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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푸트냄 주니어의 편지(A Letter from Bill Putnam Jr.)

당신의 음악 창작 경험의 한 부분으로 앰프 탑 박스OX� OX� Amp�Top�Box를 구입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음악 기기를 들이는 데에는 시간과 예산이 요구된다는 것을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당신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저의 아버지가 를 설립한 년대 초기부터 아날로그와 디지털 오디오 기술UA 1950 ,�

양자의 최고만을 제공하려는 최근 우리의 비전까지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군은 오,�

랜 역사를 거치며 가 지켜온 가치를 대변하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UA ..

옥스 앰프 탑 박스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볼륨에서도 당신의 진공관 앰프를 가장 
최적의 톤으로 연주하고 녹음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올 아날로그 .� -

리액티브 로드reactive�load인 는 앨범 퀄리티의 마이크와 스피커 캐비넷 에뮬레이OX

션인 의 다이내믹 스피커 모델링UA Dynamic�Speaker� Modeling과 내장 이펙트 그리UAD� ,�

고 그 외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는 기술이 창작에 장애물이 아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오고 있습니UA

다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오디오 기기를 발명하며 구체화시킨 이상이기도 합니다.� .�

우리는 앰프 탑 박스의 놀라운 기타톤과 든든한 신뢰성이 당신의 창작 워크플OX�

로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웹사이트인 과 소셜미디어 계정으로 편하게 연락하기 바랍www.uaudio.com

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제품을 구입해주셔서 다.� .�

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을 담아

빌 푸트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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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Welcome to OX Amp Top Box!)

전설적인 스튜디오 기타톤을 당신의 앰프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 , 
볼륨에서도(Get Legendary Studio Tones from your Tube Amp - Anywhere, at Any 
Volume)

는 프리미엄 리액티브 로드 박스OX reactive� load�box이자 기타 레코딩 시스템으로 여,�

러분이 즐겨 쓰는 진공관 앰프에서 완벽한 스튜디오 마이킹 톤을 이끌어 냅니다.�

는 깔끔하고 우렁찬 클린톤부터 풀크랭크 업 직전의 게인 톤까지 어떤 볼륨에OX ,�

서도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앰프를 마이크 룸 스피커 캐비넷 에뮬,� ,�―
레이션을 적용시킨 가장 멋진 사운드― sweet� spot에서 연주하고 녹음할 수 있게 합니
다.� �

유니버설 오디의 획기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Dyn amic� Speaker� Modeling이 탑재된 
는 스피커 드라이브OX Speaker�driver 브레이크 업과 콘 크라이,� cone�cry를 생생하게 재현

시킨 첫 번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피커 감쇄기,� speaker�attenuator이자 기타 
앰프 레코딩 솔루션입니다.�

이제� 아래의� 내용이� 가능합니다(Now� You� Can:)

! 어떤 환경이나 어떤 볼륨에서도 풀 다이나믹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진공관 앰프,�

의 스윗 스팟sweet� spot에서 연주하고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 마이크와 기타 캐비넷이 멋지게 조합된 놀라운 사RIG�

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 마이킹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와 에서 개가 넘는 멋진 커스텀 릭iPad Mac 100 Rig을 살펴보고 이를 수정 저장,�

할 수 있습니다.

! 다이나믹 룸 모델링 스피커 브레이크 업 콘 크라이로 구현된 생생한 파괴 UA� ,� ,� “

직전의 게인edge� of� destruction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세계� 최고의� 리액티브� 로드� 박스(The� World’s� Best� Reactive� Load� Box)

수십 년 동안 아날로그 하드웨어 기술 전문가로 재직해온 유니버설 오디오의 드
림팀 엔지니어들이 감쇄 정도와 상관없이 진공관 앰프 고유의 톤 다이나믹 그,� ,� ,�

리고 느낌을 재현한 리액티브 로드 박스를 설계했습니다 진공관 앰프가 를 .� OX

지속적인 가변 임피던스― variable�impedence와 응답성을 갖춘 실제 캐비넷처럼 ― 
인식“ see 해 앰프 특유의 톤이” 나 연주 다이나믹을 조금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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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였습니다.

기타� 레코딩� 시스템의� 완성(A� Complete� Guitar� Recording� System)�

의 전면에 위치한 포지션 컨트롤로 완성된 설정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OX 6- RIG�

습니다 이 설정에는 에뮬레이션된 스피커 캐비넷 근접 마이크 앰비언트 룸 마이.� ,� ,�

크 최대 개까지 동시 사용 가능한 스튜디오 이펙트가 포함됩니다 는 전문적,� 4 .�OX

으로 배치된 룸 마이크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타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세계적인 트.�

래킹 레코딩 룸에서 크랭크된 앰프가 공기를 밀어 올리는 특별하고 생생한 느낌을 
경험하세요.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Dynamic� Speaker� Modeling)

의 획기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으로 진공관 앰프톤의 정수인 스피커 브레UA

이크업speaker�breakup 드라이브 콘 크라이,� ,� cone�cry가 충실하게 모방되었습니다 앱.�OX�

의 스피커 브레이크업 노브Speak� Breakup� Knob로 단조로운 임펄스 리스폰스 시스템
Impulse� Respon se� system을 훌쩍 뛰어 넘습니다 실제 스피커 캐비넷에서 발생하는 것과 .�

동일한 현상인 특정 주파수와 볼륨에서 발생하는 하모닉스와 복합적 음향을 다양
한 스피커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프트웨어� 앱(A� Beautiful� Software� App)�

대부분의 기타 관련 기어는 디지털로는 다소 어색합니다 못생긴 데다 이해할 수 .�

있을 만큼 소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앱은 와이 파이 설정으.� OX� -

로 의 모든 세팅을 쉽고 직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나 에서 OX RIG .� iPad Mac

수백의 프리셋을 변경 저장 그리고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개,� ,� .� 6

의 톤을 전면의 노브에 저장해 무대나 녹음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OX� RIG�

다.

연결(The� Right� Connections)�

앰프 탑 박스는 크랭크업 된 앰프로 조용히 연습할 수 있는 전면의 헤드폰 잭 OX�

뿐 아니라 레코딩과 라이브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결을 갖추고 있습니다,� .�

와 옵티컬 를 이용한 스테레오 디지털 출력 전면에서 레벨 RCA TOXLINK S/PDIF� ,�

제어가 가능한 밸런스 스테레오 아웃풋으로 스튜디오 모니터 라이브 TRS� ,�DAW,�

믹싱 콘솔 인풋에 필요한 모든 연결이 가능합니다.�



OX Amp Top Box 7

이 매뉴얼에 대해서(About OX Documentation)

이 매뉴얼은 하드웨어 연결과 운영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한 주요 내OX�

용을 담고 있습니다.�목차(Table of Contents)를 참고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세요.

매뉴얼의 다른 섹션이나 외부 웹페이지로의 링크는 블루 텍스트로 강조되어 있습
니다 링크를 클릭해 관련된 품목으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

팁: 링크된 항목에서 이전으로 돌아가시려면 리더의 버튼을 사용하세요PDF “back” 

비디오나 지식 본부knowledge�base의 자료와 같은 부차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나 기술 ,�

지원팀과 연락하려면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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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시 주의사항(Critical Operation Notes)

경고 부정확하게 를 연결하거나 운용하면 여러분의 앰프OX , 
그리고 연결된 기기에 영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OX, . 

유니버설 오디오는 잘못된 연결과 운용으로 인한 손상을 책임지
지 않습니다 를 연결하고 사용하기 전에 이 챕터의 주요 정보. OX
를 꼭 숙지하세요! 

�

주의� 사항: 기기�손상을�피하기�위해� 꼭� 숙지하세요� (Avoid�Equipment� Damage)

앰프� 아웃풋� 로드(Amp� Output� Load)

기타 스피커나 와 같은 아웃풋 로드OX output�load 없이 진공관 앰프를 절대로 사용하�

지 마세요 아웃풋 로드 없이 사용하면 진공관 앰프에 영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주의: 스피커 아웃풋으로 기타 스피커나 를 연결하거나 연결 해제할 때는 반드시  OX
진공관 앰프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의�OX FROM� AMPLIFIER 인풋잭� (OX's� Red� FROM� AMPLIFIER� Input� Jack)

진공관 앰프의 고출력 스피커 아웃풋을 의 인풋잭 외에 다OX FROM�AMPLIFIER�

론 곳에 연결하시 마십시오 이 잭의 너트는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입력만을 강조.�

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 아웃풋� 잭OX TO� SPEAKER� (OX’s� TO� SPEAKER� Output� Jack)

의 고출력 아웃풋 잭을 기타 스피커 캐비넷 외 다른 곳에 연결하OX TO�SPEAKER�

지 마십시오 다른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앰프� 정격� 출력(Amp� Power� Rating)�

와트 아웃풋이 넘는 진공관 에는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는 와트 150 RMS� OX .�OX 150

혹은 그 이하의 출력을 지닌 앰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MS� .

스피커� 케이블� 인써트(Speaker� Cable� Insertions)�

인치 스피커 케이블 플러그를 반쯤 꽂거나 첫 번째 클릭에만 걸리도록 하지 마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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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적절한 앰프 로딩을 위한 그라운드 로딩.� ground�loading을 위해 앰프 스피커 아웃
풋에서 나온 케이블은 의 OX 빨간색 잭에 완전히 삽입되어야 �FROM� AMPLIFIER�

합니다.

스피커� 케이블(Speaker� Cables)�

의 고출력 와 연결에는 고품질 게이지OX FROM�AMPLIFIER TO�SPEAKER� 12-16�

의 언쉴디드 인치 모노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보통 이런 케이블에는 1/4 TS� .�

라고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Speaker” .�

팁 보통의 경우 스피커 케이블이 길수록 케이블 게이지가 작아집니다 작은 게이지: , ( =
큰 전선) 

스피커� 정격� 출력(Rated� Speaker� Power)

의 아웃풋에 연결된 앰프보다 현저히 낮은 출력의 스피커를 연결OX TO�SPEAKER�

하지 마세요 스피커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

습기과� 물기(Moisture� and� Liquids)

를 높은 습기나 물기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위에 음료수를 올려두지 않는 OX .� OX�

습관을 들이십시오 기기에 음료가 쏟아지면 소켓에서 즉시 파워 코드를 뽑으.� ,�AC�

세요.

�

에어플로어를� 서늘하게(Cooling� Airflow)�

의 환기구나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막지 마세요 앰프의 아웃풋이 의 무팬 어테OX .� OX

뉴에이터 회로에 열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열기를 분산하기 위해 환기구가 반.�

드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Solid� State� Amplifiers)�

솔리드 스테이트 앰프 진공관을�사용하지�않는�앰프( )와 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OX

이로 인한 문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는 진공과 앰프 사용에 최적화되도록 설.�OX

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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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 기기 손상 방지 – (Important Notes - Reduce Equipment Wear)

파워� 감쇄기� 회로� 손상(Circuit� Wear� with� Power� Attenuation)�

아웃풋 파워를 감쇄하지 않고 사용하면 앰프 감쇄기의 회로도는 앰프에 가해지는 
것과 똑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앰프가 지속적으로 고출력으로 사용되면 앰.�

프를 이루는 부품의 수명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기나 저항.�

으로 진공관 튜브 캐퍼시터,� capacitor 트랜스포머,� Transformer의 손상도는 감쇄기 회로도
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팁 진공관 앰프의 스윗 스팟 은 고출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끝까지 : (sweet spot) . “
출력을 올린 앰프가 언제나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력일 때 (dimed)” . 
더 좋은 톤이 만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공관의 수명도 길어집니다. . 

저항(Impedance)�

의 임피던스OX IMPEDANCE 노브를 진공관 앰프의 저항과 맞춥니다 마찬가지로 � .� OX

의 앰프 스피커 아웃과 연결된 스피커의 총저항값은 옥스의 TO� SPEAKER�

노브와 일치되어야 합니다IMPEDENCE� .� �

많은 진공관 앰프는 저항수치(4 , 8 , 16Ω Ω Ω 가 각기 다른 다중 스피커 아웃풋을 )

지원합니다 스피커 아웃풋 저항이 확실치 않을 때는 의 노브를 .� OX IMPEDANCE�

옴에 맞추십시오8 .

다중 스피커 연결시 멀티�스피커� 캐비넷과� 같은�경우( ) 총저항값은 스피커가 어떻게 연결되었느�

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개의 옴 스피커가 직렬로 연결되면 총저항값은 .� 2 8

옴이 되며 병렬로 연결 시에는 총저항값이 옴이 됩니다1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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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스타트(Quick Start)

 주의: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려면 를 연결하거나 사용 전에 , OX 사용시 주의사항
(Critical Operation Notes)을 먼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은 의 기초 사용을 위한 간략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각 노브 스위치 잭과 OX .� ,� ,�

관련된 세부 내용은 제어와 연결(Controls & Connectors)을 읽어주세요.�

중요 설정 단계(Important Setup Steps)

다음의 단계를 따라 와 진공관 앰프를 올바르게 연결하고 전원을 공급합니다OX .�

시각 참고 자료가 필요하면 다음 장의 앰프와 스피커 연결(Amp & Speaker Connections)
과 아웃풋 연결(Output Connections)의 다이어그램을 참조하세요.�

�주의: 스피커 아웃풋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연결을 해제 전에 반드시 진공관 앰�

프의 전원을 내려주세요.

1. 진공관 앰프의 전원을 끕니다.

2. 동봉된 파워서플라이를 후면부에 위치한 콘센트와 전원 입력 잭에 연결OX� AC�

합니다.

3. 후면부의 노브를 앰프 스피커 아웃풋의 저항값과 매칭시킵니OX� IMPEDANCE�

다 그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옴에 맞춥니다.� 8 .�

4. 인치 스피커 케이블로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과 의 후면부에 위치1/4 OX

한 빨간색 FROM� AMPLIFIER를 연결합니다.�  
5. 의 스피커 볼륨OX SPEAKER� VOLUME 라인 아웃,� LINE� OUT 헤드폰 노브를 에 맞춥니,� 0

다.

6. 의 아웃풋을 원하는 곳에 연결합니다OX .[아웃풋 연결(Output Connection)을 참
조하세요]

7. 후면부의 파워 스위치를 켜고 그 다음에 진공관 앰프의 전원을 올립니다OX� ,� .�

위와 같은 셋업을 따른 후 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공관 앰프와 의  OX .� OX

수치를 원하는 대로 조정하세요.

주의: 앰프가 원하는 만큼의 음량이 아니거나 이 예상과 다르다, SPEAKER VOLUME
면 예를 들어 라인 모노 아웃풋의 레벨이나 앱의 시그널 레벨이 변경되거나 스피( / OX , 
커 볼륨이 매끄럽게 변경되지 않는다면 앰프의 스피커 아웃이 ), 아웃풋 SPEAKER 
잭이 아닌 의 빨간색 인풋잭으로 제대로 연결되었는지 확인OX TO FROM AMPLIFIER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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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노트(Setup� Notes)

! 풀컬러 퀵스타트 가이드와Quick�Start�Guide�릭 컨트롤 캡 마이크 프리셋&� Rig�Control�

Cab� &� Mic� Presets은 여기를 눌러 다운받으세요.� �

! 의 파워 연결을 잊지 마세요 는 외장 파워서플라이로 전원을 공급받OX AC� .�OX

아 구동됩니다.

�  
앰프� 스피커� 연결(Amp� &� Speaker� Connections)�

주의 스피커 아웃풋을 이용한 연결과 연결 해제 전 반드시 진공관 앰프의 : , 
전원을 끄세요.

