ‘ ’�

설정은 프리셋에 함께 저장됩니다.

는 독립적입니다 일부 또는 모두는 또는 모드로 사용될 X,�Y,�Z .� NORMAL� EXPERT�

수 있습니다.

글로벌� 믹스(Global� Mix)

거의 모든 알고리즘은 입력 시그널 과 이펙트 시그널 의 상대 레벨을 설정(dry) (wet)

하는 믹스 컨트롤이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믹스 패러미터 설정은 각 프리셋과 .�

함께 저장됩니다 그러나 프리셋이 변경되어도 믹스 설정이 동일한 것이 유리한 경.�

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GLOBAL� MIX� .�

가 이면 프리셋과 함께 저장된 믹스 설정은 무시되고 현재 믹스 GLOBAL� MIX ON

설정이 모든 프리셋에 적용됩니다.

켜거나 끄려면 아래의 단계를 거칩니다 디폴트 설정은 입니다GLOBAL�MIX� .� OFF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누르면 시스템 모드가 시HOTKNOB�

작됩니다.

2) 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GLOB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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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MIX] .

5)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를 선택합니다[ON]� [OFF] .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누르면 시스템 모드가 종HOTKNOB�

료됩니다.

속도(Tempo)

템포� ON/OFF(Tempo� ON/OFF)

오른쪽 풋스위치와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템포가 됩니다 템포PRESETS� ON/�OFF .�

가 꺼지면 탭핑으로 딜레이 패러미터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밀리세컨드 또.� (

는 로 표시됨 템포가 켜지면 템포는 로 표시됩니다Hz )� BPM .

탭� 템포(Tap� Tempo)

오른쪽 풋스위치는 탭 템포로 사용됩니다 먼저 프리셋 모드 에서.� (Tap�LED�OFF) ,�

오른쪽 풋스위치를 초 동안 누릅니다 템포2 .� Tempo가 켜져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현
재 빠르기가 으로 표시되고 탭 가 속도로 깜박입니BPM(30~500� BPM) LED BPM�

다 템포가 꺼져 있으면 디스플레이에 패러미터 수치 대부분의 알고리즘의 경우 밀.� (

리세컨드 로 표시됩니다 이때 탭 가 연속으로 켜져 있습니다) .� LED .

NOTE 스위치가 탭 템포 입력에 사용되면 템포 수치가 표시됩니다� :� AUX� ,� .

템포� 미세� 조정(Fine-tuning� Tempo)

노브를 사용해 템포 또는 패러미터 템포 수치를 설정하거나 조정BPM( ON)� ( OFF)�

할 수 있습니다 태핑하는 동안 템포 값이 표시된 상태에서 노브를 돌리면 템포 또.�

는 패러미터값이 조정됩니다 조정하는 동안 디스플레이에 업데이트 된 템포 또는 .�

딜레이 수치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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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템포(Global� Tempo)

템포는 항상 각 프리셋과 함께 저장됩니다 그러나 모든 프리셋에 동일한 템포를 .�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 글로벌 템포 .� (SYSTEM�

명령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 이면 프GLOBAL�TEMPO)� .�GLOBAL�TEMPO ON

리셋과 함께 저장된 템포 값은 무시되고 모든 프리셋에 동일한 템포가 적용됩니다.

를 키거나 끄려면 아래 단계를 따릅니다 기본 설정은 입니GLOBAL� TEMPO .� OFF

다.

1) 시스템 모드로 들어가려면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누릅HOTKNOB�

니다.

2) 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GLOBAL] .

3)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TEMPO] .

5) 버튼을 잠시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를 선택합니다[ON]� [OFF] .

7) 시스템 모드를 종료하려면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누릅HOTKNOB�

니다.

튜너(Tuner)

왼쪽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튜너가 활성화됩니다 음을 얼2 .�

마나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는지를 이 표시합니다 이 시에 LightRing .� �LightRing 12

켜지면 정조율된 것입니다 아무 풋스위치를 누르면 튜너가 종료됩니다.� .

튜너가 활성화되면 의 오디오 출력이 보통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디폴트 H9 .�

설정입니다 바이패스를 입력을 출력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인 으로 .� [BYPASS] H9

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튜너의 기본 기준 주파수는 입니다.� “A”� 440Hz .

기준 주파수 조정 및 뮤트 바이패스 선택에 대한 안내는 이 매뉴얼의 시스템 모드/

를 참조하세요.

모드에서 튜너가 활성화되면 의 라우팅은 로 임시 설정됩니다PRE/POST� H9 P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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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과 도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됩니다 튜너를 종료시키INSWEL OUTSWL .�

면 이 모든 것은 다시 복원됩니다.

HOTKNOB

는 온보드 익스프레션 페달과 같습니다 하나의 패러미터를 제어할 수HOTKNOB .�

도 있거나 여러 매개 변수를 동시에 제어하도록 설정될 될 수 있습니다.�

패치는 익스프레션 페달 패치와 동일하며 병렬로 작동합니다HOTKNOB� .

버튼을 눌러 노브를 사용하십시오 한 개의 패러미터 수치가 설정되어 HOTKNOB� .�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짧게 표시되면 여러 개의 패러미터가 설정되어 ,� ( MIX)� [HOT] ,�

있으면 가 잠시 표시됩니다[HOT� +] .

TIP� :� 의 리본은 및 익스프레션 페달과 함께 병렬로 동작합H9�Control HOTKNOB�

니다 하나를 프로그래밍하면 세 가지 모두 적용됩니다.� .

패치� 생성하기HOTKNOB� (Creating� a� HOTKNOB� Patch_

패치 모드에 들어가려면 버튼을 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HOTKNOB� -�HOTKNOB� 2

다 는 느린 속도로 깜박이며 패치 모드임을 알립니다.�HOTKNOB�LED HOTKNOB� .

패치 모드에 들어가면 또는 패러미터 버튼을 눌러 HOTKNOB� X,� Y� Z� HOTKNOB

에 할당할 패러미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패러미터의 이름이 표시되면 버튼을 눌러 최소값 을 HOTKNOB� [MINVAL]

설정합니다 노브를 돌리면 디스플레이에 최소값 에 할당될 패러미터 수.� [MINVAL]

치가 업데이트 됩니다 돌리는 것을 멈추면 디스플레이는 을 다시 표시.� [MINVAL]

하고 패러미터 이름과 현재 패러미터 수치를 가 깜박이며 MINVAL� MINVAL� LED

번갈아 표시합니다.

버튼을 다시 눌러 최대값 을 설정합니다 노브를 돌리면 디HOTKNOB� [MAXVAL] .�

스플레이에 최대값 에 할당될 패러미터 수치가 업데이트 됩니다 돌리[MAXVAL] .�

는 것을 멈추면 디스플레이는 로 돌아가고 패러미터 이름과 [MAXVAL] MAXVAL�

현재 패러미터 값을 가 깜박이며 번갈아 표시합니다MAXVAL� LED .

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현재 패러미터의 이름이 표시됩니다HOTKN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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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정할 추가 패러미터를 선택하려면 또는 패러미터 버튼을 HOTKNOB X,� Y� Z�

누릅니다.

NOTE� :� [MI 과 은 실제 노브의 시계 반대 방향과 시계 방향의 최극NVAL] [MAXVAL]

단값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 어 딜레이에서 은 로)� [MINVAL] 100msec ,� [MAXVAL]

는 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msec .

NOTE 패치를 변경하면 익스프레션 페달 패치도 변경됩니다 패치는 � :�HOTKNOB� .�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패치 모드 종료HOTKNOB (Exit HOTKNOB Patch Mode)

패치 모드를 끝내려면 버튼을 초간 누릅니다HOTKNOB� HOTKNOB� 2 .�HOTKNOB�

버튼 L 는 연속으로 켜지며 하나의 패러미터가 설정된 경우 디스플레이에 그 ED ,�

패러미터 이름이 표시됩니다 여러 패러미터가 설정된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

[HOT�+]가 표시됩니다 에디티드 가 점등되어 프리셋이 수정은 되었지만 저장.� LED

되지 않았음을 표시합니다.

패치� 저장HOTKNOB� (Save� HOTKNOB� Patch)

프리셋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패치가 할당된 프리셋이 저장됩니다HOTKNOB� .

