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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ordbox에 관하여

rekordbox의 개요

rekordbox는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를	구입하신	분들이	DJ	공연용으로	사용되는	음악파일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	 rekordbox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의	분류	및	검색	뿐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까지	생성하실	수	있어,	DJ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	 공연에	앞서	rekordbox는	갖고	계신	음악파일의	비트,	템포	(BPM)	및	기타	요소를	감지,	측정	및	편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공연에	앞서	rekordbox를	사용하여	상세한	포인트	정보	(큐,	루프,	핫	큐	등에	대한)를	설정	및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포인트	정보	및	rekordbox로	준비된	플레이리스트를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에서	재생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	히스토리,	재생	횟수,	포인트	정보	등을	재생후	

rekordbox로	피드백	하실	수	있습니다.

rekordbox의 기능

음악파일이 자동적으로 분석되어 향상된 DJ 공연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 음악파일 분석

rekordbox로	음악파일을	분석함으로써	DJ	공연중	파형,	비트	및	템포	(BPM)를	포함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취득하고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예:

!	 분석된	음악파일을	DJ	플레이어에	로드하실	때,	즉시	파형	정보가	표시되어	DJ에게	트랙의	시각	자료를	제공합니다.

!	 rekordbox	또는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XDJ-AERO,	XDJ-R1)의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여	정확한	큐	및	루프를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하고	안정된	BPM	정보를	즉시	표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복수의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또는	좌우	데크	(예:	

XDJ-AERO,	XDJ-R1)의	템포	(BPM)	및	비트를	동기화하는	사운드를	믹스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아	DJ	기기	및	rekordbox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은	사용중이신	DJ	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 BEAT GRID

음악파일이	분석될	때	감지되는	비트	위치	(비트)가	확대된	파형	표시	상에	점	또는	선의	그리드로	표시됩니다.

 � QUANTIZE

	 	 	 	 	 	 	

rekordbox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DJ	기기로	연주하시기	전에	음악파일의	비트	유형을	감지하여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버튼을	누르실	때의	모든	타이밍	오류를	자동	

수정함으로써,	갖고	계신	DJ	기기로	큐,	루프	및	이펙트를	설정하여	비트에	맞춰	재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CUE/LOOP POINT MEMORY

	 	 	 	 	

큐	및	루프	포인트를	rekordbox로	미리	설정	및	저장하여,	차후에	DJ	플레이어	상에서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rekordbox를	사용하여	한개의	음악파일	당	10개의	큐/

루프	포인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rekordbox로	생성된	루프를	추출하여	WAVE	파일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HOT CUE

	 	

rekordbox를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저장하신	핫	큐를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로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rekordbox로	한개의	음악파일	당	최대	3개의	핫	큐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핫 큐 뱅크 리스트

	

rekordbox로	DJ	플레이어에서	사용하실	핫	큐	세개	(A,	B	및	C)의	조합을	핫	큐	뱅크	리스트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음악파일의	큐를	핫	큐	뱅크	리스트에서	조합	및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리스트를	준비하여,	이전보다	많은	수의	핫	큐	조합을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에서	신속하게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 BEAT SYNC

	 	

rekordbox로	음악파일을	분석하여,	복수의	DJ	플레이어	(또는	좌우	데크)	간의	템포	(BPM)	및	비트를	동기화하는	다양한	이펙트를	사용하거나	사운드를	믹스할	수	있어	폭

넓은	DJ	연주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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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플레이어에서의 간편한 브라우징을 위해 트랙 정보 설정하기

 �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rekordbox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및	정렬	기준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rekordbox로	본	항목들을	설정하실	때,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	(장르,	BPM	등으

로	열람)을	사용하여	음악파일을	표시,	정렬	및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플레이리스트

	 	 	 	 	 	 	

rekordbox를	사용하여	선호하시는	음악파일의	플레이리스트를	미리	생성함으로써,	원하시는	트랙을	DJ	플레이어에서	신속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리스트

	 	 	

플레이리스트와	아울러,	곧	재생하실	음악파일을	rekordbox의	태그	리스트에	일시적으로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LAN으로	연결된	컴퓨터	및	모든	DJ	플레이어	간에	

rekordbox의	태그	리스트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은	여러대의	DJ	플레이어를	교대로	사용하여	라이브	공연중	트랙을	선택하는데	편리합니다.

DJ 기기와 음악파일 및 데이터 연동 및 공유하기

 � USB EXPORT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컴퓨터를	DJ	부스로	가져올	필요	없이	rekordbox로	저장된	음악파일	및	관련	데이터를	DJ	플레이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와	아울러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LINK EXPORT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DJ	플레이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rekordbox에	저장된	음악파일	또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에	실시간으로	로드하실	수	있습

니다.