와 앰프 스피커 캐비넷의 연결  OX , 

앰프와 스피커 연결시 주의 사항(Amp & Speaker Connection Notes) 

주의 장비의 손상이나 청력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앰프와 정확한 순서: OX 
로 연결하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사항은 . 중요 설정 단계(Important Setup 

Steps)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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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고출력  와 연결에는 반드시 에서 OX FROM�AMPLIFER TO�SPEAEKR� 12 16

게이지의 고품질 모노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보통 1/4”� TSTip-sleeve� .�

이런 케이블에는 라고 프린트되어 식별하기 용이합니다“Speaer” .

팁: 보통의 경우 스피커 케이블이 길수록 케이블의 굵기가 얇아집니다 작은 게이지 .( =
큰 전선)

! 콤보 튜브 앰프 스피커와�앰프가�함께� 있는� 앰프( )와 의 연결 시에는 메일OX TO�SPEAKER� -

투 피메일 익스텐션 케이블- 포함되지� 않음( )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웃풋 연결(Output Connections)

팁 의 모든 연결은 취사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아웃풋을 연결하기만 : OX .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아웃풋 연결OX 

기타� 스피커� 캐비넷(Gutar� Speaker� Cabinet)

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 후면부의 잭과 기타 스피커 1/4 ,�OX� TO� SPEAKER�

캐비넷을 연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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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모니터� 아웃풋/ (Line� /� Monitor� Outputs)

후면부의 잭에는 스테레오 모니터 시스템 컴퓨터 오디오 인OX� LINE/�MON�OUT� ,�

터페이스 혹은 다른 오디오 기어를 연결 합니다 쉴드 처리된 인치 밸런스 ,� .� 1/4 TRS�

혹은 언밸런스 라인 악기 케이블을 사용합니다TS� /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헤드폰(Headphones)

전면부의 헤드폰잭에 인치 스테레오 헤드폰을 연결합니다OX� 1/4 .

디지털� 아웃풋S/PDIF� (S/PDIF� Digital� Outputs)

후면부의 디지털 아웃풋에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디지OX� S/PDIF�

털 오디오 기어를 연결합니다 옵티컬 아웃풋과 코엑시얼.� TOSLINK� coaxial 아� RCA�

웃풋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노브(Control Knobs)

RIG 
캐비넷 마이크 룸 이펙트가 모두 + + +
완결된 개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음6 . 

SPEAKER VOLUME 
에 연결된 기타 스피커 볼륨을 조절 에 OX . 0

맞추면 무음으로 사용 가능 

ROOM 
스튜디오 앰비어스 마이킹을 
제어

LINE OUT 
의 스테레오 라인 모니터 OX /

아웃풋을 LINE/MON 
조절합니다

HEADPHONE 
연결된 스테레오 
헤드폰의 볼륨 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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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용(Quick Operation Notes)

팁: 노브와 잭의 세부 내용은 OX 제어와 연결(Controls & Connectors)을 참고하세
요. 

! 과 노브는 의 기타 스피커 아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릭 프리셋RiG ROOM� OX .�

사운드는  의 헤드폰 아웃 디지털 아웃으로만 출력됩니다OX ,� Line/Mon� ,� .� OX

의 기타 스피커 아웃풋은 순수 아날로그 앰프 톤입니다.�

! 프리셋 설정을 변경하면 의 헤드폰 아웃풋 디지털 아웃풋의 RIG� OX ,� line/mon� ,�

레벨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앱으로 설정.� OX� RIG�

을 변경할 때는 볼륨이 크다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소프트웨어 앱으로 디지털 아웃풋 레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OX� .� �  
�  

무료� 소프트웨어로�릭�세팅을�변경하고� 저장하기OX� (Tweak�and�Save�Your�Rigs�

with� Free� OX� Software)

는 과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OX Mac iPad . 제품�등록이�(OX�

필수) 의 빌트 인 와이 파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앱으로 프리�OX - - OX� RIG�

셋을 불러내고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 .� 소프트웨어 앱OX 
(OX Software APP)을 참조하세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OX� (Get� the� OX� Software� App)

! 에서는 Mac www.uaudio.com/ox/app을 방문하세요.

! 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를 검색하세요iPad “OX� Amp� Top� B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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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연결(Controls & Connectors)

Note: 전원과 셋업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빠른 시작(Quick Start)을 참조하세요.

전면부(Front Panel)

아래 일러스트레이션을 참고하세요.

전면부의 구성OX 

릭(RIG)� (1)�

노브의 개의 포지션은 각각 캐비넷 마이크 룸 이펙트 설정이 모두 완료된 프RIG� 6 / / /

리셋을 불러옵니다 톤은 헤드폰.� RIG� HEADPHONE 라인 모니터,� / LINE/� MON 그리고 ,�

아웃풋으로만 출력되고 투 스피커S/PDIF� ,� TO� SPEAKER 아웃풋으로 전달되지 않습니�

다.

노브에 설정된 개의 팩토리 프리셋 목록을 확인하거나 각 프리셋의 캐비넷RIG� 6 ,� /

마이크 룸 이펙트 설정을 변경하려면 / / 디폴트 릭 컨트롤 캡 마이크  프리셋& (Default 
RIG Control Cab & Mic Presets)을 참조하세요.

Tip 소프트웨어를 통해 설정을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OX RIG .  

릭� LED(RIG� LED)� (2)�

노브 아래 는 어떤 동작이 실행중인지를 깜빡임으로 알려줍니다 정상 작RIG� LED .�

동 중에 나타나는 상태가 아래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LED� .

Note: 아래 언급되지 않은 상태의 상태는 RIG LED 기술 지원팀UA (Technical 
Support)에 문의하세요. 



OX Amp Top Box 17

RIG LED 표시 내용 주의Notes 
꺼짐 에 전원이 연결되지 OX

않음
후면부의 파워 스위치가 내려져 있거나  

아답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수 AC 
있음. 

초록색 연속( ) 이 수정되지 않음RIG 노브로 로딩되고 실행중인 릭이 RIG 
저장된 상태에서 변경되지 않았음 

노란색 연속( ) 이 수정됨RIG 실행중인 릭이 노브나 앱을 ROOM OX 
통해 수정되었으며 저장되지는 않음 , 

노란색 깜빡임( )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실행중
초록색 깜빡임( ) 재설정 중이며Wi-Fi , 

사용자의 확인을 
기다리고 있음

리셋 스위치를 초안에 다시 눌러 10 WI-FI 
재설정을 확인

빨간색 깜빡임( ) 공장 초기화factory 
중이며 사용자의 reset , 

확인을 기다리고 있음

리셋 스위치를 초 안에 다시 눌러 공장 10
초기화를 확인

룸(ROOM)� (3)�

노브는 스튜디오 안의 공간의 울림ROOM� ambience�&�air을 마이크로 수음한 양을 제
어합니다 수치를 올릴수록 룸의 울림이 증가하고 수치를 내릴수록 드라이한 근접 .� ,�

마이킹 소리가 됩니다.�

사운드를 조절하면 가 노란색으로 깜빡여 실행중인 의 ROOM� ROOM� LED ,� RIG

프리셋 수치의 변화를 알립니다ROOM� .� �

사운드는 라인 모니터 헤드폰 그리고 아웃풋으로 출력됩니다ROOM� / ,� ,� S/PDIF� .�TO�

아웃풋으로는 출력되지 않습니다SPEAKER� .�

팁: 소프트웨어 앱으로 설정을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OX ROOM . 

스피커� 볼륨(SPEAKER� VOLUME)� (4)�

이 노브로 의 후면부 아웃풋 잭에 연결된 기타 스피커의 볼륨을 OX TO�SPEAKER�

제어합니다 개의 노브 포지션과 개의 세심하게 설계된 감쇄.�6 5 attenuation 레벨을 이�

용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 1 Position�1이 가장 작고 조용한 세팅이며 포지션 .� 5 Position�5가 가장 큰 세팅입
니다 포지션 .� 0 position� 0에서는 스피커가 꺼진 무음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스빈다..

스피커 볼륨SPEAKER�VOLUME은 디지털 섹션으로 라우팅되는 시그널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시그널은 스피커 볼륨 전에 디지털 섹션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

문에 라인 모니터/ LINE/MON, 헤드폰� Headphone 의 아웃풋 레벨 변경 없이도 기,� S/PDIF ,�

타 스피커의 볼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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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기타 스피커 볼륨은 앰프의 출력 아웃풋 임피던스 기타 스피커 임피던스 그리: , , , 
고 후면부의 임피던스 노브 수치를 모두 합친 값으로 결정됩니다OX . 

라인� 아웃(LINE� OUT)� (5)�

후면부의 라인 모니터OX� / LINE/MON� 아웃풋을 이 노브로 제어합니다 라인 아웃은 .�

의 스피커 헤드폰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OX ,� ,� S/PDIF� .�

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에 위치시키면 라인 모니터 아웃풋은 “0” /

꺼집니다.�

헤드폰� 노브(HEADPHONE� Knob)� (6)�

이 노브는 의 전면부 스테레오 헤드폰 아웃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헤드폰은 OX .� OX

의 스피커 라인 모니터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지 않스빈다,� / ,� S/PDIF� .

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려 에 위치시키면 헤드폰은 꺼집니다“0” .�

헤드폰� 아웃풋(HEADPHONE� Output)� (7)�

스테레오 언밸런스 아웃풋 잭은 표준 인치 스테레오 헤드폰으로 입력됩니TRS� 1/4

다 헤드폰 볼륨은 잭 위쪽의 헤드폰 노브.� HEADPHONE� knob로 조절합니다.�

중요 세팅 혹은 프리셋을 바꾸면 헤드폰 아웃풋의 레벨이 급격하게 바뀔 수 수 : RIG 
있습니다 헤드폰 아웃의 볼륨을 크게 하고 의 수치를 수정할 경우 노브 혹은 . RIG (RIG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OX ), .

전원� 램프(POWER� Lamp)� (8)�

가 후면부의 파워에 제대로 연결되고 파워 스위치가 쪽으로 올려지면 OX AC� ,� UP�

전원 램프가 켜집니다 전원이 꺼지면 램프도 꺼집니다 시스템 스타트 업 중에 .� .� OX

의 아웃풋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중요 의 아웃풋은 에 전원이 공급되고 시스템 스타트 업이 완료되었을 때 활성화OX OX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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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부(Rear Panel) 

아래 일러스트레이션을 참조하세요.

후면부 구성OX 

POWER� Switch� (9)�

이 토글 스위치로 의 전원을 켭니다 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포함된 외장 파워 OX .�OX

서플라이를 에 바르게 연결해야 합니다10 .�

중요: 아웃풋이 활성화되려면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OX . 

파워 스위치가 위로 올려지면 전원이 공급되며 전면부 파워 램프POWER�lamp 가 켜(8)

지며 파워 스위치가 아래로 내려지면 파워 램프가 꺼집니다,� .�

의 전원이 켜지면 시스템 스타트업이 시작됩니다 시스템 시동 중에는 의 아OX .� OX

웃풋은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스타트업이 완료되면 파워 램프가 켜지고 아웃풋 램.�

프가 활성화됩니다.�

노트: 전원이 꺼지면 는 에서 옴을 로드해 언로디드된 앰프 OX FROM AMPLIFIER 16
아웃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 손상을 방지합니다. 

전원� 인풋(POWER� Input)� (10)�

주의: 전원 인풋에는 반드시 동봉된 외장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합니다 다른 .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면 가 파손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상은 보상되지 OX ,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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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잭에는 동봉된 의 외장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그가 입력됩니다 는 4- XLR� OX .�OX

볼트 전원이 필요하며 파워 서플라이는 대략 와트의 전류를 사용합니다12 DC� 18� .

동봉된 파워 케이블을 외장 파워 서플라이와 파워 전원부에 연결합니다IEC� AC� .�

노트: 전기 적합성 준수를 위해 다음의 문구가 제공됩니다 전원 입력은 일차 절연 . “
장치입니다.”

와이 파이� 상태�- LED(Wi-Fi� Status� LED)� (11)�

이 는 의 빌트인 와이 파이 네크워크의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정상 동작시 LED OX - .�

나타나는 의 상태가 아래 제시되어 있습니다 와이 파이 네크워크 사용법LED .�OX� -

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참조하세요OX� .

Note: 아래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는 Wi-Fi LED UA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에 
연락해 주세요. 

Wi-FI LED 표시 내용 Notes 
꺼짐 네크워크 연결 없음 의 내부 와이파이 핫스팟과 연결된 기기가 OX

없으며 는 외부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 OX
않음

파란색 연속( ) 핫스팟 연결 의 내부 와이파이 핫스팟과 기기가 연결됨OX
초록색 연속( ) 외부 네트워크 연결 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됨OX
초록색 깜박임( ) 외부 네트워크 연결이 

시도되고 있음
가 앱에서 선택한 외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OX

연결 시도 중임

리셋� 스위치(Reset� Switch)� (12)�

이 작은 푸쉬 버튼 스위치는 의 와이 파이 세팅을 리셋하거나 를 공장 초기OX - ,�OX

화시킬 때 사용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문제 해결(Troubleshooting)을 참조하
세요.

노트: 정상 작동 중에는 리셋이 필요치 않습니다. 

타잎 포트USB� -B� (USB� Type-B� Port)� (13)�

이 포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타잎 포트USB� -A� (USB� Type-A� Ports)� (14)�

이 포트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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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아웃풋S/PDIF� (S/PDIF� Digital� Outputs)�

디지털 출력 포트는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기타 디지털 기기의 디지S/PDIF�

털 인풋으로 의 스테레오 아웃풋 시그널을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지털 아OX .�

웃풋에서 출력되는 스테레오 시그널은 라인 모니터 헤드폰 아웃풋에서 출력되는 / ,�

시그널과 동일한 스테레오 시그널입니다 두 개의 디지털 아웃은 동일한 스테레오 .�

시그널을 출력시키며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시그널의 레벨은 소프트웨어 앱의 마스터 페이더로 제어합니다 디지털 OX� .�

레벨은 의 외장 컨트롤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OX .�

노트: 디지털 아웃풋의 샘플 레이트는 에 고정되어 있습니다44.1 kHz . 

팁: 를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인풋으로 연결하면 아폴로 콘솔의 OX S/PDIF , 
채널 스트립에서 리얼타임 샘플 레이트 변환 기능이 활성화되S/PDIF (SR CONVERT) 

어 는 아폴로의 샘플 레이트와 호환됩니다, OX .  

코엑시얼� 디지털� 아웃풋S/PDIF� (Coaxial� S/PDIF� Digital� Output)� (15)�

이 스테레오 디지털 아웃풋잭으로 옴 코엑시얼 S/PDIF� 75- RCA(phono) 디지털 오디�

오 케이블의 입력을 받습니다.�

팁: 의 스테레오 아웃풋 시그널이 이 포트를 통해 유니버설 오디오의 아폴로 파이어OX
와이어FireWire와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포트에 디지털로 연결됩니다8 S/PDIF . 

노트: 디지털 오디오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옴 케이블을 사용해 최상의 결과를 75 RCA 
얻으세요.

옵티컬� 디지털� 아웃풋S/PDIF� (Optical� S/PDIF� Digital� Output)� (16)�

이 스테레오 디지털 아웃풋은 옵티컬 케이블의 입력을 받습니다S/PDIF� TOSLINK� .

팁: 의 스테레오 아웃풋 시그널은 이 포트를 통해 유니버설 오디오의 아폴로 트윈OX
Apollo� Twin 아폴로 트윈 아폴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옵티컬 인풋에 , MKII, 8P S/PDIF 
디지털로 연결됩니다. 