패치� 지우기HOTKNOB� (Clear� a� HOTKNOB� Patch)

패치를 완전히 지우려면 우선 버튼을 누릅니다HOTKNOB� HOTKNOB� .�

스위치 가 켜집니다 버튼을 누른 채로 디스플레이에 HOTKNOB� LED .� HOTKNOB�

를 스크롤될 때까지 즉시 버튼을 누른 다음CLR�HK�PRESS� PRESETS PRESETS� ,�

모든 키를  놓습니다 다음으로 프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면 패치가 지워집니다 그 .� .�

외 다른 버튼을 누르면 이 모드가 종료되고 패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여러 패러미터가 에 패치된 경우 한 번에 하나씩 패러미터를 삭제할 수 HOTKNOB

있습니다 패러미터의 와 을 동일한 값으로 설정해 이를 수행합.� MINVAL MAXVAL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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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목적지� 보기HOTKNOB� (View� HOTKNOB� Patch� Destinations)

패치가 할당된 패러미터 목록을 보려면 또는 버튼을 누른 상태HOTKNOB� X,�Y� Z�

에서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노브를 사용하여 에 지정된 패HOTKNOB� .� HOTKNOB

러미터 이름의 목록을 스크롤해 확인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Expression� Pedal)

후면 패널의 라고 표시된 인치 스테레오 폰 잭에 외부 익스프레션 페달을 “EXP” 1/4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은 어떤 패러미터 조합도 제어하도록 설정될 .�

수 있습니다 과 사이의 최대값을 갖는 단순한 선형 테이퍼.� 5k�Ohm 25k�Ohm� liner�

taper 저항 포텐셔미터� “ pot 익스프레션 페달이어야 바르게 작동됩니다 추천 익스프”� .�

레션 페달에 대한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www.eventide.com .

는 익스프레션 페달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캘리브레이션H9 .� calibration을 위해 익스
프레션 페달을 잭에 연결하고 페달을 발뒤꿈치 끝에서 발가락EXP� (full-heel)� (full�

끝까지 움직입니다 을 로 설정해 이 캘리브레이션을 toe)� .� UTILITY/PDLCAL OFF

동결“ frozen 해 놓을 수 있습니다” .

익스프레션 페달은 과 동일하게 작동하며 병렬HOTKNOB ,� ‘ paralle 로 실행됩니다 익l’ .�

스프레션 페달의 동작은 을 패치하여 설정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을 HOTKNOB .�

사용할 때 화면은 모드의 노브를 돌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익스프레션 HOTKNOB� .�

페달에 하나의 패러미터가 할당되면 화면에는 그 수치가 표시됩니다 익스프레션 .�

페달이 여러 매개 변수를 제어하도록 설정된 경우 화면에는  범위가 표시됩0-99�

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에 의해 제어되는 패러미터를 표시하려면 .� X,� Y,� Z�

과 또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노브를 돌립니다HOTKNOB X,� Y� Z� .

익스프레션 페달 설정은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이 설정을 다시 HOTKNOB/ .�

불러와 사용하려면 프리셋 저장을 해야 합니다.

NOTE 익스프레션 페달 인풋에는 까지의 컨트롤 전압� :� 0V~3V control� voltage 입력이 �

가능합니다 이 입력을 외부 컨트롤 전압과 함께 사용할 때 그라운드 루프.� ground�loop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의 익스프레션 페달 입력 잭에 컨트롤 전압 소.�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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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연결했을 때 험 노이즈 가 발생한다면 연결된 기기가 오디오 입 출력과 다“ ” ,� /

른 접지와 그라운드 루프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진단이 어.�

렵기로 악명 높으며 이 매뉴얼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넘습니다,� .

익스프레션 페달을 사용하여 모든 프리셋의 또는 프리셋마다 다르게 입(GLOBAL),�

력과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풋과 아웃풋 스웰.� Input�and�

Output� Swell을 참조하십시오.

스위치AUX� (Auxiliary� Switches)

후면 패널의 익스프레션 페달 잭 라벨 은 팁 링 팁 링으로 세 개의 독립된  (EXP� ) ,� ,� +

모멘터리 스위치momentary� switch를 지원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모드에서는 익스.�

프레션 페달을 익스프레션 페달이나 스위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AUX� .�AUX�

치로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갑니다HOTKNOB� .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UTILS] .

3)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EXPTIP] .

5)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 HOTKNOB� .

6) 노브를 돌려 를 선택합니다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은 입니[SWITCH] .� [PEDAL]

다.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시스템 모드를 종료합니다HOTKNOB� .

스위치가 연결되어도 의 풋스위치가 비활성화 되지는 않습니다 페달의 AUX� H9 ―
풋스위치는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위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AUX�

록 설정될 수 있으며 전용 탭 템포 스위치 퍼포먼스 스위치 무한 반복 플렉스,� ( ,� flex,�

고속 저속 학습/ ,� learn 또는 프리셋 감소 스위치 등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

모든 스위치 의 개의 풋스위치와 개의 스위치 기능을 바로 활용하고 싶(H9 2 3 AUX� )�

어 하는 사용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의 액티브와 탭 풋스위치 그리고 .� H9 ,� AUX�

스위치에 프리셋 증가 감소 퍼포먼스를 설정해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개의 ,� ,� .� 3

스위치 세트를 상황에 맞게 연결하고 설정해 사용하세요AU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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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패러미터 수치에 할당하여 두 수치 사이를 전환하도록 할 수도 있습AUX�

니다 예를 들어 스위치를 디케이 타임.� AUX� decay�time 초와 초 사이를 왔다 갔다 � 1 5�

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프로그래밍하려면 시스템 모드.�AUX�

를 참조하십시오.

NOTE� :

1) 스테레오 폰 인치 플러그를 사용해 스위치를 연결합니다1/4 AUX� .

2) 래칭 토글latching�toggle�스위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모멘터리 스위치로만 작동합.�

니다.�

3) 에 지정된 스위치와 에 지정된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에 할Tip Ring Tip+Ring

당된 기능이 활성화 됩니다.

권장하는 스위치에 대한 정보는 을 참조하십시오AUX� www.eventide.com .

MIDI

는 를 지원합니다 는 다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H9 MIDI� In,�Out,� Through .�MIDI

니다.

변환1)� BYPASS/ACTIVE�

프리셋 불러오기2)�

퍼포먼스 스위치 기능 변환3)� .

패러미터 수치 변경4)�

클럭에서 템포 설정5)� MIDI�

를 클럭 소스로 사용6)� H9 MIDI�

에 연결된 익스프레션 페달과 스위치로 다른 기기 제어7)� H9 AUX� MIDI�

프리셋 및 시스템 설정을 컴퓨터에서 보내기 백업 다시 불러오기 복원8)� ( )� / ( ).

프로그램 변경을 사용하여 상태 제어9)� MIDI� BYPASS/ACTIVE�

는 또는 를 자동 선택해 신호를 받거나 전송합니다 가 연결H9 USB� DIN5 MIDI� .�USB

되면 활동은 포함 무시됩니다 설정은 시스템 모드에DIN5�MIDI� (MIDI� thru� )� .�MIDI�

서 설명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맵.�MIDI� MIDI�implementation� map은 이 매뉴얼의 뒷부분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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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및� 시스템� 설정� 보내기[Dump� (Back-up)�
Presets� &� System� Settings]

의 기능으로 현재 로드된 이펙트 저장된 프리셋 시스템 설정을 MIDI SysEx ,� ,� MIDI�

기기 또는 컴퓨터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덤프.� SysEx� dump는 가 전송할 수 있고H9 ,�

시퀀서나 컴퓨터에 저장될 수 있는 시스템 독점 메시지입니다 이를 활MIDI� MIDI� .�

용에 나중에 의 프리셋과 시스템 설정을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을 이전 프로H9 .�H9

젝트설정으로 복원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프리셋과 시스템 설정을 각각 또는 동시에 보내려면dump�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HOTKNOB�

갑니다.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MIDI] .

3)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DUMP] .

5) 버튼을 잠깐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을 선택합니다[ALL],� [ACTIVE],� [PRSETS]� [SYSTEM] .

7) 을 눌러 보내기HOTKNOB SysEx� dump를 시작하십시오.

8) 보내기dump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9)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누러 시스템 모드를 종HOTKNOB�

료합니다.