연결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의	특정	DJ	플레이어	및	컴퓨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PRO DJ LINK

	 	 	 	 	

LAN	케이블로	PRO	DJ	LINK	연결을	성립시킴으로써,	rekordbox의	음악파일	및	데이터를	DJ	믹서	및	여러대의	DJ	플레이어와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4대의	DJ	플레이

어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rekordbox를	가동중인	컴퓨터를	최대	2대까지	연결하여	매끄러운	DJ	로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줍니다.LAN	설정	및	DJ	플레이어의	사양에	따라	최대	6대의	컴퓨터	(2

대는	유선	연결로,	4대는	무선	연결로)와의	통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LINK MONITOR

	 	

rekordbox의	음악파일을	PRO	DJ	LINK로	연결된	DJ	믹서의	헤드폰을	통해	모니터	하실	수	있습니다.

DJ 연주에 대한 현재의 리뷰 또는 차후의 참조를 위해 DJ 플레이어로부터 트랙 재생 정보 저장하기

 � 히스토리/태그 리스트

	 	 	 	 	 	

rekordbox를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에서의	각	세션중	재생되는	모든	트랙의	히스토리	및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에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로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후에	rekordbox에서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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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ordbox를 사용하여 재생 준비하기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	(CDJ-2000nexus,	CDJ-2000,	CDJ-900,	CDJ-850,	CDJ-350,	XDJ-AERO	또는	XDJ-R1)에	부속된	CD-ROM으로부터	갖고	계신	컴퓨터에	

rekordbox를	설치합니다.	rekordbox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동의,	최소	요구	운영체제,	설치과정	등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포함된	문서	“사용전에	읽어	주십시오”를	참조

하십시오.

!	 설치	프로그램은	또한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rekordbox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동의사항,	최소	요구	운영	체제,	설치	

과정	등은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	31	페이지	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이용하기).

rekordbox

1 컴퓨터로 음악파일을 들여옵니다.
갖고	계신	컴퓨터에	음악파일을	준비합니다.

!	 rekordbox로는	오디오	CD로부터	음악파일을	들여오기	하시거나	인터넷을	통

해	음악파일을	구입하실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여오기	

하신	음악파일을	갖고	계신	컴퓨터	상에	준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l	30	페

이지	의	로드	및	재생될	수	있는	음악파일	(파일	포맷)).

2 rekordbox의 컬렉션에 음악파일을 추가합니다.
음악파일의	비트	및	템포	(BPM)를	분석,	측정합니다.

!	 iTunes	라이브러리의	음악파일에	관한	정보는	물론,	음악파일	(예:	MP3,	AAC)

의	태그	정보도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3 rekordbox를 사용하여 준비합니다.
각종	연주	포인트	(큐,	루프	및	핫	큐)를	설정합니다.

연주용으로	사용하실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및	핫	큐	뱅크	리스트).

!	 iTunes	라이브러리로부터의	플레이리스트는	물론,	기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으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	(M3U	및	PLS)를	들여오실	수	있습니다.

4 DJ 기기와 함께 재생합니다.
rekordbox로	준비하신	포인트	정보	및	플레이리스트를	사용하여	파이오니아	DJ	기

기에서	재생이	가능합니다.

!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의	재생	히스토리,	재생횟수,	포인트	정보	등을	

rekordbox로	피드백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용 장치를 사용하여 재생 준비하기

rekordbox

rekordbox
rekordbox로	분석된	음악파일,	rekordbox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	내	설정	내용	

등을	휴대용	장치	(예:	iPhone,	Android™	장치)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휴

대용	장치에서	편집된	음악	데이터를	rekordbox에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l	21	

페이지	의	무선	LAN	(Wi-Fi®)을	지원하는	휴대용	장치	연결하기).

!	 rekordbox를	또한	반드시	휴대용	장치에	설치하셔야	합니다.	App	Store,	Play	

Store와	같은	온라인	소프트웨어	시장으로부터	rekordbox의	휴대용	장치	버전

을	휴대용	장치에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	 휴대용	장치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관해서는	rekordbox의	휴대용	장치	버

전의	사용자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	 무선	LAN	연결을	수행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휴대용	장치,	컴퓨터	또는	무선	

LAN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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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기기와 함께 rekordbox 사용하기

갖고	계신	컴퓨터에	기기를	연결하시기	전에	각	DJ	기기에	대해	취급설명서에	있는	“안전상	주의사항”	및	“연결”	관한	정보를	반드시	읽으십시오.

갖고	계신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와	SD	메모리	카드	및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와의	호환성에	관해	확인하시려면,	각각의	특정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kordbox와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에	관한	최신	정보는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l	31	페이지	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
트	이용하기).