중요: 옵티컬 케이블은 포맷의 디지털 연결에 사용되지만 이 포트  TOSLINK ADAT , 
아웃풋인 포맷은 옵티컬 인풋과 호환되지 않습니다S/PDIF AD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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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 스위치� 인풋(FOOT� SWITCH� Input)� (17)�

이 인풋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투� 스피커� 아웃풋(TO� SPEAKER� Output)� (18)�

주의: 이것은 고출력 아웃풋입니다 이 아웃풋을 스튜디오 모니터의 인. 
풋 오디오 믹서 스피커 오디오 인터페이스 컴퓨터 혹은 동종의 , , PA , , 
인풋에 절대로 연결하지 마세요 이 아웃풋은 기타 스피커 캐비넷에만 .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결된 앰프 보다 현저하게 낮은 출력의 기타 스피커 캐비넷을 이 아웃풋에 : 
절대로 연결하지 마세요.  

중요: 고출력 연결에는 게이지의 고품질 인치 모노 TO SPEAKER 12-16 1/4 TS
tip-sleeve�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보통 이런 케이블에 라고 프린트되. "Speaker"
어 있습니다.

의 리액티브 로드OX reactive� load로 감쇄된 기타 앰프의 스피커 시그널이 여기(To�

에서 출력됩니다 고품질의 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해 이 잭과 기Speaker) .� 1/4

타 스피커 캐비넷을 연결하세요.

전면부의 스피커 볼륨OX� SPEAKER� VOLUME� 노브 이 아웃풋의 볼륨을 제어합니다fh� .� �

노브가 최소치 에 있으면 스피커 연결이 꺼지고 무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0) .

의 와 잭은 순수 아날로그 시그널입니다 이 OX FROM�AMPLIFIER TO�SPEAKER� .�

아웃풋은 캐비넷 마이크 룸 이펙트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은 드라이 시그널이기 때/ / /

문에 의 과 노브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OX RIG ROOM� .� �

스피커� 아웃풋� 관련� 사항(SPEAKER� Output� Notes)

! 스피커 볼륨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타 스피커 캐비넷을 연결하기 ,�

전에 앰프의 볼륨 노브나 의 스피커 노브 수치를 줄입니다OX .

! 이 아웃풋은 기타 스피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풀 레인지.� - full-range1) 플�
랫 리스폰스- flat-response2) 스피커 연결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임피던스� 노브(IMPEDANCE� Knob)� (19)�  

1) 풀 레인지 한 개의 스피커 유닛으로 전 가청 대역 전부를 재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네이버 오디오 용어사전 - : . - 
2) 플랫 리스폰스 주파수 특성이 평탄한 것 네이버 파퓰러음악용어 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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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지션 노브는 의 인풋3- OX FROM�AMPLIFIER� 그리고�진공관�앰프의�스피커�아웃( )에 적용
되는 리액티브 로드 저항 reactive�load�impedance�수치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옴.� 4,� 8,� 16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 임피던스와 임피던스 노브의 수치를 맞추세요.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 임피던스가 정확하지 않으면 의 임피던스 노브를 옴에 , OX 8
맞추세요.  

프롬� 앰플리파이어� 인풋(FROM� AMPLIFIER� Input)� (20)�

경고: 진공관 앰프와 의 영구 손상을 막으려면 아래 지시사항을 따르세요OX .

! 전원 끄기 스피커 아웃풋으로 연결 혹은 연결 해제 전에 반드시 진공관  
앰프의 전원을 끕니다. 

! 기타 스피커나 와 같은 아웃풋 로드 없이 진공관 앰프를 OX 사용하지 
마세요. 

! 인치 스피커 케이블 플러그를 1/4 제대로 꽂지 않고 반 쯤 넣거나 첫 클릭 정도에서 
그치지 않도록 합니다 스피커 케이블 플러그를 끝까지 제대로 연결해 올바른 그라. 
운드 리턴ground� returns3)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를 와트 파워가 넘는 앰프와 OX 150 RMS 연결하지 마세요. 

이 잭은 의 리액티브 로드 인풋OX reactive�load� input입니다 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 1/4

이용해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과 이 빨간색 인풋 잭을 연결하세요 여기에 .�

리액티브 로드로 감쇄된attentuated�시그널이 입력되어 의 잭으로 ,�OX SPEAKER�OUT�

전송됩니다.�

중요: 고출력 연결에 애서 게이지의 인치 모노 FROM AMPLIFIER 12 16 1/4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보통 이런 케이블에는 라고 TS(tip-sleeve) . "Speaker"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노트: 전원이 꺼지면 의 인풋은 옴을 로드해 언로드된 앰프 OX FROM AMPLIFIER 16 , 
아웃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의 손상을 막습니다. 

3) 그라운드 리턴 직류 전신 통신로 형성 방식의 하나로 왕복 두 가닥의 선에 의해  : earth return, ground return. , 
루프를 형성하지 않고 대지로 귀로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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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모니터� 아웃풋/� (LINE/MONITOR� Outputs)� (21)�

왼쪽과 오른쪽 아웃풋은 스튜디오 모니터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LINE/MON� ,� ,�

혹은 다른 오디오 기기와 같은 아날로그 라인 레벨 스테레오 인풋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둘 다 인치 밸런스 .� 1/4 TRS tip-ring-sleeve 혹은 언밸린스 ,� TS tip-sleeve�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아웃풋의 레벨은 프론트 패널의 노브로 제어됩니다 최소 수치 OX� LINE� OUT� .�

에서 아웃풋은 꺼집니다(0) .

노트: 반드시 차폐된shielded 라인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을 사용하세요 차폐되지 않은  / .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세요.

와이 파이� 주소- (Wi-Fi� Address)� (22)�

의 빌트 인 무선 와이 파이 네크워크의 핫스팟 이름 과 비밀번호가 여기OX - - (SSID)

에 프린트되어 있습니다 이 로그인 정보는 의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연결 시 .� OX

필요합니다.� � �

노트: 모든 유닛은 독특한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OX . 

팁: 의 초기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는 소프트웨어 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OX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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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앱OX (OX Software App)
는 와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OX Mac iPad 제품�등록�필수(OX� )를 제공합니

다 의 빌트 인 와이 파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 의 릭.�OX - - OX rig에 무선으로 접속하
고 이를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과 설정을 심도 깊게 수정할 수 있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OX� RIG ROOM� ,�

수의 기타톤을 만들 수 있으며 수백의 릭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정밀하,� .�

게 디자인된 개의 디폴트 릭은 앨범 퀄리티의 다채로운 기타톤을 제공합니다100 .�

이 디폴트 릭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커스텀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앱으로 의 노브의 개 슬롯에 개별 릭을 저장해 앱이 없는 상황에서도 OX� OX RIG� 6 ,�

가장 선호하는 릭을 빠르게 불러 올 수 있습니다 릭 셋.� Rig� Sets을 쉽게 구성할 수 
있해 무대나 스튜디오에서 단독 사용시 개의 릭을 노브 슬롯에 빠르게 설정,��6 RIG�

시킬 수 있습니다.

앱을 의 빌트 인 와이 파이 핫스팟에 직접 연결해 를 제어할 수도 있으OX� OX - - OX

며 기존에 사용 중인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와 혹은 를 연결하는 방,� - OX Mac� iPad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앱의 특징OX (OX App Features)

와이 파이를 통해 혹은 에서 앰프 탑 박스의 전 기능을 완벽하게 제- iPad� Mac OX�

어할 수 있습니다.

! 여개가 넘는 앨범 퀄리티의 릭 프리셋을 손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100 .

! 빈티지 그리고 모던 사양의 클래식 스피커 캐비넷을 를 선택할 수 있,� NOS,� 17

습니다.

! 개의 부띠크 마이크8 다이렉트�마이킹)와 개의 룸 마이크 컴비네이션을 선택할 수 있6

습니다.

! 여러분의 릭을 만들고 편집하고 저장해 앱 없이도 단독으로 쓸 수 있도록 ,� OX�

하드웨어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컴프레서 딜레이 플레이트 리버브로 여러분의 스튜디오 앰프톤을 완성할 EQ,� ,� ,�

수 있습니다.�  

앱� 사용� 필수사항OX� (OX� App� Requirements)

! 앰프 탑 박스OX� OX� Amp� Top� Box�  
! 애플 혹은 Mac� iPad�

iPad:� iO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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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macOS:� Sierra� High� Sierra�  
! 제품 등록을 위한 인터넷 연결된 와이 파이 네크워크 최초 회- ( 1 )

노트: 위에 언급되지 않은 는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되지 않은  에서도 OS . OS
앱이 구동될 수 있지만 유니버설 오디오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 

앱� 다운받기OX� (Get� OX� App)

! 컴퓨터에서 Mac:� www.uaudio.com/ox/app을 방문하세요.

! 에서는 앱스토어에서 를 검색하세요iPad:� iPad "OX� Amp� Top� Box" . 

앱의 필수 구조 이해(Essential App Concepts)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앱과 OX� ,� OX� OX�

하드웨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 컨셉을 간략히 소개합니다 마찬가.�

지로 충분히 앱의 활용을 위해 ,� 시스템 오버뷰OX (OX System Overview)와 와이OX 
파이 네크워크- (OX Wi-Fi Networkin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모트� 컨트롤OX� (OX's� Remote� Control)

간단히 말하면 앱은 단독 사용이 가능한 하드웨어의 무선 원격 제어 인터OX� ,� OX�

페이스입니다 앱에는 문자 그대로 자세 제어나 설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 .�

앱의 모든 제어와 설정은 내부의 현재 설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뿐입니다OX� .�

앱은 의 디지털 기능을 제어합니다 반면 의 스피커 볼륨OX .� OX SPEAKER�VOLUME 노브 �

수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리액티브 로드.� reactive�load와 감쇄 회로도attenuation�circuitry

는 완전히 아날로그이기 때문입니다.�

노트: 의 시그널 프로세싱 다이내믹 스피커 룸 모델링 마이크 믹싱 마스터 OX / , , EQ, – 
이펙트와 그 외 모든 것 은 앱이 아니라 의 하드웨어에서 실행됩니다OX . —

에� 모든� 수치가� 저장됨OX (Everything� Is� Stored� In� OX)

의 모든 데이터는 하드웨어에 저장됩니다 이 데이터에는 모든 유저 릭 프리OX OX� .�

셋 릭 셋,� Rig�Sets 이펙트 프리셋 할당 네트워크 시스템 설정이 포함됩니다 의 ,� ,� ,� ,� .�OX

데이터는 앱이나 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Mac//iPad .

팁: 앱은 안전하게 삭제되며 모든 에서 제거 가능 재포뱃 리셋 등을 OX , Mac/iPad ( , , 
통해 하며 유저 데이터는 하드웨어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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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태� 유지(Current� State� Is� Retained)

의 전원이 꺼져도  의 현재 설정값과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 다OX OX .�OX

시 켜지면 꺼졌을 때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와이 파이 네크,� .� -

워크와 시스템 세팅 노브의 설정값이 포함됩니다,� RIG� .�

이 기능으로 앱을 통해 원하는 방식으로 를 설정하고 나중에 앱 없이도 동일한 ,� OX ,�

사운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의 전원이 꺼져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OX .�

하는 릭을 노브에 저장시키면 에 전원이 꺼지고 앱이 없는 상황이 되어도RIG� ,�OX ,�

나중에 이 릭을 빠르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팁 만일 릭이 수정만 되고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 전원이 꺼지면 가 : OX , OX
다시 켜졌을 때 는 노란색으로 켜져 전원이 꺼졌을 때와 동일하게 릭이 수정RIG LED , 
중임을 나타냅니다.

팩토리� 릭� 불러오기(Accessing� Factory� Rigs)

에는 바로 앨범 퀄리티 기타톤을 얻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디자인된 개의  OX - 100

팩토리 릭factory�rig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팩토리 릭은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이것을 .� ,�

기반으로 여러분만의 커스텀 릭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팩토리 릭은 유저 릭 .�

프리셋과 동일한 방식으로 로딩됩니다.�

Tip 팩토리 릭을 불러 오려면: , 로딩 프리셋(Loading Presets)을 참고하세요. 

앱� 뷰(App� Views)

앱에는 그리고 의 개의 메인 뷰 스크린이 있습니다 각 RIG,�ASSIGN,� SETTINGS 3 .�

뷰는 이 기능관 관련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IG 릭 뷰에서 릭 세팅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릭 톤을 바꾸는 음향 세팅이 .�– 
이 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릭 프리셋.� Rig� preset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ASSIGN 어싸인 뷰에서는 노브의 각 슬롯에 설정되는 개별 릭과 릭 셋을 OX�RIG�– 
볼 수 있습니다.�

SETTINGS 의 와이 파이 네트워크 세팅과 글로벌 시스템 세팅� OX -– global� system�settings

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술 지원을 위해 의 지식 본부.� US OX� Konwledge�Base로의 링
크가 가능합니다.�

앱� 뷰� 선택하기(Choosing� App� Views)

앱 뷰를 표시하려면 아무 화면에서나 위쪽 오른편의 뷰 이름,� view�name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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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현재 활성화중인 뷰는 노란색으로 강조됩니다: . 

뷰가 실행중인 상태의 앱 뷰RIG

용어(Terms)

의 다양한 구성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장에서는 특정 용어가 사용됩니다 이 OX .�

용어들을 아래에 설명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의 하드웨어 유닛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는 OX� OX .� OX– 
소프트웨어 엡이나 기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Mac/iPad� .�

의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App� OX .�– 
사용가능한 모든 음향 설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완료된 기타 톤Rig� .– 

의 노브에 빠르게 할당이 가능한 개의 개별 릭Rig� Set� OX RIG� 6– Rig 모음�

의 독립적인 개의 이펙트 프로세서 컴프레션Effect(s)�-�OX 4 (EQ,� compression 딜레이,�

del ay 리버브,� reverb).�

모든 설정이 완료되어 안에 저장된 하나의 셋 에는 프리셋과 Preset� OX .�OX Rig�– 
이펙트 프리셋이 있습니다 프리셋은 .� 프리셋 매니저(Presets Manager)로 로딩 저,�

장 이름 변경됩니다,� .

릭 뷰(RIG View) 

모든 릭 세팅은 릭 뷰Rig�view에서 제어됩니다 이 뷰에는 릭의 기타톤을 변경시키는 .�

모든 음향 설정이 있습니다 개별 릭도 여기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릭의 사운드적 특성을 만드는 여개 이상 수십 개 심지어는 수백 개까지 의 매개 60 ( ,� )

변수로 방대한 톤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

디스플레이� 세팅(Displayed� Settings)

릭 뷰Rig�view에서 보여지는 모든 설정은 전면부에 위치한 노브의 현재 수치OX� RIG�

와 일치합니다 노브가 변경거나 노브가 변경되면 릭 뷰.�RIG� ,�ROOM� Rig�view의 설정 
또한 이에 맞춰 업데이트됩니다.

노트: 앱의 다른 모든 뷰와 마찬가지로 릭 뷰 역시 내부 상태를 단순하게 반영하OX OX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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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뷰 의 일반적인 세팅 모습RIG view

릭� 수정하기(Modifying� Rigs)

릭 뷰의 모든 제어과 설정은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수치를 조정해 .�

릭을 수정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설정이 활성화 됩니다.� .

릭 뷰에서 스피커 캐비넷 두 개의 캡 마이크 스테레오 룸 마이크 네 개의 마스터 ,� ,� ,�

이펙트 각각� 개별� 조정� 가능( )을 포함한 음향 세팅을 제어할 수 있으며 마이크 믹서와 채널,�

별 수치 마이크 측면값( off-axis 로우 컷 필터 마이크 팬 솔로 뮤트 채널 페이,� - ,� EQ,� ,� ,� ,�

더 와 마스터 페이더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

수정된 그리고�수정되지�않은( ) 릭은 유저 프리셋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저장 방법은 � .� 프리
셋 저장(Saving Presets)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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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수정된 이 저장되기 전에 프리셋이 로딩되면 수정된 수치는 폐기됩니다Rig , . 
수정된 릭을 계속 사용하려면 프리셋을 로딩 하기 전에 수정값을 저장하세요, .