NOTE� :� 를 선택하면 현재 로드된 프리셋만 백업됩니다 을 선[ACTIVE] .� [PRSET]

택하면 모든 프리셋이 백업됩니다 은 선택한 프리셋과 시스템 설정 모두를 백.�ALL

업합니다 을 선택하면 시스템 설정만 백업됩니다.� SYSTEM .

프리셋� 및� 시스템� 설정� 복원(Restoring� Presets� and� System� Setting� )

의 기능으로 프리셋과 시스템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는 MIDI SysEx� .� H9

원하는 번호 에서 까지 로 설정되어야합니다SysEx� ID� (1 16 ) .

번호를 설정하려면 공장 출하 시 기본값은 MIDI� SysEx� ID� ( 1)� :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HOTKNOB�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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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MIDI] .

3)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HOTKNOB� .

4)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SYS� ID] .

5)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에서 사이에서  를 선택합니다[ID� 1] [ID� 16]� SysEx� ID .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를 종료HOTKNOB�

합니다.

라우팅(Routing)

대부분의 경우 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 중 하나로 연결됩니다 한편으로는 고급H9 .�

사용자를 위해 입력 및 출력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추가 라우팅 모드 또한 제공
됩니다 이 추가 라우팅은 일반적으로 전용 배선 및 앰프와 함께 구성되며 시스템 .� ,�

모드의 섹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일반적으로 UTILITY/ROUTING� .�

하드웨어 구성과 일치하도록 설정되며 보통의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되지 않습니,�

다.

1)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로 들어HOTKNOB�

갑니다.

2) 가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UTILITY] .

3)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HOTKNOB� .

4) 이 표시될 때까지 노브를 돌립니다[ROUTING] .

5) 버튼을 가볍게 누릅니다HOTKNOB� .

6) 노브를 돌려 또는 또는 를 선택합니다[NORMAL]� [PRE.PST]� [WET.DRY] .

7)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간 눌러 시스템 모드를 종� HOTKNOB�

료합니다.

경고� 라우팅�모드를�변경하면 연결�상황에�따라�큰�피드백이�발생할�수�있습니다-� ,� !�
변경하기� 전에� 연결된� 모든� 앰프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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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Normal)

이전에 설명한 일반적인 모노 스테레오 연결 방식입니다/ .

프리 포스트/ [Pre/Post(PRE.� PST)]

모드를 사용해 시그널 체인에서 스톰박스를 어디에 위치시킬지 변경할 PRE/POST�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스토션은 시그널 체인의 앞에 리버브는 뒤에서 실행되(PRE),� (POST)�

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펙트를 앰프 전에 두거나 이펙트 루프.� effect�loop 사이에 �

둘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은 프리셋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인풋 로 전송된 모노 신호는 이펙팅 되어 아웃풋 로 라우팅되는 반면 인PRE� 1 1 ,�– 
풋 는 아웃풋 로 변형 없이 그대로 전달됩니다2 2 .

가 설정되면 아웃풋 는 뮤트 됩니다 바이패스 시 아웃풋 로는 항상 드라KillDry 2 .� ,� 1

이 시그널만 출력됩니다.

인풋 로 전송된 모노 신호는 이펙팅 되어 아웃풋 로 라우팅되는 반면POST�-� 2 2 ,�

인풋 은 변형 없이 그대로 아웃풋 로 전달됩니다1 1 .

가 설정되면 바이패스 시 아웃풋 가 뮤트 됩니다 아웃풋 로는 항상 드라KillDry 2 .� 1

이 시그널이 출력됩니다.

모드에서 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PRE/POST� .

!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합니다 디스플레이에 출력 레벨이 표시됩니다.� .

! 디스플레이에 기본값 또는 가 표시될 때까지 인코더를 누릅니다PRE( )� POST .

! 인코더를 돌려 원하는 대로 설정하십시오.

! 풋스위치를 그만 누릅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상태로 돌아.�

갑니다.

! 프리셋을 저장하지 않으면 변경 사항은 손실됩니다.

! 모드에서 인풋과 아웃풋 스웰PRE/POST� Input� and�Output�Swell�은 이펙트된 채널에
만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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웻 드라이�/ (Wet/Dry-WET.DRY,� STEREO)

웻 드라이 모드에서는 하나 또는 두 개의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아웃풋은 / .�

드라이한 상태로 즉 인풋과 아웃풋이 동일하게 출력되며 두 개의 인풋이 사용된다,� (

면 이 둘이 믹스된 상태로 다른 아웃풋은 이펙트의 모노 아웃풋 버전이 적용된 ),�

웻 상태로 출력 됩니다 하나의 인풋만 사용된다면 인풋 을 사용해야 합니다.� ,� 1 .

웻 연결은 프리셋마다 다르게 선택될 수 있습니다 즉 웻 채널이 아웃풋 일 수도 .� 1

있고 아웃풋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스테레오 출력도 선택할 수 있습2 .�

니다.

웻 드라이 모드에서 위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왼쪽 풋스위치를 다른 곳에서의 설명과 동일하게 누르고 홀드합니다 디스플레.�

이에 출력 레벨이 표시됩니다.

디스플레이에 기본값 또는 가 표시될 때까지 인코더를 WET1( ),�WET2� STEREO

누릅니다.

인코더를 돌려 원하는 대로 설정하십시오.

풋스위치를 놓습니다 프리셋은 이전의 액티브 또는 바이패스상태로 되돌아갑―
니다.

프리셋을 저장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경 사항이 손실됩니다.� .

아웃풋 이 웻WET1� -� 1 wet으로 출력되고 아웃풋 는 드라이2 dry로 출력됩니다.�

가 설정되어 있으면 바이패스KillDry ,� bypass 시 아웃풋 은 뮤트 되고 아웃풋 는 언� 1 2

제나 드라이한 상태로 출력됩니다.

아웃풋 가 웻WET2� -� 2 wet으로 출력되고 아웃풋 은 드라이1 dry로 출력됩니다.�

가 설정되어 있으면 바이패스KillDry ,� bypass 시 아웃풋 는 뮤트 되고 아웃풋 은 언� 2 1

제나 드라이한 상태로 출력됩니다.

바이패스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모드에서는 두 채널에 모두 웻이 적용STEREO� ,�–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프리셋마다 다르게 스테레오 모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개의 앰프 셋업에서 하나의 앰프에 쉬프터,� 2 shifter를 사용하고 둘 다에 ,�

리버브를 보내는 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모드에서 인풋과 아웃풋 스웰은 웻 채널에만 영향을 미칩니다WET/D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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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드(System� Mode)

시스템 모드는 바이패스 스위치 등과 같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AUX� ,�MIDI�

설정에 사용됩니다.

시스템� 모드� 들어가기 나가기/ (To� Enter/Exit� System� Mode)

버튼과 오른쪽 풋스위치를 동시에 몇 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시스템 HOTKNOB�

모드로 들어가거나 나가수 있습니다 시스템 모드로 들어가면 최상위 메뉴를 선택.� -

할 수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풋스위치 가 빨간색으로 계속 깜박이면서 이 .� LED

특수 모드임을 알립니다 시스템 모드에서 에디티드 는 꺼져 있습니다.� LED .

최상위-레벨에서 노브를 돌려 [BLUE],� [BYPASS],� [AUX�SW],� [MIDI],� [GLOBAL],�

및 를 스크롤해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 이 중 [TUNER]� [UTILS] .�HOTKNOB�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스템� 모드� 탐색(System� Mode� Navigation)

시스템 모드 메뉴 패러미터의 일반적인 탐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버튼을 눌러 메뉴 트리로 하부로 내려갑니다HOTKNOB� .

2) 노브를 돌려 메뉴 항목이나 패러미터 선택하거나 또는 그 수치를 스크롤 하십시
오.

3) 버튼을 눌러 메뉴 트리의 상위 레벨로 돌아갑니다PRESETS� .

두 개의 필드가 있는 하위 메뉴의 경우 왼쪽 또는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활성 ,�

필드를 선택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필드의 풋스위치 가 켜집니다.� LED .