USB 장치로 재생하기 (USB EXPORT)

	 	 	 	 	 	 	

rekordbox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컴퓨터를	DJ	부

스로	가져올	필요	없이	rekordbox로	저장된	음악파일	및	관련	데이터를	DJ	플레이

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l	21	페이지	의	USB	장치로	재생하기).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

와	아울러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LAN으로 연결된 재생 (LINK EXPORT)

	 	 	

rekordbox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DJ	플레이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rekordbox

에	저장된	음악파일	또는	데이터를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에	실시간으로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	 연결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의	특정	DJ	플레이어	및	컴퓨터에	대한	취급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복수의 DJ 기기와 연동하여 재생하기 (PRO DJ LINK)

	 	 	 	 	

rekordbox

PRO	DJ	LINK와	호환되는	DJ	믹서	및	DJ	플레이어가	LAN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때,	rekordbox의	음악파일	및	데이터를	USB	장치	상에서	정렬하여	최대	4대의	DJ	

플레이어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l	21	페이지	의	USB	장치로	재생하기).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

와	아울러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DJ	믹서	대신에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결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의	특정	DJ	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rekordbox rekordbox

rekordbox가	설치된	컴퓨터가	LAN	케이블을	사용하여	PRO	DJ	LINK로	연결되어	

있을	때,	rekordbox의	음악파일	및	데이터를	최대	4대의	DJ	플레이어에	실시간으

로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PRO	DJ	LINK를	지원하는	DJ	믹서	및	rekordbox가	설치된	컴퓨터가	LAN	케

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때,	rekordbox의	음악파일을	DJ	믹서에	연결된	헤드폰을	통

해	모니터	하실	수	있습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	 DJ	믹서	대신에	스위칭	허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PRO	DJ	LINK로	최대	2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LAN	설정	

및	DJ	플레이어의	사양에	따라	최대	6대의	컴퓨터	(2대는	유선	연결로,	4대는	

무선	연결로)와의	통신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연결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의	DJ	기기	및	컴퓨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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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패널

4

3

2

1

i

j

k

8 9 a b d e hfc

lm

g75 6

1 o/p
트랙	시작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트랙	서치).

!	 [p]를	클릭하여	다음	트랙의	시작지점으로	이동합니다.

!	 [o]를	클릭하여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시작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두번	눌

러	현재	트랙	앞의	한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2 m/n
재생시	계속해서	눌러	패스트	포워드	또는	패스트	리와인드	합니다	(서치).

3 CUE
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4 f
재생을	시작하거나	일시정지	합니다.

l	13	페이지	의	음악파일	듣기

5 HOT CUE (A, B, C)
핫	큐가	여기에	저장됩니다.

l	16	페이지	의	핫	큐	저장하기

6 LOOP IN/LOOP OUT
실시간으로	큐	및	루프	인/루프	아웃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7 QUANTIZE
가장	가까운	비트	그리드에	큐	및	루프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l	16	페이지	의	핫	큐	저장하기

8 RELOOP
루프	재생을	취소	또는	다시	시작합니다.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9 오토비트루프 (4, 8, 16, 32)
지정된	비트수에	따라	루프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a 시간표시 (TIME/REMAIN), 분 (M), 초 (S), 밀리초 (MS)
1000	밀리초는	1	초와	동일합니다.

!	 [TIME]을	클릭하여	[REMAIN	(잔여시간	표시)]를	전환합니다.

!	 [REMAIN]을	클릭하여	[TIME	(경과시간	표시)]를	전환합니다.

b BPM 표시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BPM	(분당	비트수)를	표시합니다.

l	13	페이지	의	음악파일	듣기

c 어드레스 및 전체 파형 표시 재생하기
파형	위에	보여지는	가는	수직선	및	파형	아래에	보여지는	수평선으로	현재의	

재생	위치가	표시되고,	트랙의	진행	상태를	나타냅니다.

!	 경과시간	모드의	경우,	수평	막대가	왼쪽으로부터	점등됩니다.

!	 잔여시간	모드의	경우,	수평	막대가	왼쪽으로부터	소등됩니다.

d 사용자 정의
[사용자	정의]	화면이	열립니다.

l	27	페이지	의	사용자	환경	설정하기

e 아트워크
음악파일의	아트워크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f 플레이어 패널 디스플레이 셀렉터
플레이어	패널	디스플레이를	켜고	끕니다.

l	11	페이지	의	음악파일	검색하기

g MEMORY/ACTIVE
이미	설정된	큐	및	루프	포인트를	저장합니다.또한,	하나의	저장된	루프를	액티

브	루프로	설정합니다.

l	16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저장하기

h 큐/루프 콜
저장된	큐	및	루프	포인트를	불러옵니다.