저장� 혹은� 수정(Stored� or� Modified?)�

! 이 수정되지 않았으며 의 이름Rig ,� Rig 뷰� 스크린의� 위쪽� 왼편( )) 이 흰색으로 표시되고� ,�

전면부의 릭 이 녹색이면 이 릭은 이전에 저장되었다는 것입니다 OX� LED .�

! 앱이나 전면부의 노브로 릭을 수정하고 릭의 이름과 의 릭 OX� ROOM� ,� OX LED

가 노란색이면 수정된 릭이 아직 저장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

! 그 외에도 릭 이름 옆에 노란색 표시가 나타나면 수정된 릭이 아직 저장,� SAVE� ,�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

앱에서 저장된 릭왼쪽과 수정된 릭오른쪽( ) ( )   �

인풋� 레벨(Input� Level)

인풋 레벨INPUT�LEVEL 스위치는 의 프로세스로 입력되는 진공관 앰프의 레벨� OX (OX

의 리액티브 로드reactive�load�후에 출력되는 을 제어합니다 이 스위치는 진공관 앰프) .�

의 파워 아웃풋이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Dynamic�Speaker�Modeling에 가장 최적화되도
록합니다.�

릭을 수정할 때 일반적인 지침으로 아래의 변수에 이 스위치는 설정하고 잊어먹,� “ –
기 가 됩니다” .

! 진공관 앰프의 아웃풋이 와트 이하라면 인풋 레벨50 ,� INPUT�LEVEL을 로 설정50W

합니다.

! 진공관 앰프의 아웃풋이 와트 이상이면 인풋 레벨50 ,� � INPUT� LEVEL을 로 설100W

정합니다.�

이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이 레벨을 반드시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앰프에 맞추어 팩토리 릭의 수치를 굳이 변경하지 .�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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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트 앰프에 인풋 레벨100 INPUT�LEVEL을 와트로 맞추거나 와트 앰프에 인풋50 ,� 5

레벨을 와트로 맞춘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는 적절한 인풋 레벨100 .�OX

을 맞추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스피커� 드라이브(Speaker� Drive)

스피커 드라이브SPEAKER� DRIVE는 간단히 말하면 스피커 캐비넷의 동적 반응dynamic�

respon se를 제어합니다 이 독특하고 파워풀한 컨트롤은 의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 OX

링Dynamic� Speaker� Modeling과는 다른 변수를 담당합니다.�

낮은 스피커 드라이브SPEAKER� DRIVE�범위에서 캐비넷은 새 스피커에 가까운 타이트하
고 두꺼우며 보다 펀치감 있고 저음역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스피커 ,� .�

드라이브SPEAKER�DRIVE가 높아지면 캐비넷은 보다 부드럽고 성글해져 손상된 스피,� ,�

커처럼 쉽게 브레이크업breakup이 잘되는 느낌을 지닙니다.�

스피커 드라이브가 높으면 브레이크 업breakup이 보다 분명해져 스피커가 더 세게 
진동되면서 저음이 자글자글해지고 고음이 찢어져지게 됩니다 또한 수명이 다한 .�

스피커의 특성인 약하고 느슨하며 어두운 소리를 내며 특정 음정이나 특정 캐비넷,� ,�

과 매칭되면 서브 옥타브 노트 콘 크라이- ( cone� cry4) 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마스터� 페이더와� 아웃풋� 미터(Master� Fader� and� Output� Meters)

마스터 페이더 릭�뷰의�하단� 오른쪽( )는 스테레오 아웃풋의 레벨을 제어합니다 스테레OX� .�

오 아웃풋 레벨 미터 마스터� 페이더� 옆에� 위치( )는 아웃풋 시그널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의 디지털 아웃풋 레벨이 을 초과하면 상단 가 빨간색이 되어 디지털 아OX 0 ,� LED

웃풋이 클리핑clipped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가 다른 디지털 오디오기 기기와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다면 스테레오 아웃풋이 OX ,�

클리핑되지 않도록 마스터 페이더를 조정하세요.�

팁: 을 만들 때 다른 디지털 오디오 기어와 연결된 디지털 아웃이 클리핑되지 Rig , OX 
않도록 아웃풋 미터를 최대치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프리셋 관리(Presets Management)

프리셋은 모든 매개변수의 설정이 완료되고 내에 저장된 하나의 셋입니다OX� .�OX

애는 릭 프리셋과 이펙터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펙터 프리셋에는 캐비넷 룸 마이크 .� /

4) 콘 크라이 입력되는 기타 시그널과 관계없이 스피커에서 특정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스피커  : . 
콘 자체가 특정 주파수를 만들게 됩니다. - https://www.sweetwater.com/insync/cone-c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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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과 마스터 이펙트 프리셋이 포함됩니다 프리셋은 프리셋 매니저EG� .� OX�

Presets� Manager에서 저장 로딩 이름변경이 가능합니다,� ,� .�

프리셋� 내용(Preset� Contents)

! 릭 프리셋에는 마이크 와 이펙트 설정을 포함한 모든 릭 설정이 포함됩니다EQ .�

와 이펙트 설정을 개별적으로 저장하지 않아도 됩니다EQ .�

! 이펙트 프리셋에는 개별 이펙트 컴프레션 딜레이 혹은 리버브 의 모든 수(EQ,� ,� ,� )

치가 포함됩니다 릭 이펙트 설정 전부를 저장하려면 릭을 저장하면 됩니다.� ,� .�

프리셋� 종류(Preset� Types)

팩토리 프리셋(Factory Preset)�
는 개의 팩토리 릭 프리셋과 수십 개의 팩토리 이펙트 프리셋이 탑재되어 OX 100

있습니다 팩토리 프리셋은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 .�

덮어씌울overwritten 수는 없습니다 모든 팩토리 프리셋은 팩토리� .� FACTORY 폴더에 위치�

합니다 팩토리 프리셋을 수정한 후 를 누르면 프리셋 매니저가 열리면서 유.� SAVE

저 폴더에 새이름으로 저장되도록 유도합니다.�

유저 프리셋(User Preset)�
유저 프리셋은 생성 이름 재설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저장하는 ,� ,� .�

어떤 릭이나 이펙트 프리셋도 모두 유저 프리셋이 됩니다 유저 프리셋은 유저 폴.�

더에 저장되는 것이 초기값입니다.�

만일 유저 프리셋을 수정해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셋을 덮어씌우게 됩니다SAVE� .�

새 유저 프리셋을 생성하려면 SAVE� AS 프리셋� 매니저� 팝업창에� 위치( )를 누르세요.�  

중요: 유저 프리셋 삭제는 영구 삭제입니다 프리셋을 삭제할 때 나타나는 확인창에서. , 
삭제 과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선호� 프리셋(Favorite� Preset)�  

어떤 팩토리 프리셋이나 유저 프리셋도 선호하는 프리셋으로 태그tag할 수 있습니
다 선호 프리셋은 선호.� FAVORITES 폴더에서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선호 프리셋으로 � .�

태그하려면 프리셋 리스트에서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선호 프리셋 태그,� STAR� .�

를 해제하려면 아이콘을 한 번 더 누르면 됩니다STAR� .� �

노트: 선호 프리셋은 태그되어도 원래 저장된 폴더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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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폴더(Preset� Folders)

프리셋 매니저preset�manager는 팩토리FACTORY 선호,� FAVORITES 그리고 유저,� USER 폴더로 �

구성되는 것이 초기 설정값입니다.� �

! 팩토리 폴더(FACTORY folders)와 그 프리셋은 이름 재설정 혹은 삭제가 불가합
니다.�

! 선호 폴더FAVORITES folders는 이름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아,�STAR�

이콘 태그로 폴더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저 폴더USER folders는 생성 이름 변경 삭제가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분,� ,� .�

류를 위해 한 개 이상의 유저 폴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 유저 폴더 삭제는 영구 삭제이며 폴더 안의 유저 프리셋도 모두 삭제됩니다, . 
삭제 중에 나오는 확인창으로 삭제 과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매니저(Presets� Manager)

프리셋을 불러오고 저장하고 이름을 변경하고 삭제하고 선호 태그하는 프리셋 매,� ,� ,�

관리 기능은 릭 뷰의 프리셋 매니저 팝오버presets�manager�popover�창에서 실행할 수 있
습니다 프리셋 매니저에 접속하는 방법은 프리셋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 릭 프리셋(Rig presets) 영역 의 상단 왼쪽 을 누르면 팝�-�RIG�NAME� (RIG�view )

오버창이 뜹니다.�  
! 이펙트 프리셋(Effect presets) 이펙트 에디터의 상단 왼쪽을 누르면�-�PRESET( ) ,�

팝오버창이 뜹니다.�

Tip: 프리셋에서 그 외의 작업이 필요하면 프리셋 매니저를 계속 열어두고 이를 수행하
세요 작업이 끝나면 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DONE .

프리셋 매니저 팝오버의 요소 이 예에서 선호 폴더는 선택된 폴더왼쪽 칼럼이며. ( ) , 
선호 프리셋 전부는 오른쪽 칼럼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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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불러오기(Loading Presets) 

중요: 수정된 릭이 저장되기 전에 프리셋을 로딩하면 수정된 수치는 폐기됩니다, . 
수정된 릭을 보존하고 싶다면 프리셋 로딩 전에 수정된 릭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릭과� 이펙트� 프리셋� 불러오기(How� to� load� Rig� and� Effect� presets):�

1.� 프리셋 매니저(Preset Manager) 팝오버 창 불러오기
! 릭 프리셋(Rig preset) 릭 뷰 스크린 상단의 왼쪽 릭 네임:� RIG�NAME을 누릅니다.�

! 이펙트 프리셋(Effect preset): 이펙트 에디터 뷰의 상단 왼쪽 프리셋PRESETS을 누
릅니다.�

릭왼편과 이펙트오른편에서 프리셋 매니저 접속하기( ) ( )

팝오버 창의 왼쪽 칼럼에서 아무 폴더나 선택합니다 폴더 안에 저장된 모든 프2.� .�

리셋은 오른쪽 폴더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노트: 폴더 안에 모든 프리셋은 스크롤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칼럼에서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바로 프리셋이 로딩됩니다3.� .� .�

팁: 프리셋을 살펴보는 동안 프리셋 매니저를 열어두세요 선택이 끝나면 을 . DONE
눌러 팝오버 창을 닫습니다.  

프리셋� 저장하기(Saving� Presets)

팩토리 프리셋을 수정할 경우 이미 있는 유저 프리셋을 재저장하는 경우 혹은 새,� ,�

로운 유저 프리셋을 만드는 경우에 따라 프리셋을 저장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
다 각 저장 방법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프리셋 매니저.� .� Presets�

Manager 일러스트레이션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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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팩토리� 프리셋� 저장하기(How� to� save� modified� factory� presets:)

1. 릭 뷰 상단 왼쪽에서 세이브SAVE 버튼을 누릅니다 프리셋 매니저 팝오버 창이 � .�

나타납니다.�

릭이 수정되면 버튼이 나타납니다SAVE .

2. 프리셋 매니저 팝오버 창의 왼편 칼럼에서 아무 유저 폴더나 선택합니다 새로.�

운 유저 폴더를 생성하려면 팝오버 창 상단 왼편의 새폴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

3. 세이브 애즈SAVE�AS를 누르고 이름을 입력한 뒤 를 누릅니다 새로운 프리셋,� OK .�

은 선택한 유저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

기존�유저�프리셋을�그�위치에�저장하기(How� to�save�an�existing�user�preset� in�

place:)

기존의 유저 프리셋을 같은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저장하려면 기존�프리셋� 오버라이트하기( ),�

릭 뷰의 상단 왼편 세이브SAVE를 누르면 됩니다 릭� 네임이�아니라( ) 기존의 프리셋이 새로.�

운 세팅으로 저장되며 팝오버 창은 열리지 않습니다,� .�

를 눌러 유저 프리셋을 새로운 세팅으로 변경하기SAVE

새로운� 유저� 프리셋� 만들기(How� to� create� a� new� user� preset� (SAVE� AS):

1. 릭 뷰의 상단 왼편에서 프리셋 이름PRESET�NAME을 누릅니다 세이브 가�아니라( SAVE ) 프리.�

셋 매니저 팝오버 창이 뜹니다.�

새롭게 저장하려면 가 아니라 프리셋 이름을 눌러야합니다SAVE ..

2. 팝오버 창의 왼편 칼럼에서 원하는 아무 유저 폴더나 선택하세요 새로운 유저 .�

폴더를 만들려면 팝오버 창 상단 왼편의 새로운 폴더 아이콘을 누릅니다,� .� �



OX Amp Top Box36

3. 세이브 애즈SAVE� AS를 누르고 새 유저 프리셋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 .�

를 누릅니다 선택한 유저 폴더에 새 유저 프리셋이 저장되었습니다OK .� .�

를 누르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나타납니다SAVE AS .

이름�재입력 프리셋과�폴더�삭제하기,� (Renaming�&�Deleting�Presets�&�Folders)

유저 프리셋과 유저 폴더는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와 .�

삭제를 원하면 아무 유저 프리셋이나 폴더의 오른쪽에 있는 옵션 닷,� option�dot을 누
릅니다 이름 변경과 삭제 옵션이 나타납니다.� .

중요 유저 프리셋이나 폴더 삭제는 영구 삭제입니다 폴더의 경우 폴더안 모든 프리: . ( , 
셋이 삭제됩니다 삭제 과정에서 뜨는 확인 대화창으로 삭제 과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 
다. 

옵션 닷을 누르면 이름 재설정 과 삭제 옵션이 나타납니다(Rename) (Delete) . 

이펙트 에디터(Effect Editors)

이펙트 에디터에서는 개별 이펙트의 각종 수치를 모니터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펙트 이름을 누르면 에디터가 팝오버 창으로 뜹니다.

이펙트 에디터에서 이펙트 프리셋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

내용은 프리셋 관리(Presets Management)를 참조하세요.

에 탑재된 개의 스튜디오급 이펙트 밴드 컴프레션 스테레오 OX 4 4- EQ,� 1176�SE� ,�―
모듈레이션 딜레이stereo �modulated�delay 스테레오 플레이트 리버브,� stereo�plate�reverb 에―
는 독특한 개별 에디터가 부속합니다 는 두 개의 에디터가 있으며 그래픽 모드.�EQ ,�

와 터치 모드로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이펙터 에디터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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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펙터 에디터OX

어싸인 뷰(ASSIGN View) 

어싸인 뷰Assign�view에서는 하드웨어 노브에 릭을 저장합니다 노브의 OX� RIG� .�RIG�

슬롯마다 개별적으로 릭을 저장할 수도 있고 개의 슬롯 전체를 한 번에 저장할 ,� 6

수도 있습니다.

어싸인 뷰는 하드웨어의 현재 설정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앱의 다른 OX� .�OX�

뷰와 마찬가지로 어싸인 뷰 역시 의 하드웨어 내부를 단순히 미러링하는 것입,� OX

니다.�

중요: 릭 뷰 에서 수정한 뒤 저장 않은 릭은 어싸인 뷰 설정 중에 폐기 (RIG view) , 
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릭을 계속 유지하려며 어싸인 뷰 를 열기 전에 . , (ASSIGN view)
저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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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셋(Rig� Sets)�

릭 셋Rig� Set은 개의 개별 릭을 묶은 것입니다 는 개의 릭 셋을 제공합니다6 .�OX 16 .�

각각의 릭 셋은 이름을 변경하거나 선호하는 릭으로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 �

어싸인 뷰의 메인 스크린은 릭 셋Rig� Set 한 개의 전체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의 � .� 16

릭 셋 리스트를 보려면 메인 어싸인 스크린 상단 왼편의 를 누르세요“<�Rig�Sets” .�

팁: 릭 셋 목록에서 어떤 릭 셋이라도 누르면 릭 셋의 릭 전부가 즉시 의 , OX RIG 
노브 개의 슬롯에 저장됩니다6 . 