HINT 버튼으로 언제나 메뉴의 상부로 돌아갈 수 있지만 그 단계가 하� :�PRESETS� ,�

나뿐인 메뉴 항목의 경우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바로 최상위 레벨로 점HOTKNOB� -

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메뉴� 트리(System� Menu� Tree)

시스템 모드는 및 [BLUE],� [BYPASS],� [AUX�SW],� [MIDI],� [GLOBAL],� [TU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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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모드에 들어갔을 때 바로 나타나는 최상위 레벨 메뉴인 까지 개 - [UTILS] 7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팩토리 디폴트 설정은 굵게 표시되.�

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설정[BLUE]� -�

시스템 모드로 들어간 후 노브를 돌려 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 [BLUE] HOTKNOB�

누르면 블루투스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을 선택.� [PIN]� [NAME]

합니다.

기기와� 페어링하기� 위한� 번호입니다[PIN]� -� iOS� .

버튼을 눌러 자리 블루투스 코드를 표시하십시오 은 시HOTKNOB� 4 PIN� .�PIN H9�

리얼 넘버 마지막 자리 숫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4 .

버튼을� 한� 번� 누르면�PRESETS� 한 레벨 위의 메뉴로 돌아갑니다BLUE� .

버튼을� 두� 번� 누르면�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NAME] 의� 블루투스� 이름�� -� H9 (H9-xxxx)

이것은 기기에 표시될 의 블루투스 이름입니다 기본 이름은 이고 그 iOS� H9 “ ”� .� H9

뒤에 의 시리얼 번호가 띠라옵니다 이름이 잘려 보인다면 오른쪽 풋스위치를 H9 .�

눌러 전체 이름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려면 H9 .� :

1)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첫 글자가 깜박입니다 노브를 돌려 글자를 변경할 .�

수 있습니다 최대 자까지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세트는 .� 16 .� ‘0-9’,� ‘A-Z’

입니다.

2) 왼쪽 및 오른쪽 풋스위치를 사용하여 디스플레이를 탐색하고 노브로 수정할 글
자 선택합니다 수정 가능한 선택 글자는 깜박이게 됩니다 오른쪽 또는 왼쪽 .� ( .)�

풋스위치를 반복해서 누르면 한 번에 한 글자씩 통과하며 전체 이름을 볼 수 있
습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현재 깜박거리는 문자가 삭제됩니.�

다.

3)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현재 깜박이는 문자 앞에 문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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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커서는 디스플레이를 돌면서 이동합니다 즉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 ”� .� ,�

한 번에 한 문자씩 왼쪽으로 이동하여 다시 첫 번째 문자로 돌아온 다음 프리셋 ,�

번호 필드로 이동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마지막 문자로 이동합니다.� .

NOTE 이름 끝에는 항상 유령 글자가 있어 끝에 글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

이 항목은 삭제할 수 없지만 이 모드에서 나가면 제거됩니다,� .

버튼을� 한� 번� 누르면�PRESETS� 한 레벨 위인 메뉴로 돌아갑니다BLUE� .

버튼을� 두� 번� 누르면�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블루투스를 통한 활성화[MIDI] - MIDI (OFF, ON)

은 와의 통신에 특수 암호화된 메시지를 사용하지만 블루투스로 일H9Control H9

반 메시지를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를 사용하는 도중MIDI� .� H9

에 나 비슷한 성능의 기기를 가진 다른 누군가가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iPad .�

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메시지를 수신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를 MIDI� .�

통한 전송이가 필요한 경우에 이 기능을 켜십시오MIDI� .

바이패스� 모드� 선택[BYPASS]� -� ([BYPASS]� -� Select� Bypass� Mode)

시스템 모드로 들어간 후 노브를 돌려 를 선택한 다음 버튼,� [BYPASS] HOTKNOB�

을 눌러 바이패스 모드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 [BYPTYP]�

를 선택합니다[KIL.DRY] .

바이패스유형 선택 [BYPTYP] - (DSP, RELAY, DSP+FX)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를 HOTKNOB� .� DSP,� RELAY� DSP+FX

선택합니다.

가 선택되면 바이패스 시 이펙트 적용 없이 시그널이 인풋에서 아웃풋[DSP] DSP�

으로 바로 출력됩니다.

를 선택하면 바이패스는 한 쌍의 릴레이로 인풋을 아웃풋에 고정 배선[RELAY] “

hardwire 시키는 트루 바이패스 시그널을 제공합니다d”� “ ”� .

가 선택되면 바이패스는 인풋으로 입력된 오디오에 현재 이펙팅 [DSP+FX] ,� DSP�

테일‘ tail 이 함께 아웃풋으로 출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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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바이패스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아니요 예[KILDRY] - Kill Dry Audio ( , )([KILDRY] - Kill Dry Audio (NO, 
YES)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를 활성화 비활성화 합HOTKNOB� .� [KILDRY] /

니다.

가 활성화되면 드라이 시그널이 아웃풋에서 제거되어 는 [KILDRY] (YES),� H9 100�%�

웻 시그널만 출력합니다 일부 프리셋의 경우 컨트롤이 믹스 .� Intensity� Wet/�Dry�

컨트롤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프리셋의 경우 가 활성화되면 .� [KILDRY]

컨트롤은 비활성 화됩니다Intensity�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바이패스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스위치� 프로그램하기�[AUX� SW]� -� AUX� ([AUX SW] - Program Auxiliary 
Switches)

최대 개의 스위치로 프리셋 패러미터와 시스템 설정을 제어하도록 설정할 3 AUX�

수 있습니다 개의 스위치는 후면 패널에 이라고 표시된 .� 3 AUX� EXPress�Pedal 1/4“�

스테레오 폰 잭에 연결됩니다 는 또는 팁과 링이 모두 접지되어 .�H9 [TIP],� [RNG],�

있는 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스위치 연결에는 스테레오 폰 플러그를 [T+R] .�AUX�

사용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이 사용 중이면 스위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RNG]� .�

은 를 참조하십시오 같은 소켓에 연결할 때는  리드 케이블이 필요합[EXPTIP] .� Y-

니다.

스위치를 설정하려면 먼저 버튼을 눌러 를 선택합니다AUX� HOTKNOB� [AUX�SW] .�

디스플레이가 두 필드로 갈라져 왼쪽과 오른쪽에 패러미터 목적지destination와 컨트
롤 소스 설정Control� source�assignments이 보일 것입니다 왼쪽 풋스위치 가 깜박여 .� LED

수정 가능을 알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필드를 선택합니.� (

다 선택된 필드가 디스플레이에서 깜박인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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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를 설정하려면 먼저 외부에서 제어하려는 기능 디스플레이의 왼쪽에 표H9� (

시되는 대상 을 선택하고 예 제어에 사용하려는 스위치 소스 를 선택) ( :�KB0)� AUX� ( )

합니다.

제어 대상 설정(To Setup Control Destinations)

노브를 돌려 외부 컨트롤이 제어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패러미터와 .� H9�

기능이 포함됩니다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YP]� 바이패스 액티브 전환 에서 선택된 바이패스 방식/ .� BYPASS

[PR� +]� 프리셋을 불러오지는 않고 프리셋 번호만 올려보기 증가,� ( )

[PR-] 프리셋을 불러오지는 않고 프리셋 번호만 내려 보기 감소,� ( )

[NXT] 다음 프리셋 불러오기
[LST] 이전 프리셋 불러오기
[TAP] 탭 템포 스위치 기능
[PSW] 퍼포먼스 스위치 기능 활성화

패러미터 조절 노브 [KB0]� ...� [KB9]� -�

[TUN]� -� 튜너 활성화

다음 루퍼 함수는 루퍼 알고리즘에서만 작동합니다.

[REC]� 녹음
[PLY]� 재생
[STP]� 녹음 혹은 재생을 중지
[MT] 현재 녹음된 것을 지우기
[DIR]� 재생 방향 변환
[OCT] 재생 속도를 한 옥타브씩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기

퍼포먼스 스위치 퍼포먼스 스위치는 알고리즘의 무한 반복[PSW]�-� Time�Factor� ‘

infinite�repeat 알고리즘의 속도 변경’,� ModFactor� ' rate�change 알고리즘의 ',� PitchFactor�

다양한 기능 그리고 알고리즘의 핫 스위치,� Space� ' HotSwitch 등에 사용됩니다 자세'� .�

한 내용은 알고리즘 안내서의 특정 알고리즘 설명을 참조하세요.