l	16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저장하기

i 볼륨
상하로	드래그하여	볼륨을	조정합니다.

j 뮤트
눌러	소리를	끕니다.

k +/  /-
확대된	파형	표시를	확대	또는	축소합니다.

l 확대된 파형 표시 및 비트 그리드
표시된	파형을	좌우로	드래그	하여	재생	위치를	앞뒤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을	분석함으로써	감지된	비트	위치가	하얀	점으로	표시됩니다.

l	13	페이지	의	음악파일	듣기

m 비트 그리드 조정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를	열어	확대된	파형	표시의	아래에	표시합니다.

l	13	페이지	의	음악파일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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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패널

7

8

6

5

4

3

2

1

9 a b

c

d

1 Collection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을	표시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2 Playlists
브라우저	패널에	[플레이리스트]	페인을	표시합니다.

l	17	페이지	의	Playlist를	사용하여	음악파일	정리하기

3 H. Cue Bank
브라우저	패널에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을	표시합니다.

l	19	페이지	의	Hot	Cue	Bank	List를	사용하여	Hot	Cue	정리하기

4 Bridge
브라우저	패널에	[브리지]	페인을	표시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l	17	페이지	의	Playlist를	사용하여	음악파일	정리하기

5 Tag List
브라우저	패널에	[태그	리스트]	페인을	표시합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6 Info
브라우저	패널에	[정보]	페인을	표시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7 Device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을	표시합니다.

l	21	페이지	의	USB	장치로	재생하기

8 History
브라우저	패널에	[히스토리]	페인을	표시합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9 페인을 나란히 표시
여러개의	페인을	현재	표시되는	페인의	오른쪽에	나란히	표시합니다.	오른쪽에	

표시되는	페인을	닫으시려면,	페인의	왼쪽	상단	코너에	있는	[c]를	클릭합니다.

a 카테고리 필터
카테고리	필터를	사용하여	음악파일을	검색합니다.

l	11	페이지	의	음악파일	검색하기

b 필터 찾기
필터	찾기를	사용하여	음악파일을	검색합니다.

l	11	페이지	의	음악파일	검색하기

c 컬럼 헤더
음악파일	정보를	정렬	및	검색	가능하게	합니다.

컬럼	헤더	표시를	켜고	끄며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l	11	페이지	의	음악파일	검색하기

d LINK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기기	(예:	CDJ-2000nexus,	CDJ-

2000,	CDJ-900,	XDJ-AERO)와의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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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상태 패널

1 42 3

1 LINK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기기	(예:	CDJ-2000nexus,	CDJ-

2000,	CDJ-900,	XDJ-AERO)와의	통신을	종료합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2 동기화 마스터
비트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를	재생하실	

때,	rekordbox로	지정된	마스터	BPM	(템포)를	사용하여	동기화	합니다.

l	25	페이지	의	재생용으로	복수의	DJ	플레이어	간에	비트	동기화	기능	사용
하기

3 마스터 BPM
동기화	마스터로	사용되는	템포	(BPM)를	지정합니다.

l	25	페이지	의	재생용으로	복수의	DJ	플레이어	간에	비트	동기화	기능	사용
하기

4 링크 상태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기기	(예:	CDJ-2000nexus,	CDJ-

2000,	CDJ-900,	XDJ-AERO)의	상태를	브라우저	패널의	아래에	표시합니다.

l	24	페이지	의	LAN으로	연결된	재생

rekordbox 시작하기

rekordbox를	사용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관리자로	설정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Mac OS X용

Finder로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열어, [rekordbox 2.x.x.app]를 더블클릭 합니다.
2.x.x는	rekordbox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Windows® 7, Windows Vista® 및 Windows® XP의 경우

윈도우즈 [시작] 메뉴 버튼을 클릭하신 후, [모든 프로그램] > [Pioneer] > [rekordbox 2.x.x] > [rekordbox 2.x.x]를 
클릭합니다.
2.x.x는	rekordbox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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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준비하기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이	과정을	통해	컴퓨터	상에서	음악파일을	분석하고	rekordbox의	음악	컬렉션에	

등록합니다.

음악 파일 또는 음악폴더 분석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파일] 메뉴 > [들여오기] > [파일]를 선택합니다.
[컬렉션에	추가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3 음악파일이 저장된 폴더 및 파일명을 선택하신 후, [열기]을 
클릭합니다.
음악파일이	컬렉션에	추가되고,	태그	정보가	로드되어	표시됩니다.	음악파일의	파

형	정보	분석이	시작되면,	 가	분석중인	음악파일의	왼쪽에	표시되고,	분석이	

종료되면	꺼집니다.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를	분석하는	두개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및	[다이내믹]	(l	27	페이지	의	트랙	분석).