릭� 슬롯(Rig� Slots)

의 노브에는 개의 슬롯이 있습니다 어싸인 뷰에 보여지는 개의 릭 슬롯OX RIG� 6 .� 6

은 현재 노브 설정 내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앱으로 다른 릭을 노브RIG� .�

의 슬롯에 설정시키면 하드웨어 노브에 그 내용이 즉시 저장됩니다,� OX� RIG� .

.�

릭� 노브(RIG� Knob)

어싸인 뷰의 하단에 위치한 그래픽 릭 노브
RIG�knob는 하드웨어 노브의 설정을 OX� RIG�

그대로 보여줍니다 각 슬롯에 어떤 릭이 .�

설정되어 있는지를 라인을 따라가 모니터
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의 노브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 ,� OX

노브 위치를 변경하면 됩니다 하지만RIG� .� ,�

단지 어싸인 뷰의 실행을 위해서 하드웨어 
노브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어싸인 뷰 여기 보이는 개의 릭이 모여 하나의 릭 셋이 됩. 6
니다 언제나 노브 슬롯에 현재 설정되어 있는 릭 . , OX RIG 
셋이 보여지게 됩니다. 

의� 노브에� 개별�릭을�저장하기OX RIG� (Store� Individual�Rigs� to�OX's�RIG�Knob)

1. 어싸인 뷰에서 아무 릭 슬롯에서나 릭을 누릅니다 릭 셀렉터,� .� Rig�selector가 나타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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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슬롯 셀렉터 노브의 슬롯에 설정할 릭을 고르세요.– 

2. 슬롯 셀렉터에서 릭을 고릅니다 선택한 릭은 의 노브에 즉시 저장됩니,� .� OX RIG�

다.

의�릭�노브에�릭�셋을�저장하기OX (Store�Rig�Sets�

to� OX's� RIG� Knob)

1. 릭 슬롯 뷰에서 상단 왼쪽의 를 누“<�Rig�Sets”

르세요 릭 셋 리스트.� Rig�Sets� li st가 오른쪽 이미지
처럼 나타납니다.�

2. 리스트에서 아무 릭 셋이나 누르면 즉시 의 ,� OX

노브 개의 슬롯에 저장됩니다RIG� 6 .

릭� 셋� 이름� 재설정(Rename� a� Rig� Set)

1. 리스트에서 릭 셋 이름 오른쪽의 옵션 닷을 누르세요 이름 변경 필드가 나타납.�

니다.� �  
2. 새로운 릭 셋 이름을 입력하세요.

릭 셋 이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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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팅 뷰(SETTINGs View)

의 와이 파이 네크워크 세팅과 글로벌 시스템 세팅은 세팅 뷰에서 각기 다른 성OX -

정 보기 화면으로 접속됩니다.

시스템� 뷰(System� View)

이 뷰는 기술 지원 지식 본부OX� OX� Knowledge�Base�for�technical�support로의 편리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와이 파이� 뷰- (Wi-Fi� View)

이 뷰에는 와이 파이 네트워크 셀렉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를 다- .� OX

른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

를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페어링하기OX - (Pairing OX to a Wi-Fi Network)
OX�제품 등록 과정(OX Registration Procedure)에서 다음의 단계를 따르세2,�3,�4�

요 .

세팅 뷰 와이 파이 세팅왼쪽과 시스템 세팅오른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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릭 캐비넷 마이크, . (Rig, Cabinet, & Mic Descriptions)

이 장에서는 의 다이내믹 스피커 모델링OX Dynamic� Speaker�Modeling과 다이내믹 룸 모
델링Dynamic�Room�Modeling이 사용된 기타 스피커 캐비넷 근접 캐비넷 마이크 룸 앰비,� ,�

언스 마이크 그리고 팩토리 릭 노브 설정과 릭 셋,� Rig� Sets�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

�

디폴트 릭 컨트롤 캡과 마이크 프리셋(Default RIG Control Cab & Mic 

Presets)

아래 표는 공장에서 바로 출시된 의 노브 슬롯 개에 할당된 디폴트 릭OX RIG� 6 Rig�

목록입니다 노브 설정은 앱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RIG� OX� .�

팁: 패키지에는 풀 컬러 컨트롤 캐비넷과 마이크 프리셋 팜플렛이 포함되어 OX RIG 
있습니다.  

릭 컨트롤 캡과 마이크 프리셋 팜플렛 다운받기(RIG Control Cab & Mic Presets) 

RIG 
Knob RIG Name Cabinet Close Mics Room Master 

Effects 

1 그린 펀치4x12 
Green� Punch�

4x12 GB 25 
PUNCH 

Condenser 
67 & Ribbon 
121 

카펫 깔려짐 w/ 
컨덴서 스테레오 
마이크

None 

2 년대 트왕1x12 50
50 s� Twang 

1x12 BLUE 
J 

Dynamic 57 
& Ribbon 
121 

카펫이 깔려짐 w/ 
리본 스테레오 
마이크

Plate 
Reverb 

3 홍키 실버2x12 
Honkin� Silvers�

2x12 ACE 
TOP 

Ribbon 160 
& Condenser 
67 

라이브 컨덴서 w/ 
모노 마이크 None 

4 
프리스틴 4x10 

클린 룸 Pristine�Clean�

Room 
4x10 BMAN 

Condenser 
414 & 
Condenser 
67 

라이브 컨덴서 w/ 
스테레오 마이크

Plate 
Reverb 

5 
루미 타이니 1x10 

콤보 Roomy� Tiny�

Combo�

1x10 
BLACK 
CHA 

Dynamic 421 
& Condenser 
414 

라이브 컨덴서 w/ 
스테레오 마이크 None 

6 
부드러운 2x12 

리드 Comfortable�

Lead�

2x12 
BOUTIQUE 
D65 

Condenser 
414 & 
Condenser 
67 

카펫 깔려짐 w/ 
컨덴서 스테레오 
마이크

Delay & 
Plate 
Re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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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 릭 셋(Default Rig Sets)

공장에서 바로 출시된 의 디폴트 릭 셋OX Rig�Sets이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앱의 어싸인 뷰OX� ASSIGN�view에서 릭 셋의 수정 이름 변경 노브 설정 등이 가,� ,�RIG�

능합니다.

RIG SET NAME RIG SET NAME 

1 스튜디오 스탠다드(Studio 
Standards) 

9 스토너 록(Stoner Rock) 

2 빅 년대80 (Big 80s) 10 오픈 백(Open Backs) 
3 년대 록70 (70s Rock) 11 클로즈드 백(Closed Backs)
4 년대 룸60 (60s Rooms) 12 따뜻하고 풍성한(Warm and Lush) 
5 크리스탈 클린(Crystal Cleans) 13 앰비언트 포스트(Ambient Post)
6 더티 리듬(Dirty Rhythms) 14 톤UK (UK Tones) 
7 모듈레이티드(Modulated) 15 스튜디오 트릭DI (Studio DI Tricks)
8 스쿼쉬드(Squashed) 16 밝고 톡 쏘는(Bright and Tweaky)

스피커 캐비넷(Speaker Cabinets)

의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을 이용한 개의 스피커 캐비넷이 아래에 제시되어 OX 17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앱에서 캐비넷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X� .� �

1x10� Black� Cha�

이 작은 오픈 백 빈티지 인치 스피커 캐비넷은 클래식한 스몰 앰프의 성격,� - 10 honk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

에서 사이의 서브 옥타브 울림을 만듭니다F B .� �

1x12� Blue� J�

이 년대식 캐비넷과 스피커는 클래식 아메리칸 오픈 백 인치 스피커 톤의 전50 - 12

형을 들려줍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 수치가 높아지면 잘 길들여진 이 스,�

피커는 그리고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E,� A,� B,� C#� break� up됩니다.�

1x12� GB25�

이 년대식 오픈 백 캐비넷은 보다 오버드라이브 친화적인 브리티쉬 그린50 - 25� “ ”�

스피커와 짝을 이룹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

는 높은 와 주파수대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F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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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12� Blu� 15�

저출력 블루" blue 와트 스피커를 사용한 이 오픈 백 캐비넷은 스피커 드라이브"� 15 -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높은 그리고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F,� G#,� C� .�

1x12� Black� D-ux�

이 년대 중반기의 캐비넷과 스피커는 클래식한 오픈 백 인치 스피커 콤보 톤60 - 12

을 들려줍니다 깨끗한 상태의 이 스피커는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
아지면 높은 그리고 주파수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F,� G#,� C� .

1x12� Black� GB30�

이 오픈 백 캐비넷은 오버드라이브 친화적인 브리티쉬 그린 스피커와 짝을 - 30� “ "�

이룹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 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 E,�G#,�

그리고 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B,� C .�

2x10� V-ux�

이 년대 후반기 캐비넷과 스피커는 두 개의 인치 스피커 콤보가 만들어내는 60 10

클래식 오픈 백 톤을 들려줍니다 이 깨끗하게 관리된 스피커는 스피커 드라이브- .� ,�

SPEAKER� DRIVE� 수치가 높아지면 높은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F� .� �

2x12� Two� Verb�

오픈 백 캐비넷에 장착된 두 쌍의 클래식 아메리칸 인치 빈티지 스피커는 멋진 - 12

저음역대와 펀치감을 선사합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 DRIVE� 수치가 높아지면,�

이 한 쌍의 스피커는 높은 와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A C#� .� �

2x12� Black� 8H�

이 하프 클로즈드 커스텀 캐비넷에는 년대 메탈 연주자들이 열광하던 고출력의 - 80

블랙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캡“ ”� .� aluminum-capped 스피커는 어떤 �

믹스에서도 쉽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
면 이 스피커는 높은 와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G F#� .�

2x12� Ace� Top�

실버 스피커가 장착된 이 년대 중반의 캐비넷은 클래식 브리티쉬 오픈 백 “ ”� 6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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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 스피커 콤보 톤을 선사합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 수치가 높아지면,�

에이징이 잘 된 이 스피커는 높은 와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G# C� .� �

2x12� Boutique� D65�

이 커스텀 포티트poted5) 캐비넷에는 많은 모던 블루스와 록 연주자들이 선택한 브�

리티쉬 스타일의 와트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와 캐비넷의 조합65-

으로 단단하고 명료한 저음이 만들어집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 DRIVE� 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와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F# C#� .

2x12� Alnico� 50�

이 클로즈드 백 캐비넷에는 두 개의 모던 아메리칸 알니코 와트 스피커가 장착- 50-

되어 있습니다 하이 게인에서도 매끈하고 노래하는 듯한 단음을 내도록 설계되었.� -

으며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 F#,� A#,� B,�

그리고 근처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C#� .�

4x10� Bman�

개의 인치 스피커가 장착된 이 오픈백 스피커는 원래 베이스용으로 제작되었지4 10

만 기타톤 또한 훌륭했습니다 이 셋업은 스쿱,� .� scooped된 중음역대와 시원하게 뻗는 
기타톤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 DRIVE� 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

커는 높은 음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C .�

�

4x12� GB25� Thick�

개의 인치 스피커가 장착된 이 빈티지 클로즈드 백 캐비넷은 록 기타의 사운드4 12 -

입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오리지널 그린 와트 스,� “ ”� 25

피커는 높은 그리고 음역대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이 독특한 F#,� G#,� C� .�

빈티지 캐비넷은 확장된 중저음과 베이스 반응성을 지닙니다.� �

4x12� GB25� Punch�

개의 인치 스피커가 장착된 이 빈티지 클로즈드 백 캐비넷은 록 기타의 사운드4 12 -

입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오리지널 그린 와트 스,� “ ”� 25

피커는 높은 그리고 음역대 부근에서 브레이크 업 됩니다 이 독특한 F#,� G#,� C� .�

5) 포트 인클로저 내에서 바깥으로 저음으로 유도하는 스피커 캐비넷의 구멍을 포트라고 한다 네이버 오디 (Port): . - 
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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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 캐비넷은 적절히 스쿱된 중음역대를 지녀 타이트한 기타톤을 만듭니다.�

4x12� Super� 80�

이 커스텀 포티트poted 캐비넷에는 인치 빈티지 리드� 12 “ lead 와트 스피커가 장”�80-

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부드러운 고음 반응과 공격적이고 직선적인 중음역.�

대를 지녔습니다 스피커 드라이브.� 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

그리고 음역대 부근에서 브레이브 업 됩니다F,� A#,� C#� .�

4x12� White� 75�

이 커스텀 포티트 캐비넷에는 인치 화이트 크림 와트 모던 브리티쉬 스피12- “ / ”�75-

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확장된 고음 프레젼스 반응을 지니며 스피.� / ,�

커 드라이브SPEAKER�DRIVE�수치가 높아지면 이 스피커는 높은 와 부근에서 브,� G# C#�

레이크 업 됩니다.�



OX Amp Top Box46

캐비넷 마이크로폰(Cabinet Microphones)

각 스피커 캐비넷에 마이킹된 개의 근접 마이크 그리고 한 개의 가 아래 6 ( DI�box)

목록으로 정리되어 잇습니다 근접 마이크는 소프트웨어 앱을 통해 개별적으로 .� OX�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Dynamic� Speaker�Modeling 기술로 어떤 캐비넷의 마이킹에도 단�

일 근접 마이크 혹은 두 개의 각기 다른 종류의 근접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으로 클로즈 마이크의 위치와 각도를 개별적으로 조
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다채로운 음향이 가능합니다.