패러미터 노브 스위치로 최대 개의 가상 노브 를 제어“ ”�[KB0]�-� [KB9]�-�AUX� 10 “ ”

할 수 있습니다 는 현재 실행중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개의 패러.�KB0~KB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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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듀얼 딜레이.� ,� Dual�Delay�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프리셋
이 현재 실행중일 때 은 패러미터에 해당합니다 로터리 알고리즘 기반KB0 “MIX”� .�

의 프리셋을 실행하는 경우 는 패러미터에 해당합니다KB0 “INTENSITY”� .

스위치로 를 제어하면 일반적으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두 값 중 하AUX� KB0~9 ,�

나가 선택되게 됩니다 다른 제어 방법으로는 및 의 세 가.� ,� [TI.P.],� [RN.G.]� [T+.R]

지 모멘터리 사용법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하나씩 수치를 .�

전송하고 다른 스위치를 누를 때 다른 값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패러미터 컨트롤 노브를 선택해 패러미터에 최소값 혹은 최대값 [MINVAL]�

의 두 개의 수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된 스위치는 누를 [MAXVAL] .�

때마다 패러미터 최소값과 최대값이 전환되게 됩니다.

패러미터 컨트롤 노브가 어디에 할당되어 있는지 표시되면 왼쪽 풋(KB0�~�KB9),�

스위치를 눌러 최소값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돌려 최소값을 설[MINVAL] .�

정합니다 노브를 돌리면 수치가 표시되고 노브를 돌리지 않으면 잠시 후에 .� ,�

이 표시되어 최소값이 선택되었음을 표시합니다[MINVAL] .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눌러 패러미터의 최대값 을 설정합니다 노브를 [MAXVAL] .�

돌려 최대값을 조정하세요 노브를 돌리면 수치가 표시되고 노브를 돌리지 않으면 .� ,�

잠시 후 이 표시되어 최대값이 선택되었으면 표시합니다[MAXVAL] .

이 모드에서 제어되는 패러미터는 시스템 전체 모든 프리셋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

어 을 초로 설정하고 을 초로 한 수치를 [MIN� VAL] 1 [MAX� VAL] 2 Decay(KB1)�

스위치에 할당했다고 합시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두 값이 차례로 전환됩AUX� .�

니다 다른 이펙트나 프리셋을 선택해도 스위치에는 로 제어되는 패러미.� AUX� KB1

터가 적용됩니다.

NOTE� 프리셋이 로드되면 스위치는 할당된 패러미터를 으로 로딩합니:� MIN�VAL

다 프리셋 로드 후 스위치를 처음으로 누르면 패러미터가 로 변경됩니.� MAX�VAL

다.

외부 제어기기 설정(To Setup the External Control Source)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세 개의 스위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스위치AUX� .�AUX�

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수동 선택Manual� Select 또는 학습 모드� Learn� Mode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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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선택은 노브를 돌려 스위치를 선택합니다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AUX� .� :

스위치 잭 팁 연결[TIP]� -� AUX�

스위치잭 링 연결 [RNG]� -� AUX�

스위치잭 팁 링 연결[T+R]� -� AUX� +

NOTE 에서 를 로 설정하면 만 사용 가능합니� :� [UTILS] [EXPTIP] [PEDAL] [RNG]

다.

학습 모드를 사용해 외부 컨트롤 기기를 선택하려면 오른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릅
니다 자동 할당을 위해 스위치를 누르라는 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 AUX� "LEARN" .�

풋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모드를 종료하고 수동 선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LEARN�

다.

왼쪽 및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기기와 제어하려는 패러미터 사이를 왔다 갔다 하
면서 원하는 만큼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스위치의 디폴트 설정은 다음과 같습.�AUX�

니다:

[BYP,� TIP]

[PR +.T+R]

[PR -� .RNG]

다른 제어 대상 및 은 와 같이 표시([PSW],� [TAP],� [KB0]�-� [KB9]� [TUN]) [---]

되며 설정되지 않았음을 유의하세요,� .

완료되면 버튼을� 눌러PRESETS� 최상위 시스템 메뉴로 이동하십시오� .�

기능[MIDI]� -� MIDI� ([MIDI]� -� MIDI� Functions)

시스템 모드로 들어간 후 노브를 돌려 를 선택한 다음 버튼을 [MIDI] HOTKNOB�

눌러 기능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MIDI� .

노브를 돌려 프로그램 맵 채널 데이터 보내기MIDI� ,�MIDI� ,�MIDI� dump 등의 기� MIDI�

능을 스크롤 합니다.

수신 채널 설정 [RCV CH] - MIDI (OFF, OMNI, 1-16)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수신 채널 옵션을 설정합니HOTKNOB� .� MI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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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널 번호를 사이에서 선택하거나 수신을 끌 수도 있고 .�MIDI� [ 1]�-� [16]� ,� MIDI�

를 선택하여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도 있습니다OMNI 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전송 채널[XMT CH] - MIDI (1, 2-16)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전송 채널을 설정하세요HOTKNOB� .� 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메시지 수신[RCV.CTL] - CC 

은 외부 [RCV.CTL] MIDI� CCExternal�Continuous�Control�메시지로 모든 패러HOTKNOB(

미터 조합 및 시스템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외부에서 제어하려는 패러)� .� H9�

미터 또는 기능을 선택하고 예 또는 를 선택합니다( :� Mix)� MIDI� Bend� MIDI� CC .

버튼을 눌러 을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왼쪽에는 제어하HOTKNOB� [RCV.CTL] .�

려는 패러미터 대상 목적지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컨트롤에 사용하려는 기기가 
있는 두 개의 필드가 표시됩니다 분할된 디스플레이 두 필드는 소수점 .� ( )�

으로 구분됩니다 왼쪽 풋스위치 가 깜박여 선택 필드가 수정될 수 [BYP.BND] .� LED

있음을 알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필드를 선택.� ( ).�

제어 대상 설정(To Setup Control Destinations)

노브를 돌려 제어 대상 외부 소스에서 제어할 패러미터 또는 기능 을 선택합니( H9� )

다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BYP]� 유닛 바이패스
[PR� +]� 프리셋 로딩 없이 번호만 증가
[PR-]� 프리셋 로딩 없이 번호만 감소
[NXT]� 다음 프리셋 로딩
[LST]� 이전 프리셋 로딩
[TAP]� 탭 템포 스위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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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W]� 퍼포먼스 스위치 활성화 비활성화/

[EXP]� � 혹은 익스프레션 페달 패치HOTKNOB�

[ACT]� 활성화 이펙트 사용 바이패스 안함( – unbypass)

[TOG]� 활성화와 바이패스를 전환
[TUN] 튜너

패러미터 조절 노브 [KB0]� ...� [KB9]�

[ISW]� 인풋 스웰input� swell

[OSW]� 아웃풋 스웰output� swell

다음 루퍼 함수는 루퍼 알고리즘에서만 작동합니다.

[REC]� 녹음
[PLY]� 재생
[STP]� 녹음 혹은 재생 중지
[DIR]� 재생 방향 변환
[OCT] 재생 속도를 한 옥타브씩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기

퍼포먼스 스위치 퍼포먼스 스위치는 알고리즘의 무한 반복[PSW]�-� Time�Factor� ‘

infinite�repeat 알고리즘의 속도 변경’,� ModFactor� ' rate�change 알고리즘의 ',� PitchFactor�

다양한 기능 및 알고리즘의 핫 스위치Space� ' HotSwitch 등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 .�

용은 알고리즘 안내서의 특정 알고리즘 설명을 참조하세요.

패러미터 노브 스위치를 사용하여 최대 개의 가상 노브[KB0]�-�[KB9]�-�AUX� 10 “ ”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는 현재 실행중인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KB0~KB9 10

개의 패러미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듀얼 딜레이.� ,� Dual�Del ay�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프리셋이 실행중일 때 은 패러미터에 해당합니다 가 로터리 알고KB0 “MIX”� .�H9

리즘을 기반의 프리셋을 실행하는 경우 는 패러미터에 해당합니KB0 “INTENSITY”�

다.

왼쪽 풋스위치를 눌러 제어할 목적 패러미터 디스플레이의 왼쪽 필드 를 선택하고 ( )

노브를 돌려 에서 까지 가상 노브 패러미터 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풋스위KB0 KB9 ( ) .�

치를 눌러 제어 소스 를 화면에 표시된 에 지정합니다(MIDI� CC) KB .