!	 폴더	안에	있는	모든	음악파일을	추가하시려면,	[파일]	메뉴	>	[들여오기]	>	[폴

더]를	선택합니다.

!	 Finder	또는	윈도우즈	익스플로러를	열어,	음악파일을	[컬렉션]	페인으로	드래

그해서도	음악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WAVE	또는	AIFF	파일이	Collection에	추가될	때,	태그	정보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로부터	등록하실	수	있는	태그	정보의	유형은	ID3	태그	

(v1,	v1.1,	v2.2.0,	v2.3.0	및	v2.4.0)	또는	메타	태그입니다.

!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	분석이	완료되면,	비트	위치	및	템포	(BPM)를	플레이어	

패널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	13	페이지	의	음악파일	듣기).

!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가	분석되는	동안	키가	동시에	감지될	수	있습니다	(l	

27	페이지	의	임포트	시에	조성을	검출).

!	 컬렉션으로부터	음악파일을	제거하시려면,	[컬렉션]	페인에서	음악파일을	선택

하신	후,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음악파일이	컬렉션으

로부터	제거되지만,	음악파일	그	자체는	컴퓨터로부터	삭제되지	않습니다.

음악파일 정보 편집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컬렉션]	및	[정보]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3 [컬렉션] 페인에 있는 음악파일을 클릭합니다.
[요약]	탭이	[정보]	페인에	표시됩니다.

4 [정보] 페인에 있는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정보]	탭이	[정보]	페인에	표시됩니다.

5 정보를 편집합니다.
음악파일의	정보가	변경됩니다.

음악파일에 아트워크 이미지 추가하기

음악파일에	추가하실	수	있는	아트워크	이미지	포맷은	JPEG	및	PNG입니다	(확장

자:	“jpg”,	“jpeg”,	“png”).

1 [정보] 페인에 있는 [아트워크] 탭을 클릭합니다.

2 Finder/윈도우즈 익스플로러를 엽니다.

3 Finder/윈도우즈 익스플로러로부터 [아트워크] 탭으로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아트워크	이미지가	음악파일에	추가됩니다.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 리로드하기

외부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를	수정하시는	경우,	변경사

항을	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이	태그	정보를	반드시	rekordbox에서	리로드하셔야만	

합니다.

1 [정보] 페인에 있는 [정보] 탭을 클릭합니다.

2 [정보] 탭의 왼쪽 상단 코너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가	리로드됩니다.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가	리로드되면,	[정보]	및	[아트워크]	탭에서	편집된	컨텐츠

가	리로드된	태그	정보로	교체됩니다.



11Ko

재
생

 준
비

하
기

iTunes 라이브러리로부터 음악파일 추가하기

iTunes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을	때,	iTunes	라이브러리에	있는	음악파일을	분석

하여	rekordbox	음악	컬렉션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컬렉션]	및	[브리지]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3 [브리지] 페인의 트리 뷰에서 [iTunes]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전트랙]을 클릭합니다.
iTunes	음악파일의	리스트가	[브리지]	페인에	표시됩니다.

!	 iTunes	음악파일의	리스트가	[브리지]	페인에	표시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정

의]	화면상에서	필요한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l	27	페이지	의	iTunes라이브
러리).

4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컬렉션] 페인으로 iTunes의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이	[컬렉션]	페인에	추가됩니다.	음악파일의	정보가	iTunes로부터	로드되

어	표시된	후,	음악파일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l	27	페이지	의	트랙	분석).

!	 또한,	[브리지]	페인에서	iTunes	음악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신	후,	[컬렉션에	추

가하기]를	선택하셔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iTunes 라이브러리 정보 리로드 하기

업데이트	된	iTunes	라이브러리	정보를	rekordbox에	반영하시려면,	리로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음악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iTunes 상의 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iTunes	라이브러리	정보가	리로드	됩니다.

iTunes	라이브러리	정보가	리로드	되면,	[정보]	페인의	[정보]	탭	아래에서	편집

된	정보가	리로드	된	정보와	교체됩니다.

음악파일 검색하기

브라우저	패널을	조작하여	음악파일	정보를	브라우즈하고	검색합니다.

플레이어 패널 디스플레이를 켜고 끕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의 를 클릭합니다.

!	 :	플레이어	패널	디스플레이를	켭니다.

!	 :	플레이어	패널의	간략화	버전을	표시합니다.

!	 :	플레이어	패널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카테고리 필터로 음악파일 검색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컬렉션] 페인 상단의 를 클릭합니다.
카테고리	컬럼	([장르],	[아티스트]	및	[앨범])이	[컬렉션]	페인	상부에	표시됩니다.