DYN� 57�

이 다이나믹 은 년대 후반부터 큰 음량의 기타 앰프 레코딩에 업계 표준으“57” 60

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년대 빈티지 유닛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70 .�

자연스럽게 롤 오프- roll� off된 베이스와 강조된 중고음역대로 이 마이크는 조정 EQ�

없이도 어떤 믹스에서도 두드러지는 존재감을 들려줍니다.�

DYN� 421�

이 다이나믹 은 년대 초반부터 유럽에서 가장 사랑받아온 기타 레코딩 마“421” 60

이크였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년식 빈티지 유닛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은 .� 1963 .� “421”

보다 두툼한 저역과 부드러운 고음 반응을 지니고 있어 부드러운 디스토션 사“57” ,�

운드를 만드는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

RIB� 160�

이 리본 마이크는 년대 후반부터 영국을 기반으로 한 엔지니어들이 전설“160”� 60

적인 음반의 기타 사운드와 드럼 사운드를 녹음하는데 사용해 왔습니다 우리의 모.�

델은 년대의 빈티지 실버 유닛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부드러운 중음60 .�

역과 따뜻한 고음 반응을 지니고 있습니다.�

RIB� 121�

이 리본 은 일렉트릭 기타를 위한 모던 클래식입니다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고음“121” .�

역과 풍성한 저음역대로 많은 엔지니어들이 과 을 쌍으로 묶어 사용해 사운드,� “121” “57”

의 균형을 맞추어 왔습니다 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으나 스피커 성향에 많이 좌.� “121” ,�

지우지되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이크 채널에 로우 컷.� ,� LOW� CUT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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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414�

컨덴서 는 명료한 고음역과 펀치감 있는 저음역대를 수음하는 데 최적의 마이“414”

크라 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 solid-state�컨덴서 마이크는 모던한 웃는“ smile”�

커브를 지닙니다 스피커에 따라 마이크 채널에 로우 컷EQ� .� LOW�CUT을 걸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CON� 67�

컨덴서 은 년대와 년대 그리고 년대를 평정한 유명한 팝과 록 음반에서 "67" 60 70 80

들을 수 있는 사운드입니다 이 튜브 컨덴서 마이크는 거칠거나 먹먹하지 않으면서.�

도 넒은 음역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디스토션 리듬 기타에 적합한 부.�

드러운 중고음역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

DIRECT�

다이렉트 모드에서는 기타 스피커를 거치지 않은 원래 앰프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
니다 그러면서도 앰프는 적절한 리액티브 스피커 로드로 구동하는 것처럼 반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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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 마이크로폰(Room Microphones)

의 다이나믹 룸 모델링OX Dynamic�Room�Modeling으로 개의 마이크가 포착한 고품질의 5

스튜디오 룸 앰비언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앰비언스를 위한 매칭 스테.�

레오 패어링도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앰의 모든 릭OX� Rig에서 룸 마이크에 개별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리본� 스테레오(RIBBON� STEREO)

이 리본 마이크 쌍은 트래킹 룸의 드럼 쪽에 설치되었습니다 모드 .� “live”� (DAMP�

에서 이 페어는 전반적으로 년대나 년대식의 세션 분위기를 담은 따뜻한 off) 50 60

고음 반응을 제공합니다 댐프.� DAMP를 켜고 배플,� baffles6)과 카페트를 설치하면 중음
역대가 약해지고 빠른 반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덴서� 스테레오(CONDENSER� STEREO)

이 튜브 컨덴서 마이크 쌍은 트래킹 룸의 드럼 쪽에 위치합니다 모드 .� “live”�

에서 이 페어는 고급스러운 명료함과 두꺼운 저음역대를 들을 수 있습(DAMP�off)

니다 댐프.� DAMP를 켜고 배플,� baffles과 카페트를 설치하면 빠른 반응성을 지닌 단단한 
저음역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컨덴서� 맨� 모노(CONDENSER� MAN� MONO)

이 튜브 컨덴서 마이크는 트레킹 룸의 왼편 컨트롤룸� 쪽에서는�볼� 때( )에 설치됩니다.� “live”�

모드(DAMP� off)에서 이 마이크는 펀치감 있는 중음역대와 두툼한 저음역대를 수음합
니다 댐프.� DAMP를 켜고 배플과 카페트를 설치하면 저음역이 타이트해지고 중음역,� ,�

이 부드러워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컨데서� 모노67� (CONDENSER� 67� MONO)

이 튜브 컨덴서 마이크는 트랙킹 룸의 오른편 드럼의 오버헤드 쪽에 위치합니다,� 컨(

트롤룸�쪽에서� 볼�때) 모드.� “live”� (DAMP�off)에서 이 마이크는 매끄러운 중음역대와 공격적인 
저음역대를 수음합니다 두툼한 저음역대를 수음합니다 댐프.� .� DAMP를 켜고 배플과 ,�

카페트를 설치하면 저주파 진동을 만드는 저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배플 스피커를 그대로 울리면 진동판 앞에서 나오는 음과 뒤에서 나오는 음이 부딪쳐 없어지기 때문에  (baffle): 
소리가 작아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뒷면을 차단하는 벽을 만든다 이 별을 배플이라고 부른다 보통 스피커를 . . . 
장착하기 위한 판재를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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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BON� 84� MONO�

이 리본 마이크는 올드 스쿨 레코딩 스튜디오의 분위기를 지닙니다 모드.� “live”�

(DAMP�off)에서 이 마이크는 어두운 고음 반응과 전반적으로 중음역이 살아있는 사운
드를 만듭니다 있는 중음역대와 두툼한 저음역대를 수음합니다 댐프.� .� DAMP를 켜고,�

배플과 카페트를 설치하면 중음역이 줄어들고 고음이 더해져 빠른 반응시간이 만,�

들어집니다.�

RIBBON� 121� MONO�

이 모던 리본 마이크는 클로즈 마이크의 음색을 해치지 않으면서 깊이와 펀치감을 
더합니다 모드.� “live”� (DAMP�off)에서 이 마이크는 부드러운 고음 반응과 확장된 저음 
반응을 지닙니다 댐프.� DAMP를 켜고 배플과 카페트를 설치하면 저음은 타이트해지,�

고 빠른 반응 시간이 만들어 집니다,� .�



OX Amp Top Box50

시스템 개요OX (OX System Overview) 

Note: 이 장에서는 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OX . OX 
기능의 세부 내용은 다른 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는 리액티브 로드OX reactive� load 파워 감쇄기,� power� attenuator 그리고 스피커 캐비넷,� /�

마이크 룸 시뮬레이터/ speaker � cabinet/microphone/room� simulator이며 이펙트 프로세effects�

processor이기도 합니다 진공관 앰프와 함께 사용하면 로 앨범 퀄리티의 스튜디.� ,�OX

오 톤을 타협 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는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과 연결되며 다른 오디오 기어와 연결이 가능한 OX ,�

광범위한 아웃풋을 지원합니다.�

주요� 특징(Key� Features)

! 프리미엄 타협 없는 순수 아날로그 리액티브 로드 박스 진공관 앰프용 기타 ,� ,�

레코딩 시스템  
! 전면부의 노브로 즉시 앨범 퀄리티의 마이크와 스피커 캐비넷 톤을 얻을 RIG�

수 있음.�  
! 전문적으로 설치된 버츄얼 마이크와 캐비넷 사운드로 바로 녹음 가능한 사운드

를 얻을 수 있음 앰프 마이킹이 필요치 않음.� �– 
! 무음부터 속삭이는 듯 조용한 레벨 그리고 풀밴드 볼륨까지 개의 정밀하게 튜,� 5

닝된 기타 앰프 감쇄attenuation 레벨� .� �  
! 의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이 스피커 드라이브UA speaker� drive 브레이크업,� break�up,�

콘 크라이cone� cry를 재현. 
! 세계 최고 수준의 유니버설 오디오 컴프레션 딜레이 그리고 리버브 이펙EQ,� ,� ,�

트 내장.

! 옴을 선택해서 구동할 수 있음4,� 8,� 16 .

! 전면부의 헤드폰 아웃으로 크랭크 톤을 조용히 연습할 수 있음
! 밸런스 라인 아웃과 디지털 아웃으로 스테레오 레코딩 가능 TRS� S/PDIF�  
! 모바일 혹은 데스크탑 앰을 와이 파이로 연결하여 릭 프리셋 을 OX� - Rig�presets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음.�  
! 무팬 디자인Fanless� design으로 조용한 작동.�

리액티브� 로드(Reactive� Load)

의 리액티브 로드OX reactive� load는 앰프의 아웃풋 시그널에 다이나믹하게 반응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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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스를 제공합니다 의 임피던스는 진짜 스피커가 그러하듯이 앰프 아웃풋의 .� OX ,�

시그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치 진짜 스피커가 연결된 것처럼 기타리스트의 터.�― 
치와 스피커의 특성에 앰프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파워� 감쇄기(Power� Attenuator)

리액티브 로드는 안전하게 진공관 앰프의 고출력 스피커 아웃풋을 감쇄시켜 사운,�

드와 느낌이 가장 최상에 다다르는 지점까지 앰프의 파워 진공관을 증폭시킵니다.�

옵션으로 기타 스피커를 연결하면 앰프의 감쇄된 시그널이 스피커에 전달되기 때,�

문에 앰프의 높은 출력을 낮은 볼륨으로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게 제작된 .�

개의 볼륨 레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음 구동을 위해 스피커를 완전히 5 .�

끌 수도 있습니다.�

팁 의 리액티브 로드는 안전 로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 : OX (safety load) , OX
파워가 꺼져도 는 인풋에서 옴이 출력되어 언로드된 앰프 OX FROM AMPLIFIER 16
아웃풋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공관 앰프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다이나믹� 모델링(Dynamic� Modeling)

에 탑재된 혁신적인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OX Dynamic�Speaker� Modeling과 다이나믹 룸 
모델링Dynamic�Room�Modeling� 은 가 개발한 최신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이 모여서 a UA .�

가장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

정적인 자극 대응impulse�responses과 같은 단순 기술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일보한 
개별 요소로 구성된 다이나믹 모델링은 기타 캐비넷 캐비넷 마이크로폰 레코딩 ,� ,�―
룸 룸 마이크로폰 어떤 구성에서 어떤 요소가 활성화되는지에 따라 역동적으로 ,� ―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Dynamic� Speaker� Modeling)

Guitar Speakers 스피커 브레이크 업이나 콘 크라이의 미묘한 느낌까지 포함한,�– 
기타 스피커 캐비넷의 복잡한 다이나믹 반응을 재현했습니다 개의 탐나는 빈티.� 17

지 뉴 오리지널 스탁 그리고 모던 스피커와 캐비넷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

Cabinet Microphones 개의 하이엔드 캐비넷 마이크로폰과 전문적으로 설치된 � 6– 
마이크 위치로 실제 기타 캐비넷과 마이크 사이에 벌어지는 복잡하고 미묘한 톤의 
상호작용을 재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마이크로폰을 바이패스하고 다이렉트 인풋.�

박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D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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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 프리셋은 전면부의 노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OX� RIG� .�

릭 프리셋은 앱으로 불러오고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OX� ,� ,� .�

다이나믹� 룸� 모델링(Dynamic� Room� Modeling)�

다이나믹 룸 모델링Dynamic�Room� Modeling은 공기와 무게 그리고 입체적 공간감을 다이
나믹 스피커 모델링Dynamic� Speaker� Modelin에 부여합니다 룸 앰비언스는 크랭크업된  .�

앰프로 멋진 공간에서 연주하는 느낌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입니다.�

의 개의 하이엔드 룸 마이크가 훌륭한 라이브 레코딩 스튜디오의 잔향 특성을 OX 6

잡아냅니다.�

다이나믹 룸 모델의 앰비언스와 공기의 양은 전면부의 노브로 바로 제OX� ROOM�

어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설정을 불러오고 수정하고 저장할 .�OX� ROOM� ,� ,�

수 있습니다.�

.�

마스터� 이펙트(Master� Effects)

는 유니버설 오디오가 제작한 밴드 컴프레션 스테레오 모듈레OX 4- EQ,� 1176�SE� ,�

이티드 딜레이와 스테레오 플레이트 리버브의 총 개의 스튜디오 퀄리티의 마스터 4

이펙터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이펙터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동시에 사용할 .�

수 있습니다 의 마스터 이펙트는 다이나믹 모델링 프로세서나 각 마이크 채널.�OX

의 밴드 와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4- EQ .

마스터 이펙트는 다이나믹 모델링 이후에 적용됩니다 마스터 이펙터는 의 스피커 .� OX

아웃에 적용되지 않으며 캐비넷 마이크 룸 프로세싱에도 전에도 삽입되지 않습니다,� / / .

릭(Rigs)�

릭은 여러 구성 요소가 완결된 앨범 퀄리티 스튜디오 톤 프리셋입니다 의 개별 - .�OX

릭들은 각각 다양한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 다이나믹 룸 모델링과 마스터 이펙트 ,�

세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패널의 노브로 개의 릭 프리셋을 바.�OX� RIG� 6

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앱으로 완전히 무선으로 릭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OX� .� �

릭� 셋(Rig� Set)

하나의 릭 셋은 전면부의 노브에 설정할 수 있는 개의 개별 릭 프리셋의 OX� RIG� 6

묶음입니다 릭 셋으로 노브에 쉽게 저장해 앱이 없는 환경에서도 독립적.� RIG� ,�OX�

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릭 셋을 노브에 설정하거나 내용을 구성.�OX� RIG�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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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흐름(Signal� Flow)

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경로가 있습니다 리액티브 로드와 파워 감쇄 회OX .�

로는 순수한 아날로그입니다 진공관 앰프의 아웃풋은 의 리액티브 로드와 파워 .� OX

감쇄기의 입력을 받으며 이것은 실제 기타 스피커 캐비넷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 다이나믹 룸 모델링 마스터 이펙트는 앨범 퀄리티 스,� ,�UA�

튜디오 톤을 만들 수 있는 스테레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입니다 아날로(DSP) .�

그 부분의 아웃풋이 디지털 경로의 인풋으로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일러스.�

트레이션처럼 스테레오 경로는 라인 헤드폰 모니터링 혹은 레코딩을 위한 디지털 ,� ,�

아웃풋으로 연결됩니다.�

아웃풋(Outputs)

모든 의 아웃풋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 모든 츌력은 선택으OX .� OX

로 원하는 대로 어떤 출력이라도 믹스하고 매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나 출력 없이 기타 스피커를 연결하거나 기타 캐비넷 연LINE/MON HEADPHONE� ,�

결 없이 헤드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 제어와 연결(Controls & 
Connectors)을 참고하세요.�

아날로그� 스피커� 아웃풋(Analog� Speaker� Output)

의 스피커 아웃OX SPEAKER� OUT은 디지털 시그널을 거치지 않고 파워 감쇄를 거친 ,�

진공관 앰프의 아웃풋 신호가 출력되는 순수 아날로그 리액티브 로드 아웃풋입니,�

다 스피커 아웃.� SPEAKER�OUT은 온전한 아날로그이며 다이나믹 스피커 모델링,� Dynamic�

Speaker� Modeling 다이나믹 룸 모델링,� Dynamic�Room� Modeling 또는 마스터 이펙트를 포함,�

하지 않으므로 릭,� RIG과 룸ROOM�컨트롤로 그 소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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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풋DSP� (DSP� Outputs)

라인 모노/ LINE�/�MON 헤드폰,� HEADPHONE 그리고 아웃풋은 의 디지털 시그,� S/PDIF� OX

널 프로세싱 을 거친 리액티브 로드를 포함합니다 릭(DSP) .� RIG과 룸ROOM�컨트롤로 
이 아웃풋들의 소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앱OX� (OX� App)�

는 과 를 위한 무료 소프트웨어 OX Mac iPad

앱을 제공합니다 제품� 등록� 필수( ) 의 빌트인 .� OX

와이 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의 앱으- OX

로 릭Rig� 프리셋을 무선으로 불러오고 수정,� ,�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앱으로 릭RIG� 과 룸ROOM� 세팅을 심도 깊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의 무한
대에 가까운 다양한 기타 톤을 만들 수 있
으며 수백 개의  프리셋으로 저장할 ,� RIG�

수 있습니다 세심하게 디자인된 개의 .� 100

팩토리 릭Rigs이 광범위한 앨범 퀄리티 톤-

을 제공합니다 이 팩토리 릭을 시작점으로 .�

여러분만의 커스텀 톤을 만들어볼 수도 있
습니다.� �

의 앱을 사용해 전면부의 노브 슬롯을 각기 다른 릭으로 설정해 앱 없OX OX� RIG� ,�

이도 빠르게 선호하는 사운드를 단독으로 불러와 운용할 수 있습니다 릭 셋.� Rig�Sets�

또한 스튜디오나 무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조합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세부 사항은 소프트웨어 앱OX (OX Software App)을 참조하세요.�

그� 외� 참고자료(Additional� Resources)

비디오 혹은 의 지식 기반과 같은 부가적인 참고자료가 필요하거나 우리의 기UA ,�

술 지원팀에 연락하려면, 기술 지원 (Technical Support)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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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 파이 네크워킹OX - (OX Wi-Fi Networking)
에는 와이 파이 네크워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의 와이 파이는 앱을 무OX - .�OX - OX

선 원격 제어기로 사용해 의 릭OX Rigs 릭셋,� Rig�Sets,�그리고 다른 세팅을 제어하는OX�

데 사용됩니다 앱 스크린과 세팅을 보려면 앱이 구동되는 또는 는 .�OX� ,� Mac� iPad

반드시 와 와이 파이로 연결되어야 합니다OX - .� � � � �

에서 구동되는 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Mac/iPad OX� OX .�

를 의 와이 파이 핫스팟에 직결하거나 과 모두를 이미 Mac/iPad OX - ,�Mac/iPad OX�

있는 외장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 � �

와이 파이 핫스팟OX - (OX Wi-Fi Hotspot) 

의 독립형 와이 파이 핫스팟은 언제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의 디폴트 와이OX - .�OX

파이 핫스팟 이름 과 비밀번호는 뒷면의 시리얼 넘버 라벨에서 확인할 - (SSID) OX�

수 있습니다 모든 하드웨어 유닛에는 독특한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가 부여.� OX�

되어 있습니다.�

팁: 의 디폴트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는 의 소프트웨어 세팅 뷰OX OX (SETTINGS 
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View) .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 기존�홈�와이 파이�네크워크와�같은( - )를 사용할 수 없을 때,� Mac/iPad

를 핫스팟에 직결해서 앱을 무선 리모트 컨트롤처럼 사용합니다OX� OX� .