패러미터 컨트롤 노브로 제어하려는 패러미터가 표시되면(KB0�~�KB9)� MIDI�CC�

값을 에서 까지 매핑하여 선택 범위의 패러미터에 매핑할 수 있습니다 가 0 127 .� KB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이 표시됩니다 노브를 돌려 [MINVAL] .�

최소값을 설정합니다 노브를 돌리면 수치가 표시되고 노브를 움직이지 않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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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잠시 후 이 선택되었음이 표시됩니다[MINVAL] .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눌러 패러미터의 최대값 을 설정합니다 노브를 [MAXVAL] .�

돌려 최대값을 설정하십시오 노브를 돌리면 수치가 표시되고 노브를 움직이지 않.� ,�

고 있으면 잠시 후 이 선택되었음이 표시됩니다[MAXVAL] .

이 모드에서 제어되는 패러미터는 시스템 전체의 모든 프리셋에 적용됩니다.

NOTE 패러미터에 둘 이상의 외부 컨트롤러를 할당될 수 있지만 혼동을 일으킬 � :�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정 값을 제어 대상에 설정한 경우 새설.� MIDI�CC

정 전에 이를 지울 수 있습니다 삭제하려면 제어 대상패러미터 을 선택하고 소스.� ( )

를 으로 선택합니다(MIDI� CC) [---] .

외부 컨트롤 기기 설정(To Setup the External Control Source)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수정할 외부 컨트롤 소스를 선택합니다 외부 컨트롤을 선.�

택하는 방법에는 수동 선택Manual�Select 또는 학습 모드� Learn�Mode의 두 가지가 있습니
다.

수동 선택의 경우 노브를 돌려 컨트롤 소스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 MIDI� .�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패치 없음[---]� -�

피치 벤드[BND]� -� MIDI�

에서 까지의 메시지[C0]� -� [C99]� -� 0 99 MIDI� CC�

학습 모드Learn�Mode를 사용하여 외부 컨트롤 기기를 선택하려면 오른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릅니다 이 표시되어 자동 지정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도록 .� “LEARN” MIDI�

요청합니다 오른쪽 풋스위치를 다시 누르면 모드가 종료되고 수동 선택으.� LEARN�

로 돌아갑니다.

왼쪽 및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소스와 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원하는 만큼 
많은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패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는 에 패치됩니다 기본 패치는 다른 모든 을 할당하지 KB0-KB9 C22-C29 .� [RCV.C]

않은 입니다[---]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사용자� 매뉴얼H9�

53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값 전송[XMT CC] - MIDI CC 

의 익스프레션 페달 노브 스위치를 컨트롤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H9 ,� ,�AUX� MIDI� .�

버튼을 눌러 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필드 분할된 디스플레HOTKNOB� [XMT�CC] .� (

이 가 표시되며 왼쪽에는 컨트롤 기기가 표시되고 오른쪽에는 제어할 목적지가 표) ,�

시됩니다 두 개의 필드는 소수점 으로 구분됩니다 왼쪽 풋스위치 .� [PDL.C15] .� LED

가 깜박이며 편집을 위해 선택된 필드임을 알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왼쪽 풋스위.� (

치를 눌러 필드를 선택)

컨트롤 소스를 선택하려면:

노브를 돌려 컨트롤 소스를 선택합니다 선택 가능한 항목은.�

[PDL]� 익스프레션 페달l

[KB0]� ...� [KB9]� -� 패러미터 컨트롤 노브
[TIP] 스위치 팁 AUX�

[RNG]� 스위치 링AUX�

[T+R] 스위치 팁 링AUX� +

NOTE 컨트롤을 사용할 때 패러미터 노브 가 를 통해 메� :�H9 (KB0�~�KB9) H9 MIDI�

시지를 전송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어 소스를 목적 패러미터에 할당(To Assign the Control Source to a 
Destination)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컨트롤 소스에 할당될 H9� MIDI�CCContinuous�Control을 선택
합니다 선택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어 소스 할당 해제[OFF]� -�

에서 까지[C0]� -� [C99]� -� MIDI� CC� (0 99 )

왼쪽 및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소스와 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원하는 만
큼 많은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패치는 와 .� [PDL.C15] [KB0.C22]� ~�

[KB9.C31]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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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변경 수신 맵 작성[RCV.MAP] - MIDI 

맵은 선호하는 컨트롤러 페달 보드 시퀀서 등 를 사용하여 의 프리MIDI� MIDI� ( ,� ) H9

셋을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버튼을 눌러 프.�HOTKNOB� MIDI�

로그램 체인지Program�Change 수신 맵을 선택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 .� MIDI�

프로그램 체인지 메시지가 수신될 때 호출되는 프리셋을 (MIDI�Program�Change)�

설정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로 표기됩니다.� ( Prg� No. .)

프리셋을 로 저장하면 프로그램 체인지"Bypassed" ,�MIDI� Program�Change�명령으로 로
딩될 때 프리셋이 로딩은 되지만 페달은 바이패스 상태가 됩니다.

왼쪽 필드에는 가 표시되고 오른쪽 필드에는 프리셋의 숫자Prg� No.(0-127)

또는 아래에 설명된 여러 바이패스 옵션 중 하나 또는 가 표시됩(P01-P99)� ,� OFF

니다 두 필드는 소수점으로 구분됩니다 .� [127.P99]

를 선택하는 방법에는 수동MIDI�Prg� No manual 또는 학습 모드� Learn�Mode의 두 가지
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선택하려면 왼쪽 풋스위치 가 깜박이는 상태에서 노브.� LED

를 돌려 사이의 원하는 를 선택합니다0~127� Prg� No. .

학습 모드를 사용하려면 왼쪽�풋스위치를�다시�누릅니다 학습 모드에서 는 .� Prg.�No.

프로그램 변경 메시지가 수신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MIDI� (Program�Change)� .�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면 학습 모드가 종료됩니다.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프리셋 필드 오른쪽 풋스위치 의 깜빡임으로 표시됨� ( LED )

를 선택하고 노브를� 돌려�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다른 를 다른 프리셋에 매핑하려면 왼쪽 풋스위치를 다시 눌러 원하는 Prg�No. Prg�

를 선택한 다음 오른쪽 풋스위치를 눌러 원하는 프리셋에 매핑합니다No. .

디폴트 맵 는 개의 프리셋 에 매핑되어 있습니다:� Prg� No.(1-99) 99 (P01-P99) .

프로그램 체인지를 사용하여 프리셋을 불러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메시지MIDI�

로 기기의 설정을 제어하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풋스BYPASS� .�

위치 가 깜박이면 노브를 반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다음을 선택합니다 LED :

[OFF] 할당되지 않음
[BYP]� 기기 바이패스
[ACT]� 활성화 상태 설정
[TOG]� 바이패스 액티브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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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 튜너
[NXT]� 다음 프리셋 불러오기
[LST] 이전 프리셋 불러오기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프로그램 변경 송신 맵 작성[XMT.MAP] - MIDI 

왼쪽 풋스위치로 프리셋을 불러올 때 프로그램 체인지 메시지를 MIDI� MIDI� Out�

잭 또는 에서 전송하여 다른 USB Eventide� Stompbox,� Eventide� Eclipse,�

등과 같은 외부 장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Eventide� H8000FW� .

프로그램 변경 전송 맵을 작성하려면 버튼을 눌러 편집할 MIDI� HOTKNOB� MIDI�

전송 맵에 들어갑니다.

왼쪽 필드에 프리셋 번호 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필드에는 또는 (P1~P99) .� OFF� Prg�

가 표시됩니다 디폴트 맵 는 사전 설정 에 매No.� (0-127) .� :�Prg�No.�0-99 P1~P99

핑되어 있습니다.

왼쪽�풋스위치를�눌러 프리셋 필드 왼쪽 풋스위치 의 깜박임으로 표시됨 를 선� ( LED )

택하고 인코더를 돌려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오른쪽�풋스위치를�눌러 필드 오른쪽 풋스위치 의 깜빡임으로 표시됨�Prg�No.� ( LED )

를 선택하고 인코더를 돌려 해당 번호를 선택합니다.