3 카테고리를 선택, 클릭합니다.
선택된	카테고리의	음악파일만이	[컬렉션]	페인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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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찾기를 사용하여 음악파일 검색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필터 찾기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검색	가능한	컬럼	(항목명)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팝업 리스트로부터 검색하실 컬럼 (항목명)을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4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필터 찾기에 문자를 입력합니다.
과정	3에서	선택하신	컬럼을	검색	범위로	하여,	입력하신	문자열을	포함한	음악파

일만이	[컬렉션]	페인에	표시됩니다.

!	 입력하신	문자가	삭제될	때,	디스플레이	상태가	원래대로	되돌아	갑니다.

정보를 정렬하여 음악파일 검색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재정렬하실 컬럼 헤더를 클릭합니다.

음악파일의	배치가	변경됩니다.

!	 클릭하실	때마다	배치가	오름순	및	내림순으로	전환됩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합니다.
입력된	문자로	시작되는	음악파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	 또다른	문자를	입력하시면,	현재의	문자조합으로	시작되는	알파벳	순서의	첫번

째	음악파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컬럼 헤더의 표시를 켜고 끄거나 순서 변경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컬럼 헤더 (항목명)을 오른쪽 클릭합니다.
표시	가능한	컬럼명	(항목명)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팝업 리스트로부터 표시를 전환하시려는 컬럼명 (항목명)를 
선택하시고 클릭합니다.
항목의	표시가	켜지고	꺼집니다.

4 컬럼 헤더 (항목명)를 좌우로 드래그 합니다.
컬럼의	배치가	변경됩니다.

실종된 음악파일의 파일 경로 업데이트 하기

rekordbox는	음악파일이	저장된	정보	(파일	경로)를	관리합니다.	파일명	또는	폴더

명을	변경하시거나	파일	또는	폴더를	이동	또는	삭제하신	경우,	음악파일의	재생이	

더이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종된	음악파일의	왼쪽에	 가	표시됩니다.)

1 [파일] 메뉴로부터 [분실 트랙 관리하기]을 선택합니다.
[분실	트랙	매니저]	화면이	열리고	실종된	음악파일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2 수정하시려는 파일 경로를 가진 음악파일을 선택하신 후, 
[재배치]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풀	경로를	선택합니다]	화면이	열립니다.

3 음악파일이 저장된 폴더 및 파일명을 선택하신 후, [열기]을 
클릭합니다.
음악파일이	저장된	정보	(파일	경로)가	수정됩니다.

!	 파일	경로는	또한	[컬렉션]	페인에서	 가	표시되는	음악파일을	오른쪽	클릭

하신	후,	[재배치]를	클릭하셔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풀	경로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잘못된	음악파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파일이	선택되어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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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파일 듣기

플레이어	패널에서	음악파일을	재생하고	비트	및	템포를	확인합니다	(BPM).

비트 확인하기 (비트 그리드)

1 화면 상단 오른쪽의 로부터 를 클릭합니다.
확대된	파형	표시가	전체	파형	표시의	아래에	나타납니다.

2 브라우저 패널로부터 플레이어 패널로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이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됩니다.

3 [f]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	 BPM	표시가	음악파일이	추가되었을	때	측정된	템포를	나타냅니다.

!	 확대된	파형	표시가	음악파일이	추가되었을	때	생성된	비트	그리드를	나타냅니

다.

!	 확대된	파형	표시에서,	마디의	앞부분에	있는	비트가	트랙의	시작지점부터	종

료지점에	이르기까지	4비트마다	비트	그리드	상에서	빨간	점으로	표시됩니다.

rekordbox의	이전	버전	(1.x.x)으로	추가된	음악파일에	대해	 가	표시됩니다.	

rekordbox의	새로운	버전	(2.x.x)을	사용하여	음악파일을	재분석하시면,	 	마

크가	꺼집니다	(l		14	페이지	의	비트	위치	재감지	및	템포	재측정하기).

비트 그리드 조정하기

확대된	파형이	비트	그리드를	하얀	점으로	표시합니다.	다음의	과정을	통해	비트	

그리드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1 재생시 [f]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일시정지됩니다.

2 확대된 파형 표시를 좌우로 드래그합니다.
확대된	파형	표시	가운데에	있는	하얀	수직선과	비트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	 일시정지	모드에서	[m]	또는	[n]를	클릭하신	후	좌우로	이동하여,	현재	일

시정지된	위치를	프레임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를	사용하여	확대된	파형	표시를	줌	하신	후	좌우로	드래그	하여,	현

재	일시정지된	위치를	밀리초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3 확대된 파형 표시의 하단 오른쪽의 를 클릭합니다.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의	아이콘이	확대된	파형	표시의	아래에	나타납니다.