핫스팟에� 연결하기OX� (How� To� Pair� With� OX's� Hotspot)

을 에 연결하려면 먼저 시스템의 와이 파이 세팅으로 이Mac/iPad OX ,� Mac/iPad� -

동합니다 의 핫스팟 이름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선 .�OX ,� .�

기기와 와이 파이를 연결할 때와 같은 방법입니다- .� �

노트: 의 와이 파이 핫스팟 연결은 앱이 아니라 이나 의 시스템 세팅OX - , OX MAC iPad
에서 해야 합니다.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킹- (External Wi-Fi Networking)

하드웨어는 기존의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클라이언트로 연결될 수 있습OX� -

니다 하드웨어와 앱이 실행되는  를 동일한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OX� Mac/iPad -

크에 연결하면 은 동시에 인터넷과 에 접속하게 됩니다,� Mac/iPad 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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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와 를 동일한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결하는 것은 가장 편리한 OX Mac/iPad -
셋업입니다 앱 사용시 와이 파이 세팅을 따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OX - .  

를�외부�와이 파이�네크워크에�연결하기OX - (How�To�Pair�OX�With�External�Wi-Fi�

Network)�

다음의 단계로 를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 OX - .� OX�

제품 등록의 단계를 따르세요2,� 3,� 4� .

1. 와이 파이 시스템 세팅에서 을 의 내부 핫스팟에 연결Mac/iPad� - ,�Mac/iPad OX

에 연결해 앱이 네트워크 세팅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OX� OX� .�

앱에서 하드웨어를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결시킵니다2.� OX� OX� - .

이 구동되는 기기를 가 연결된 같은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3.�OX�app OX -

결합니다.�

이제 과 하드웨어 모두는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의 클라이언트가 Mac/iPad OX� -

되었으며 인터넷 연결도 가능합니다,� .�

Note: 앱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외부 와이 파이 OX OX -
네크워크에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접속시켜야 합니다 제품 등록이 완료되어야하기 .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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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록OX (OX Registration) 
앱을 사용하려면 하드웨어는 유니버설 오디오에 제품 등록을 완료해야 하OX� ,�OX�

며 이를 위해 하드웨어는 인터넷이 연결된 와이 파이에 접속되어야 합니다,� OX� - .�

제품 등록이 끝나면 앱에 접속해 의 모든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 OX� OX .�

장에서는 와이 파이를 이용한 제품 등록을 안내하겠습니다- .�

노트: 제품 등록은 한 번에 끝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OX . 

제품 등록 중에 여러분은 의 앱으로 의 네크워크 설정을 제어하고 를 외,� OX OX ,�OX

부 와이 파이에 연결하게 됩니다 의 하드웨어와 의 앱이 동시에 동일한 외- .�OX OX

부 와이 파이에 접속되면 제품 등록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노트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는 제품 등록 완료를 위해 반드시 인터넷에 접속되어 : -
있어야 합니다. 

등록 개요OX (OX Registration Overview) 

제품 등록은 아래의 단계를 따릅니다 각 단계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OX� ,� .�

이지 제품 등록 절차OX (OX Registration Procedure)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 이나 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엽니다Mac iPad OX� .�

2. 앱이 구동 중인 기기와 의 와이 파이 핫스팟을 연결합니다OX� OX - .

3. 를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결합니다OX - .�

4. 앱이 구동되는 기기를 가 연결된 동일한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OX� OX -

결합니다.�  
5. 앱을 열고 제품 등록을 완료합니다 앱이 계정 생성을 도울 것입니다OX� .� UA� .�

계정이 만들어지면 인터넷 연결을 통해 제품 등록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

등록 절차OX (OX Registration Procedure)

노트: 다음의 설명에 등장하는 앱 기기 는 소프트웨어 앱이 구동되고 있는 , "OX " OX 
이나 기기를 말합니다Mac iPad .

등록을� 위해서는OX� (To� register� OX:)

1. 소프트웨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을 엽니다OX , .
! 컴퓨터에서Mac:� ,� www.uaudio.com/ox/app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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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에서 를 검색하세요iPad:� iOS� ,� "OX� Amp� Top� Box" .�  
2. 앱 기기를 의 와이 파이 핫스팟에 연결합니다OX OX - . 

앱 기기의 와이 파이 시스템OX� - 앱� 내부의�세팅이�아니라� 시스템� 세팅을�말합니다(OX� Mac/iPad� )으로 
가서 의 와이 파이 핫스팟을 선택하고 하드웨어 뒷면 라벨에 프린트되OX - ,� OX�

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의 핫스팟 이름과 비밀번호는 뒷면 라벨에 프린트 되어 있습니다OX .
이 이미지는 예시이며 각 유닛에는 모두 독특한 이름과 패스워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 ..

3. 를 외부 와이 파이에 연결하기OX -
을 열고 를 누르면 연결 가능OX Find�My�OX

한 와이 파이가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 .�

서 연결하려는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비밀번
호를 입력한 뒤 를 누릅니다OK .�  

Tip: 의 핫스팟 비밀번호가 아니라 외부 와OX
이 파이 네크워크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다- . 

연결 가능한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 목록을 표시하고 있는-
앱의 스크린 샷 OX 

�

4. 앱 기기를 가 연결된 같은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에 연결하기OX OX -
앱 기기의 시스템 세팅으로 이동해OX� 앱�세팅이�아니라 의�시스템�세팅(OX� ,� Mac/iPad ) 단계에서 � 3

가 선택한 동일한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와 연결합니다OX - .�

Tip: 의 핫스팟 비밀번호가 아니라 외부 와이 파이 네크워크 비밀 번호를 입력합니OX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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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앱을 열고 제품 등록 완료OX . 
앱이 제품 등록 웹 페이지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니버설 오디오의 계정이 OX� .�

없다면 계정 만들기" Create�an�account 를 누릅니다" . 이미�계정이�있다면�로그인�하세요( ) 계정 생성이 �

완료되거나 로그인을 하면 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OX .

아래의 확인 페이지가 나오면 제품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앱으로 돌아가 ,� .� OX�

를 누르세요 이제 의 모든 제어가 가능해졌습니다Find� My� OX .� OX .

등록 확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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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Troubleshooting)
가 예상과 다르게 동작되면 우선은 모든 시스템 셋업 연결 케이블을 확인하시OX ,� ,� ,�

고 매뉴얼을 참조하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답과 해결 방법을 확.�

인하거나 지원 팀에 연락하려면 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 페이지를 참조하세
요.�

와이파이 리셋(Wi-Fi Reset)

와이 파이 리셋은 의 네크워크와 비밀번호 설정 모두를 삭제합니다OX� - OX .�

중요: 와이 파이 리셋은 이전에 입력한 네크워크 비밀번호를 영구 삭제합니다- .

와이 파이 리셋 실행하기- (To perform a Wi-Fi reset:) 
1. 의 포트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OX USB� .

2. 에 전원이 들어왔으며 시스템 스타트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OX ,� .� (RIG�

가 녹색이나 노란색으로 켜져 있습니다LED ).�  
3. 리셋 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합니다.�  
4. 전면부의 가 녹색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약 초 후에 리셋 OX� RIG� LED ( 10 ),�

스위치에서 손을 뗍니다 는 계속 녹색으로 깜박이고 있습니다.� RIG� LED .�  
5. 초 안에 리셋 스위치를 다시 눌러 리셋 명령을 컨펌합니다 가 꺼지6 ,� .�RIG� LED

면 와이 파이 재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6. 가 녹색 연속 으로 돌아오면 와이 파이가 리셋되었으며 사용 가능RIG�LED ( ) ,�OX� -

하다는 것입니다.�  

팩토리 리셋(Factory Reset)

의 팩토리 리셋은 모든 사용자 세팅을 삭제하고 를 원래 공창 초기화 상태로 OX ,�OX

되돌리는 것입니다.�

중요: 팩토리 리셋은 유저 릭 릭 셋 이펙트 프리셋 네트워크 네트, (Rigs), (Rig Sets), , , 
워크 패스워드 제품 등록 상태를 포함한 모든 유저 데이터를 영구 삭제합니다, .

팩토리 리셋을 실행하려면(To perform a factory reset:)
1. 의 포트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OX USB� .

2. 에 후면부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 를 끕니다OX OX .� �

3. 리셋 스위치를 누르고 홀드하면서 파워를 켭니다 리셋 스위치를 계속해서 ,�OX� .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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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면부의 가 빨간색으로 깜빡거리기 시작하면약 초 후에 리셋 OX� RIG�LED ( 10 ),�

스위치에서 손을 뗍니다 는 계속 빨간색으로 깜박이고 있습니다.� RIG� LED .�  
5. 초 안에 리셋 스위치를 다시 눌러 리셋 명령을 확인합니다 가 꺼지6 ,� .�RIG� LED

면 의 재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OX .

6. 가 솔리드 녹색으로 돌아오면 가 공장 초기화되었으며 사용 가능하RIG�LED ,�OX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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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Specifications)

노트: 앰프 탑 박스의 모든 사양은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OX . 

시스템 
보완I/O 

앰프 인풋(Amplifier Input) 1
스피커 아웃풋(Speaker Output) 1
라인 아웃풋(Line Outputs) 스테레오 왼쪽 오른쪽2 (1 , / )
헤드폰 아웃(Headphone Output) 스테레오 왼쪽 오른쪽1 ( , / )
디지털 아웃(Digital Outputs) 미러2 ( )

아날로그 I/O

앰프 인풋(Amplifier Input)
커넥터 종류(Connector Type) 1 4" Female TS Unbalanced⁄
인풋 임피던스(Input Impedance)  선택 가능4/8/16 Ohms ( ) 
최대 인풋 파워(Maximum Input Power) 150 Watts RMS, 200 Watts RMS peak 
안전 로드(Safety Load(power off) 16 Ohms 
디지털 아웃(Digital Outputs) 미러2 ( )

스피커 아웃풋(Speaker Output)
커넥터 종류(Connector Type) 1 4" Female TS Unbalanced⁄
아웃풋 감쇄(Output Attenuation) 단계 감쇄와 스피커 꺼짐5
아웃풋 레이턴시(Output Latency) 없음 완전 아날로그( )

라인 아웃풋 1-2(Line Outputs 1 2)–
커넥터 종류(Connector Type) 1 4" Female TS Unbalanced⁄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 114.5 dB (A-weighted) 
주파수 반응(Frequency Response) 20 Hz - 20 kHz, ±0.1 dB 
시그널 대 노이즈 비율(Signal-to-Noise Ratio)  114.0 dB (A-weighte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노이즈+ 
(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110 dB @ -3 dBFS 

채널 분리(Channel Separation) 129 dB 
아웃풋 임피던스(Output Impedance)  100 Ohms 
최대 아웃풋 레벨(Maximum Output Level) 20.2 dBu (balanced) 
아웃풋 레이턴시(Output Latency) 2.77 milliseconds (122 samples @ 44.1 kHz) 

스테레오 헤드폰 아웃풋(Stereo Headphone Outputs)
커넥터 종류(Connector Type) 1 4" Female TRS Stereo⁄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 113.0 dB (A-weighted) 
주파수 반응(Frequency Response) 20 Hz - 20 kHz, ±0.1 dB 
시그널 대 노이즈 비율(Signal-to-Noise Ratio)  113.0 dB (A-weight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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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노이즈+ 
(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107 dB @ -3 dBFS 

최대 아웃풋 레벨(Maximum Output Level) 80 milliwatts into 600 Ohms 
아웃풋 레이턴시(Output Latency) 2.77 milliseconds (122 samples @ 44.1 kHz) 

스테레오 헤드폰 아웃풋(Stereo Headphone Outputs)
커넥터 종류(Connector Type) 1 4" Female TRS Stereo⁄
다이나믹 레인지(Dynamic Range 113.0 dB (A-weighted) 
주파수 반응(Frequency Response) 20 Hz - 20 kHz, ±0.1 dB 
시그널 대 노이즈 비율(Signal-to-Noise Ratio)  113.0 dB (A-weighte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노이즈+ 
(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107 dB @ -3 dBFS 

최대 아웃풋 레벨(Maximum Output Level) 80 milliwatts into 600 Ohms 
아웃풋 레이턴시(Output Latency) 2.77 milliseconds (122 samples @ 44.1 kHz) 

디지털 아웃풋(Digital Outputs)
포맷(Format) S/PDIF IEC958 
커넥터 종류1(Connector Type1) Female Phono (RCA) 
커넥터 종류2(Connector Type2) Female Phono (RCA) 
샘플 레이트와 비트 지수
(Sample Rate & Bit Depth) 44.1 kHz, 24-bit 

Output Latency  2.57 milliseconds (113 samples @ 44.1 kHz) 

전기(Electrical)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 External AC to DC Power Supply, Level VI 
compliant 

인풋 커텍터 타잎AC IEC Male 
전원 요구사항AC (AC Requirements)  100V - 240V AC, 50 - 60 Hz 

인풋 커텍터 타잎DC XLR 4-Pin Locking Male (Neutrik P/N 
NC4MDM3-H) 

전원 요구사항DC (DC Requirements)  12 VDC ±5%, 1.5A 
최대 전력 소비랑(Maximum Power 
Consumption) 18 Watts 

작동 온도 범위(Operating Temperature Range) 화씨32° to 104° (Fahrenheit) (0° to 40° 
섭씨(Celsius)) 

보관 온도 범위(Storage Temperature Range) 화씨-40° to 176° (Fahrenheit) (-40° to 80° 
섭씨(Celsius))

작동 습도 범위(Operating Humidity Range) 비응축10% - 95%, (non-condensing) 

규약(Compliance)

EMC and Safety Standards 

FCC Part 15 for Class B digital device EN 
610003-3-3:2013 EN 301489-17 

ICES-003  EN 55103-2 KN 301489-1 
ICES-003  KN32 KN 3014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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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55032 KN35 UL/cUL 60065 
CIPSR 32:2012  CNS 13438 EN 60065 
EN 61000-3-2:2014 EN 301489-1 IEC 60065 

본체(Physical)

크기(Dimensions)
너비(Width) 15.01 in / 381.25 mm 
높이 샤시만( ) (Height, Chassis Only)  4.45 in / 112.94 mm 
높이 고무발까지 포함( ) Height, Including Rubber 
Feet  5.45 in / 138.44 mm 

깊이 샤시만, ( )(Depth, Chassis Only)  8.05 in / 204.5 mm 
깊이 노브와 잭 돌출까지 포함, ( )(Depth, 
including Knob & Jack Protrusions) 9.04 in / 229.58 mm 

포장 박스(Shipping Box) (Width x Depth x 
Height) 

20 3/4" x 12 15/16" x 11 5/16" (52.7 cm 
x 32.9 cm x 28.7 cm) 

무게(Weight) 
무게 유닛만( ) Weight (unit only) 14.1 Lbs / 6.40 Kg 

패키지 내용물(Package Contents)
앰프 탑 박스 유닛OX (OX Amp Top Box Unit)

외장 파워 서플라이(External Power Supply)
파워케이블 미국 유럽연합 영국 지역에 따라 달라짐IEC - , , ( )

IEC Power Cable - US, EU, or UK (region dependent) 
빠른 시작 가이드(Quick Start Guide)
릭 컨트롤 프리셋(RIG Control Presets)
안전 허가 시트& (Safety & License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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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다이어그램(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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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Notices)

보증(Warranty)

유니버설 오디오는 모든 제품에 제한적인 보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UA� .�

은 help.uaudio.com를 방문하세요 제한적 보증에는 특정한 법적인 권리가 포함되.�

어 있습니다 주.� state나 국가에 따라 다른 권리가 부여될 수 도 있습니다.� �

수리 서비스(Repair Service)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선 모든 시스템 셋업과 연결 케이블 그리OX ,� ,� ,� ,�

고 운영 지시를 점검해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의 대답은 유니버설 오디오의 지식 .�

기반 help.uaudio.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거나 리페어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다면 ,� help.uaudio.com를 
방문하세요.