NOTE 가 프로그램 체인지� :� H9 Program� Change�메시지를 전송하려면 프로그램 MIDI�

변경 전송Program�Change�Transmit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체인지 전송.�MIDI�

은 메뉴에서 끄거나 켤 수 있으며 기본값은 입니다MIDI� ,� OFF .

NOTE� : 프로그램 체인지�MIDI� Program�Change�메시지로 을 불러올 때 아H9 ,�XMT.PC(

래 참조 가 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체인지 메시지가 생성되) ON MIDI�

지 않습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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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체인지 재전송 활성화[XMT.PC] - MIDI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프로그램 체인지 재송신을 HOTKNOB� .� MIDI�

또는 로 설정합니다 이 설정은 프로그램 체인지ON� OFF .� MIDI� Program�Change)를 송신
해 프로그램을 로딩할 때 프로그램 체인지MIDI� Program�Change 메시지를 전송할지 여�

부를 결정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송신 활성화 [CTL.XMT] - MIDI CC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HOTKNOB� .� MIDI�CCContinuous� Controller�전송을 
또는 로 설정하십시오 이 설정은 패러미터가 컨트롤 메시지를 전송 ON� OFF .� MIDI�

하는 것을 활성화할지를 결정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프로그램 체인지 전송 활성화 [PGM.XMT] - MIDI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프로그램 체인지 전송을 HOTKNOB� .� MIDI�

또는 로 설정하십시오 으로 설정되면 풋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프ON� OFF .�ON MIDI�

로그램 변경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SYS ID] - MIDI SysEx ID (ID 1 - ID 16)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프리셋 및 시스템 설정의 백업 HOTKNOB� .�

및 복원을 위한 를 선택합니다MIDI� SysEx� ID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전송 쓰루 선택[OUTPUT] - MIDI / (XMT, THRU, THRU+C,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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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서 출력 모드를 선택합니다HOTKNOB� .� MIDI� .

[XMT]� 입력 데이터 없이 데이터 전송H9� MIDI�

[THRU]� 을 통과하는 데이터를 전달H9 MIDI�

[THRU+C]� 을 통과하는 데이터와 이 생성하는 미디 클럭H9 MIDI� H9 MIDI�clock�전달 
[MERGE]�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 생성하는 데이터와 통합되어 아웃풋MIDI� H9

으로 출력됨 이것은 새로운 모드로 일종의 실험으로 간주해야 함.� .

NOTE� : 아웃풋이 로 설정된 경우 의 전송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 THRU H9 MIDI�

다.

NOTE 및 에서 을 으로 설정하면 수신 � :� [THRU+C]� [MERGE] [CLK.OUT] [ON]

클럭이 손실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의 MIDI� .� Sysex� .�H9

인풋에 메시지가 과도하게 입력되면 작동이 느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보내기 선택 [DUMP] - (ALL, ACTIVE, PRESET, SYSTEM)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HOTKNOB� .� SysEx� Dump� Dump�

를 선택합니다Request .

개의 프리셋 모두와 시스템 설정이 보내집니다ALL� =� 99 .�

현재 로드된 프리셋만 보냅니다ACTIVE� =� .�

개의 프리셋 모두가 보냅니다PRESET� =� 99 .

모든 시스템 모드 설정이 보냅니다SYSTEM� =�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입력 클럭 인 활성화 [CLK IN] - MIDI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를 또HOTKNOB� .� MIDI�Clock�Receive ON�

는 로 설정하십시오 이면 클럭이 템포 소스로 사용됩니다OFF .� ON 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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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클럭 인 활성화 [CLK.OUT] - MIDI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을 또HOTKNOB� .� MIDI�Clock�Transmit ON�

는 로 설정하십시오 이면 는 템포를 클럭으로 전송합니다OFF .� ON H9 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클럭 필터 활성화 [CLK.FLT] - MIDI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서 클럭 필터링을 또는 HOTKNOB� .� MIDI� ON�

로 설정하십시오 이면 는 불안정한 클럭 소스와도 함께 사용될 수 OFF .�ON H9 MIDI�

있지만 클럭의 속도 변화 감지가 느려지고 정확도 또한 떨어집니다,�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미디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전체� 설정[GLOBAL]� -�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를 선택합HOTKNOB� .� [MIX]� [TEMPO]

니다.

글로벌 믹스 사용 [MIX] -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를 설정합니다 믹스HOTKNOB� .� Global�MIX .�

는 항상 프리셋과 함께 저장되지만 글로벌 믹스가 켜져 있으면 프리셋에 저장된 ,�

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면 모든 프리셋에 현재 믹스 수치가 적용됩.�Global�ON

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유틸리티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글로벌 템포 사용 [TEMPO] -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를 설정하십시오HOTKNOB� .� Global�Tempo .�

템포는 항상 프리셋과 함께 저장되지만 글로벌 템포가 켜져 있으면 프리셋에 저장,�

된 값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면 모든 프리셋에 현재의 템포가 사용됩.�Global�ON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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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글로벌 인풋 스웰 사용 [ISW] -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서 을 또HOTKNOB� .� Global� Input�Swell ON�

는 로 설정하십시오 이 켜져 있으면 현재의 프리셋의 설정 OFF .�Global�Input�Swell

여부에 관계없이 인풋 스웰이 항상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글로벌 아웃풋 스웰 활성화 [OSW] -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서 을 HOTKNOB� .� Global� Output� Swell ON�

또는 로 설정하십시오 이 이면 현재의 프리셋의 설정OFF .�Global�Output�Swell ON

과 상관없이 아웃풋 스웰output� swell이 항상 활성화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튜너� 설정[TUNER]� -�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또는 를 선HOTKNOB� .� [AUDIO]� [CALBRT]

택합니다.

튜너가 작동 중일 때 오디오 기능 선택 [AUDIO] - (BYPASS, MUTE)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인코더를 돌려 또는 를 선택HOTKNOB� .� BYPASS� MUTE

합니다 를 선택하면 의 튜너가 활성화될 때마다 오디오 입력이 오디오 .�BYPASS H9

출력에 연결됩니다 를 선택하면 튜닝 시 오디오가 뮤트됩니다.� MUTE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TUNER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튜너의 기준 주파수 조정 [CALBRT] - (440 Hz)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인코더를 돌려 에서 사이에서 HOTKNOB� .� 420�Hz 4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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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너의 기준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표준이 기본값입니다 이 값은 또한 피.� 440�Hz� .�

치 이펙터의 값에도 적용됩니다‘A’�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TUNER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유틸리티� 함수[UTILS]� -�

시스템 모드에 들어간 후 노브를 돌려 를 선택한 다음 를 눌러 ,� [UTILS] HOTKNOB

유틸리티 기능 설정 모드로 들어갑니다 노브를 돌려 유틸리티 기능을 스크롤해 .� �

볼 수 있습니다.

라우팅 모드 선택 [ROUTE] - (NORMAL, PRE.PST, WET.DRY)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를 선택합니다HOTKNOB� .� Routing�Mode .�

라우팅 모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매뉴얼의 라우팅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액티브 프리셋 범위를 선택합니다[PRESET] - (L01 ~ H99) .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왼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돌려 하한을HOTKNOB� .� ,�

오른쪽 풋스위치를 누르고 노브를 돌려 상한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입니.� [01~99]

다 액티브 프리셋만이 스톰박스의 풋스위치 프리셋 버튼 그리고 노브로 로딩됩니.� ,� ,�

다 프로그램 체인지를 사용하면 모든 프리셋을 로드할 수 있습니다.� MIDI�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소스 악기 선택 [SOURCE] - (GUITAR, BASS, SYN.LD, SYN.BAS)

인코더를 눌러 선택합니다 인코더를 돌려 악기 유형을 선택합니다 신디 .� (SYN.LD�=�

리드 신디 베이스 각 악기 설정은 피치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고 사운,� SYN.BAS�=� ).�

드 소스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필터의 범위를 조정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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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게인 설정 [INGAIN] - (0dB~+18dB)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노브를 돌려 게인 값을 선택합니다HOTKNOB� .�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익스프레션 페달 캘리브레이션 [PDLCAL] - (ON, OFF)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익스프레션 페달 자동 캘리브레이션HOTKNOB� .� calibration

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를 선택합니다OFF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스위치 팁의 기능 선택 [EXPTIP] - AUX [SWITCH, PEDAL]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후면 패널에 위치한 인치 스테레오 폰 잭 HOTKNOB� .� 1/4

에 익스프레션 페달 혹은 최대 개의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EXP") 3 AUX� .�

익스프레션 페달 또는 스위치에 응답하려면 의 기능을 선택해야 합니다AUX� “tip” .�

디폴트는 입니다[PEDAL]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일련 번호 [SER *] - (H9-xxxxx)

버튼을 눌러 고유의 시리얼 넘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리 숫자가 HOTKNOB� H9� .�5

스크롤 됩니다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운로드하려면 이 .�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소프트웨어 버전[SW VER] - 

버튼을 눌러 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하십시오HOTKNOB� H9 .�

버튼을� 한� 번� 눌러�PRESETS� 에서 한 레벨 위인 메뉴로 갑니다UTILITY .�

버튼을� 두� 번� 눌러�PRESETS� 시스템 메뉴의 최상위 레벨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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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토리� 설정� 복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Restoring�

Factory� Settings/Software� Updates)

팩토리� 시스템� 설정� 복원(Restoring� Factory� System� Settings)

시스템 설정을 복원하려면 의 전원을 켜고 가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풋H9 [CLEAR]

스위치와 버튼을 동시에 누릅니다HOTKNOB� .