비트	그리드	표시가	흰색	점	표시로부터	파란색	막대	표시로	변경되고,	편집이	가

능하게	됩니다.

4 를 클릭합니다.
확대된	파형	표시의	중앙에	있는	하얀	수직선에	관해	모든	비트	그리드를	슬라이드	

합니다.

!	 특정	위치를	벗어나	비트	그리드를	슬라이드	하시려면,	 를	클릭합니다.	

본	조작으로	흰색	수직선	앞에서	일어나는	비트	그리드	포인트가	잠겨져,	흰색	

수직선	뒤에서	일어나는	비트	그리드	포인트만이	슬라이드	됩니다.

5 확대된 파형 표시의 하단 오른쪽의 를 클릭합니다.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가	닫힙니다.

비트	그리드	표시가	다시	하얀	점으로	전환됩니다.



14 Ko

 � 기타 이이콘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

비트	그리드를	1	밀리초만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비트	그리드를	1	밀리초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비트	그리드	간격을	1	밀리초만큼	줄입니다.

비트	그리드	간격을	1	밀리초만큼	늘립니다.

비트수	(BPM)를	두배로	합니다.	(비트	그리드	피치가	반으로	줄어듭니

다.)

비트수	(BPM)를	반으로	줄입니다.	(비트	그리드	피치가	두배가	됩니

다.)

비트	그리드	포인트를	조정하는데	대한	기본	위치를	일시적으로	마크

합니다.	마크	후에	있는	비트	그리드	포인트만이	마크	위치에	따라	슬

라이드	됩니다.	마크	이전의	비트	그리드	포인트는	하얀	점으로,	마크	

이후로	슬라이드	된	비트	그리드	포인트는	파란	막대로	표시됩니다.

마크를	취소하시기까지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로	수행하신	조작은	마

크	이후에	파란	막대로	표시되는	비트	그리드	포인트에만	반영됩니다.

비트	그리드를	조정하는데	대한	마크	위치를	일시적으로	취소합니다.	

마크가	취소되면,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	포인트	모두가	다시	파란	막

대	표시로	전환됩니다.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로	수행하신	조작이	음악

파일의	비트	그리드	포인트	모두에	반영됩니다.

확대된	파형	표시의	중앙에	있는	하얀	수직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비

트	위치가	빨간	선을	사용하여	마디의	첫번째	비트로	표시됩니다.	마디

의	첫번째	비트를	나타내는	빨간	선이	트랙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종료

지점에	이르기까지	4비트마다	비트	그리드	상에	표시됩니다.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로	수행하신	조작을	원상태로	되돌립니다.	최대	

10개의	조작을	원상태로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으로	비트	그리드와	동기화	하여	트랙을	재생합니다.	메트로

놈	사운드를	켜고	끄거나,	메트로놈	볼륨을	전환합니다	(고,	중,	저).

비트	그리드	피치를	입력된	비트수	(BPM)에	따라	변경합니다.

비트 위치 재감지 및 템포 재측정하기

1 [파일] 메뉴로부터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여 [사용자 정의] 
화면을 여신 후, 파일 분석 모드를 설정합니다.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를	분석하는	두개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	및	[다이내믹]	(l	27	페이지	의	트랙	분석).

2 비트 위치를 감지하시고 템포 (BPM)를 측정하실 음악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신 후, [트랙 조절하기]을 선택합니다.
음악파일의	파형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감지된	비트	위치	및	측정된	템포가	컴퓨터

에	저장됩니다.

음악파일이	재분석되면,	비트	그리드	조정하기에서	설정된	비트	그리드가	[트랙	

조절하기]	기능으로	새롭게	분석된	비트	그리드로	덮어쓰기	됩니다.

비트 그리드 사용하기 (Quantize)

플레이어	패널에서	큐	및	루프를	설정하실	때,	큐	및	루프	포인트를	비트에	손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 플레이어 패널에서 [QUANTIZE]를 클릭합니다.
[QUANTIZE]	플레이어	패널에	점등됩니다.

2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l	15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또는 DJ 믹서 재생하기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XDJ-AERO,	

XDJ-R1)	상에서	큐	조작을	수행하시거나	루프를	재생하실	때,	rekordbox를	사용

하여	감지	및	조정된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퀀타이즈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및	DJ	

믹서	(예:	DJM-2000nexus,	DJM-2000,	DJM-900nexus)가	LAN	케이블로	연결

되어	있는	경우,	이펙트를	생성하시면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	및	DJ	믹서	상에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키 감지하기

감지하실 키를 가진 음악파일을 오른쪽 클릭하신 후, 
[조성검출]를 선택합니다.
음악파일의	파형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감지된	키를	[컬렉션]	페인,	[정보]	페인	등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	10	페이지	의	음악파일	정보	편집하기).