관리 (Maintenance)

! 주의 이 서비스 지시 사항은 적합한 자격을 갖춘 서비스 스탭을 위한 것입니다:� .�

여러분이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이상 이 지시 사항에 설명된 어떠한 내용,�

도 실행하지 마셔야 전기 쇼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주의 의 회로도에서 교체 가능한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OX .�

가 제대로 교체되지 않으면 폭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적합한 자격을 .�

갖춘 사람이 배터리를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똑같은 혹은 등가의 배터리로만 .� ,�

교체해합ㄴ디ㅏ. 
! 에는 퓨즈 혹은 사용자가 교체할 수 있는 타잎의 부품이 없습니다 유닛은 OX .�

공장에서 캘리브레이션 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알림(Disclaimer) 

이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는 .� Inc.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 적합함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해 이 매뉴얼과 관련 
어떠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는 이 매뉴얼에 포함 된 오류나 .� Inc.

이것을 공급하고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직접 간접 특별 부수적 또는 파생적 손해,� ,� ,� ,�

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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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End� User� License� Agreement)

소프트웨어에 대한 귀하의 권리는 소프트웨어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OX� OX�

Software�End� User� License� Agreement을 따르며 사본은 에서 보실 ,� www.uaudio.com/eula

수 있습니다.�

오픈� 소스� 사용권� 안내(Open� Source� License� Information)

의 오픈 소스 사용권 안내는 OX www.uaudio.com/eula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오디오� 트레이드� 마크(Universal� Audio� Trademarks)

트레이트 마크에 대한 안내는 UA� www.uaudio.com/terms.html에서 볼 수 있습
니다.�

저작권(Copyright)�

Copyright� ©2018� Universal� Audio,� Inc.� All� rights� reserved.�

이 매뉴얼과 및 관련 소프트웨어 이미지 제품 디자인 및 디자인 개념은 저작권 ,� ,�

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문서의 어떠한 부분도 유니버설 오디오의 사전 서면 허가 .�

없이 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어떤 형태로든 재생산 될 수 Universal�Audio,� Inc.

없습니다.

준수� 사항(Compliance)

중요 안전 안내(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이 유닛을 사용하기 전에 이 매뉴얼의 작동 지시와 관련된 해당 항목과 안전 수칙
을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작동 지시 .� .�

와 함께 이 유닛과 관련된 다음의 주의 사항을 특별히 준수하여 주십시오.

이 지시 사항을 읽으십시오1)� .

지시 사항을 지키십시오2)� .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3)� .

모든 지침을 따르십시오4)� .

이 장치를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5)� .�

마른 천으로 닦으세요6)� .

통풍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하십시오7)� .� .

라디에이터 난방기 스토브 또는 열을 발생시키는 다른 장치 8)� ,� ,� 앰프�포함( )와 같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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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근처에 두지 마세요.

극성 또는 접지 형 플러그의 안전 목적과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극성 9)� .�

플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가 있으며 한쪽이 다른 쪽보다 넓습니다 접지 형 플.�

러그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와 세 번째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날 또는 세 번째 .�

갈래는 안전을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으면 전기 전문.�

가에게 문의하여 구식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전원 코드가 밟히거나 플러그 콘센트 및 장치에서 빠져 나오는 부분이 꼬이지 10)� ,�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착물 부속품 만 사용하십시오11)� / .

제조업체가 지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브래킷 또12)� ,� ,� ,�

는 테이블만 사용하십시오 카트 사용 시 카트 장비 뒤집혀 부상당하지 않도록 주.� /

의하세요.�

번개가 칠 때나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본 기기의 플러그를 뽑아 두십13)�

시오.

적합한 자격이 있는 서비스 직원에게 의뢰하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14)� .�

상되거나 액체가 엎질러지거나 물건이 떨어지거나 비나 습기에 노출되었거나 기.� ,� .� ,�

기가 떨어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 ,�

참고 기타 또는 베이스 앰프 위에 앰프 탑 박스를 설치해놓고 사용하는 것이 : OX 
안전합니다.

사용된 심볼 설명

정삼각형안의 화살표 기호로 표현된 번개는 이 기기 내부에 감전 위험이 있는 
고전압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경고하기위한 것입니다.

정삼각형의 느낌표는 유닛의 사용 및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중요한 지침을 알
리는 것입니다.

규정 준수 정보FCC (FCC Compliance Information)
이 장치는 규정 제 조를 준수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FCC� 15 .�

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 (1)� (2)�

을 유발되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수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제품에는 사용자가 수리 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인증되지 않은 제품 변경 또는 .�

개조로 이 기기 사용을 포함해 모든 보증과 인증 및 승인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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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송 준수FCC Part 15 (FCC Part 15 Digital Emissions Compliance)
우리 유니버셜 오디오,� ,� Inc.,(4585� Scotts� Valley� Drive,� Scotts� Valley,� CA,�

는 가 규정 제 항을 95066,�USA,� +� 1-831-440-1176) OX�Amp�Top�Box FCC� 15�

준수함을 단독 책임하에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 ,� .�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장치는 원치 않는 작동을 :� (1)� (2)�

생길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모든 수신 간섭을 수용해야 합니다.

경고 : 이 장비는 검사를 통해 규칙 제 조항에 따른 클래스 디지털 장치FCC� 15� B�

의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제한 사항은 이 제품을 주거 지역.�

에서 사용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및 방출하므로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으면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장비가 .�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장비를 껐다가 켜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음 사용자는 다음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간섭 해결을 시),�

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십시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것과 다른 라인의 콘센트에 연결하십시오.

! 대리점 또는 숙련 된 라디오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TV� .

방사선 노출 정책FCC (FCC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이 제품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한 휴대용 노출 제한을 준수하며 이 FCC� RF� ,�

매뉴얼과 같이 의도된 사용에서는 안전합니다 제품을 가능한 멀리 두고 사용하거.�

나 같은 기능을 할 경우 더 낮은 출력으로 사용하면 추가 노출을 감소히킬 수 ,� RF�

있습니다.

인더스트리 캐나다 고시(Industry Canada Notice)
이 장치는 을 준수합니다Canadian� RSS-210 .

이 장치는 표준 라이센스 면제 를 준수합니다 이 장치는 간Industry�Canada� - RSS .� (1)�

섭을 일으키지 않아야하며 이 장치는 원하지 않는 작동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2)�

용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무면허 무선 장치용 인더스트리 카나다 표준 을 .� CNR-210

준수합니다 다음 두 조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이 장치는 .� :� (1)� ,�(2)�

임의의 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모든 간섭을 수신한다.�



OX Amp Top Box70

Ce� dispositif� est� conforme� à� la� norme� CNR-210� d'Industrie� Canada�

applicable�aux�appareils� radio�exempts�de�licence.�Son� fonctionnement�est�

sujet�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1)� le� dispositif� ne� doit�pas� produire�

de�brouillage�préjudiciable,�et� (2)�ce�dispositif�doit�accepter� tout�brouillage�

reçu,�y�compris�un�brouillage�susceptible�de�provoquer�un� fonctionnement�

indésirable.�  

캐나다 산업 성 방사선 노출 정책(Industry Canada Radiation Exposure Statement)
이 제품은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 규정 한 캐나다의 휴대용 노출 제한을 준수RF�

하며 이 매뉴얼처럼 의도된 동작을 안전하게 실행할 수 있씁니다 제품을 사용자 .�

몸체로부터 가능한 멀리 유지하거나 결과가 같다면 장치를 더 낮은 출력으로 설정,�

하는 방법으로 추가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RF� .

유럽 적합성 고지- EU (Europe -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위의 기호로 유럽 연합 지침 의 필수 요구 사항을 준수(R�&�TTE)� (1999�/�5�/�EC)

함을 나타냅니다 이 장비는 다음과 같은 표준을 준수합니다.� .

EN300� 328,� EN� 301� 893,� EN� 301� 489-17,� EN60950,� EN� 62311

라디오 준수 선언 LAN Radiolan Compliance Statements 

cs Cesky [Czech] ̌ 쉟 엁 얷Universal Audio, Inc. tímto prohla je, tento Radiolan je ve shode se základními po davky a  ̌
싴 쉗dal mi príslu ými ustanoveními smernice 1999/5/ES. ̌ ̌

da Dansk [Danish] Undertegnede Universal Audio, Inc. e rklærer herved, at følgende udstyr Radiolan overholder de 
væsentlige krav og øvrige rele 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de Deutsch [German] 
Hie rmit erklärt Universal Audio, Inc. dass sich das Gerä t Radiolan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legen- den Anforderungen und den übrigen einschlägigen Bestimmungen der Richtlinie 
1999/5/EG be ndet. 

et Eesti [Estonian] Käesolevaga kinnitab Unive rsal Audio, Inc. seadme Radiolan vastavust direktiivi 1999/5/EÜ 
põhinõuetele ja nimeta tud direktiivist tulenevatele teistele asjakohastele sätetele. 

en English Hereby, Universal Audio, Inc., declares that this Radiolan is in compliance with the essential 
requirements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Directive 1999/5/EC. 

es Español [Spanish] Por medio de la presente Universal Audio, Inc. declara que el Radiolan cumple con los requisitos 
esenciales y cualesquiera otras disposiciones aplicables o exigibles de la Directiva 1999/5/CE. 

el [Greek] Ελλ ηνικη ́ Universal Audio, Inc. Radiolan ΜΕ ΤΗΝ ΠΑΡΟΥΣΑ ΔΗΛΩΝΕΙ ΟΤΙ ΣΥΜΜΟΡΦΩΝΕΤΑΙ ΠΡΟΣ ΤΙΣ 
1999/5/ . ΟΥΣΙΩΔΕΙΣ ΑΠΑΙΤΗΣΕΙΣ ΚΑΙ ΤΙΣ ΛΟΙΠΕΣ ΣΧΕΤΙΚΕΣ ΔΙΑΤΑΞΕΙΣ ΤΗΣ ΟΔΗΓΙΑΣ ΕΚ

fr Français [French] Par la présente Universal Audio, Inc. déclare que  l'appareil Radiolan est conforme aux e xigences 
essentielles et aux aut res dispositions pertinentes de la directive 1999/5/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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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La tviski [La tvian] 쉙 Ar Universal Audio, Inc. dekla re, ka Radiolan atbilst Direktivas 1999/5/EK butiskajam prasibam ̄ ̄ ̄ ̄ ̄̄
un citiem ar to saistitajiem noteikumiem. ̄

lt Lietuviu [Lithuanian]  ̨ 둰 쉏uo Universal Audio, Inc. dekla ruoja, kad s Radiolan atitinka esminius reikalavimus ir kitas 
1999/5/EB Direktyvos nuostatas. 

mt Malti [Maltese] Hawnhekk, Universal Audio, Inc., jiddikja ra li dan Radiolan jikkonforma mal-ħtigijiet essenzjali u ̇
ma prov- vedimenti oħrajn relevanti li hemm d-Dirret tiva 1999/5/EC. 

hu Magyar [Hungarian] Alulírott, Universal Audio, Inc. nyilatkozom, hogy a Radiolan megfelel a vonatkozó alapvetõ 
követelmé- nyeknek és az 1999/5/EC irányelv egyéb el rásainak. 蹴

nl Nederlands [Du tch] Hierbij verklaart Universal Audio, Inc. da t het toestel Radiolan in overeenstemming is met de 
essentiële eisen en de andere relevante  bepalingen van  richtlijn 1999/5/EG. 

no Norsk [Norwegian] Universal Audio, Inc. erklære r herved at utstyret Radiolan er i samsvar med de grunnleggende krav 
og øvrige relevante krav i direktiv 1999/5/EF. 

pl Polski [Polish] Niniejszym Universal Audio, Inc. oswiadcza, ze Radiolan jest zgodny z zasadniczymi wymogami ́ ̇
oraz pozostał ymi stosownymi postanowieniami Dyrektywy 1999/5/EC. 

pt Português 
[Portuguese] 

Universal Audio, Inc. decla ra que este Radiolan está con forme com os requisitos essenciais e 
outras dis- posi es da Directiva  1999/5/CE. 寤

sl Slovensko 
[Slovenian] 

Universal Audio, Inc. izjavlja, da je ta Radiolan v skladu z bistvenimi zahtevami in ostalimi 
relevantnimi dolocili direktive 1999/5/ES. ̌

sk Slovensky [Slovak] 엁 엍 쉋 쉗Universal Audio, Inc. týmto vyhlasuje, Radiolan splna základné po adavky a v tky príslu é ́̌
ustanovenia Smernice 1999/5/ES. 

sk Suomi [Finnish] Universal Audio, Inc. vakuuttaa täten että Radiolan tyyppinen laite on direktiivin 1999/5/EY 
oleellisten  vaati- musten ja sitä koskevien direktiivin muiden ehtojen mukainen. 

fi Svenska [Swedish] 
Härmed intygar Universal Audio, Inc. att denna Radiolan står I överensstämmelse med de 
väsentliga egens- kapskrav och övriga relevanta bestämmelse r som framgår av direktiv 
1999/5/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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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Technical Support)

유니버설 오디오 지식 본부(Universal Audio Knowledge Base)

지식 본부UA� Knowledge�Base�는 모든 제품의 설정 운용 문제 해결 및 수리를 위UA� ,� ,�

한 통합 온라인 기술 리소스입니다.

도움이 되는 서포트 지원 비디오를 시청하거나 지식 본부 검색을 통해 답을 얻고,� ,�

다른 곳에서 제공되지 않는 최신 기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식 본부UA (UA Knowledge Base)

유튜브 지원 채널(YouTube Support Channel)

의 유니버설 오디오 지원 채널은 제품 세팅과 사용에 도움이 되youtube.com UA�

는 지원 비디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지원 채널 UA UA YouTube Support Channel 

유니버설 오디오 커뮤니티 포럼(Universal Audio Community Forums)

비공식 토론 포럼은 모든 제품 사용자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UA� Universal�Audio�

입니다 이 웹 사이트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됩니다.� .

www.uadforum.com 

유니버설 오디오 지원팀에 연락하기(Contact Universal Audio Support)

지원팀에 기술 또는 수리 지원을 요청하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UA� .

help.uaudi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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