팩토리�프리셋�및�시스템�설정�복원(Restoring�Factory� Presets�and�System�

Settings)

주의 이 기능으로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프리셋을 덮어 씌워집니다� : .

팩토리 프리셋과 모든 시스템 설정을 복원하려면 가 표시될 때까지 오른쪽 [INITIA]

풋스위치와 빅 노브를 동시에 누르면서 의 전원을 켭니다H9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Software� Updates)

또는 를 통해 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Bluetooth,�USB� MIDI H9 .�

포트를USB� 사용하려면 전원을 켜기 전에 컴퓨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 .�

가 로 초기화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는 H9 MIDI .� www.eventide.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단(Diagnostics)

에 진단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진단은 자격이 있는 서비스 전문가H9 .�

를 위한 것입니다 진단을 실행하려면 왼쪽 풋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의 전원.� H9

을 켜고 진단을 실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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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Implementation� Chart�

모드 1� :� Omni� On,� Poly� 모드 2� :� OmniOn,� Mono O=Yes�

모드 3� :� Omni� Off,� Poly� 모드 4� :� Omni� Off,� Mono X=No

기능(Function)
전송

(Transmitted)
인식(Recognized)

언급�

(Remark)

Basic� Channel
디폴트�

변경

1-16

1-16

1-16

1-16

Mode
디폴트�
메시지�

변경

3
x

x

1
x

x

Note� Number True� Voice x x

After� Touch 키의� 채널
x

x

x

x

Pitch� Bender O O

Control�

Change
0:127 O O

CC0-CC9

9

Program�

Change
True� # O O

System�
Exclusive

O O

ID:XXh

Bulk�
Dump/�

Rcv� Only

System�
Common

Song� Pos

Song� Select�
Tune

X

X
X

x

x
x

System� Real�

Time

Clock

Command

O

X

O

x

Aux� Message

Locan�

ON/OFF
All� Note� OFF

Active� Sense�

Reset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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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Analog� I/O�

인풋 임피던스(Input� Impedance)�

600K� ohms� (mono� or� stereo)�

아웃풋 임피던스(Output� Impedance)

470� ohms�

권장 로드 임피던스(Recommended� Load� Impedance)

10K� ohms� or� greater�

Connectors�

Input� 1� (mono)� -� 1 4� inch� mono� phone� jack�⁄
Input� 2� -� 1 4� inch� mono� phone� jack⁄  
Output� 1� (mono)� -� 1 4� inch� mono� phone� jack�⁄
Output� 2� -� 1 4� inch� mono� phone� jack�⁄
Expression� Pedal� -� 1 4� inch� stereo� phone� jack�⁄
Mini� USB� -� Use� USB� 2.0� cables� only�

DC� Adaptor� Jack� -� 2.5mm� x� 5mm� center� pin� (+)�

MIDI� In� -� Five� pin� DIN� (Female) 
MIDI� Out/Thru� -� Five� pin� DIN� (Female)�

Power� Supply�

9� VDC,� 500� ma,� center� pin� (+)�

Dimensions�

English:� 5.25"(H)� x� 4.65"(W)� x� 1.96"(D)�

Metric:� 133(H)� x� 118(W)� x� 50(D)� mm�

Weight�

1.53� lbs,� 0.7� kG 

예고 없이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매뉴얼H9�

65

책임� 보증(LIMITED� WARRANTY)�

이븐타이드 스톰박스는 엄격한 품질 기준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수 년 간의 무고장 
서비스trouble-free� service를 보증합니다 매뉴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나 정상적으로 .� ,�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 보증권리를 사용하십시오,� .

보증� 내용� 및� 보증� 범위

는 위에 명시된 장치가 구매일로부터 년간 일반적인 사용 하에서 어Eventide� Inc. 1

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제작되었으며 어떠한 결함 있는 자재도 사용하지 않았
음을 보증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당사의 재량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은 수리 또.�

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작동 중에 기기가 결함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 ,�

키면 추가 부품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 없이 무료로 결함 기기를 수리합니다 이븐.�

타이드는 운송료 일부도 부담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

니다.

우리는 결함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 손해 및 부수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는 본 보증에서 배제됩니다 당사의 유일한 의무는 여기에 설명된 대로 ,� .�

결함이 있는 장치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 보증은 어떠한 원인으로 훼손된 것이든 기기의 물리적 손상을 보상하지 않습니
다 이 장비는 떨어뜨리거나 부딪히거나 힘을 주어 으스러뜨리거나 물에 빠뜨리.� ,� ,� ,�

거나 과도하게 높은 온도 전압 정전기 또는 전자기장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정밀 ,� ,� ,�

기기입니다 장치가 이러한 또는 다른 원인으로 인해 훼손되어 유상 수리로 간주되.�

면 수리에 정상적인 요금이 청구됩니다.

이 보증은 에서 또는 로부터의 운송 중 손상을 보증하지 않습니Eventide Eventide

다.

보증� 대상(Who� is� covered� under� the� warranty)

이 보증은 또는 이븐타이드 공식 딜러에게 새 기기를 구입한 원구매자에Eventide�

게 적용됩니다 보증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 기기의 구매 증명은 사용자의 책임입니.�

다 일반적으로 구매 송장 사본이면 증명이 충족됩니다.� .

시리얼 넘버가 훼손되거나 제거된 기기는 본 보증서에 의한 서비스 또는 보상을 받
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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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효력 시기(When the warranty becomes effective)

년의 보증 기간은 제품을 공식 이븐타이드 딜러에서 구매한 날부터 시작됩니다1 .�

또는 이븐타이드에서 직접 구매했다면 배송시작일에 배송 지연을 고려한 추가일수,�

가 더해져 계산됩니다 이는 보증 등록 양식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책임 보증 이행자(Who performs warranty work)

뉴저지 리틀 페리Little�Ferry에 위치한 이븐타이드Eventide� Inc.만이 이 보증에 입각한 책
임 보증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수리를 맡겼다면 또는 자가 .� (

수리 우리는 제 자나 귀하로부터의 부품 또는 노동력에 대한 지불 청구를 이행할 ),� 3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 내 배송(Shipping within the 50 United States)

귀하는 기기의 당사로의 배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착불 또는 배송을 .� COD�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빠른 배송 일반적으로 을 사용해 선.� ( United�Parcel�Service)

불로 이 기기를 귀하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미국 외 배송(Shipping outside the 50 United States)

해당 국가의 공식 딜러샵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 반환 전에 판매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제품을 당사에 반품하려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배송을 선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귀하가 세관 중개 및 관세를 포함한 모1.� .�

든 운송비용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기기를 우리에게 배송할 때는 합법적 배송 중.�

개업체로 미국 세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준비해야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 .�

화물 운송 업체는 미국 내에 이를 처리 할 수 있는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화물은 귀하에게 착불로 반환됩니다 운송 규정이나 지불 방법의 어려움으2.� .�

로 이것이 불가하면 적절한 금액이 선불로 요청됩니다 귀하가 화물 운송 업체를 .�

지정했어도 필요한 경우 우리는 대체 운송 업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보증은 귀하에게 특정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지역에 권리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 2013,� Eventide,� I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