음악파일을	컬렉션에	추가하실	때	키가	동시에	감지될	수	있습니다	(l	27	페이

지	의	임포트	시에	조성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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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또는 루프 포인트 설정하기

이	과정을	통해	큐에	대한	포인트	(큐	포인트)	및	루프	재생에	대한	포인트	(루프	인	

및	루프	아웃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큐 포인트 설정하기

1 재생시 [f]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일시정지됩니다.

!	 일시정지	모드에서	[m]	또는	[n]를	클릭하신	후	좌우로	이동하여,	현재	일

시정지된	위치를	프레임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	 [+/	 	/－]를	사용하여	확대된	파형	표시를	줌	하신	후	좌우로	드래그	하여,	현

재	일시정지된	위치를	밀리초	단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2 [CUE]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일시정지된	지점이	큐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CUE]가	점등되고	[f]가	

점멸합니다.

!	 Cue	Point로부터	재생을	시작하시려면,	[f]를	클릭합니다.

!	 새로운	Cue	Point가	설정되면,	이전에	설정된	Cue	Point가	삭제됩니다.

!	 다른	음악파일이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될	때,	이전에	설정된	큐	포인트가	취소

됩니다.	또한,	이미	설정하신	큐	포인트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l	16	페이지	

의	큐	또는	루프	저장하기).

Cue Point로 돌아가기 (Back Cue)

재생시 [CUE]를 클릭합니다.
트랙이	즉시	설정된	큐	포인트로	되돌아가고,	일시정지	모드가	설정됩니다.	[CUE]

가	점등되고	[f]가	점멸합니다.

!	 Cue	Point로부터	재생을	시작하시려면,	[f]를	클릭합니다.

Cue Point 확인하기 (Cue Point Sampler)

큐 포인트로 돌아간 후, [CUE]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마우스의 
왼쪽 버튼을 누르신 채 손을 떼지 마십시오).
큐	포인트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CUE]를	누르시는	동안,	재생이	계속됩니다.	손을	떼시면,	재생이	큐	포인트로	되

돌아가	일시정지	모드가	설정됩니다.

재생시 Cue Point 설정하기 (Real Time Cue)

재생시 Cue Point로 설정하실 위치에서 [LOOP IN]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이	큐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클릭하실	때,	점등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켜신	후	실시간	큐를	설정하시면,	큐	포

인트가	[LOOP IN]을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비트	그리드

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루프 재생 시작하기

1 재생시 Loop 재생을 시작하실 위치 (Loop In Point)에서 
[LOOP IN]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이	루프	인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	 현재	설정된	큐	포인트를	루프	인	포인트로	설정하시려면,	이	조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Loop 재생을 끝내실 위치 (Loop Out Point)에서 
[LOOP OUT]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이	루프	아웃	포인트로	설정되고,	트랙이	루프	인	포인

트로	되돌아가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	 Loop	Point가	새롭게	설정되면,	이전에	설정된	Loop	Point가	삭제됩니다.

!	 다른	음악파일이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될	때,	이전에	설정된	루프	포인트가	취

소됩니다.	또한,	이미	설정하신	루프	포인트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l	16	페

이지	의	큐	또는	루프	저장하기).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클릭하실	때,	점등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켜신	후	루프를	설정하시면,	루프	포인트

가	[LOOP IN]	및	[LOOP OUT]을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비트	그리드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Loop 재생 취소하기 (Loop Exit)

Loop 재생시 [RELOOP]를 클릭합니다.
루프	아웃	포인트에	도달하면,	재생이	루프	인	포인트로	되돌아가지	않고,	정상	재

생이	계속됩니다.

루프 재생 다시 시작하기 (Reloop)

Loop로부터 빠져나온 후, 재생시 [RELOOP]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이전에	설정된	루프	인	포인트로	되돌아가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비트수로 루프 시간 지정하기 (Auto Beat Loop)

본	기능은	4,	8,	16	또는	32	비트	길이의	루프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시 [4], [8], [16] 또는 [32]를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이	루프	인	포인트로	설정되고,	선택하신	비트수

에	따라	루프	아웃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	 루프	재생시	오토	비트	루프가	설정하실	때,	현재의	루프	인	포인트가	유지되고,	

단지	루프	아웃	포인트만이	이동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클릭하실	때,	점등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켜신	후	오토	비트	루프를	설정하시면,	

루프	포인트가	[4],	[8],	[16]	또는	[32]를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비트	그리드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16 Ko

큐 또는 루프 저장하기

이미	설정하신	큐	및	루프	포인트를	저장하여	차후에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의	음악파일	당	최대	10개의	큐	및	루프	포인트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큐	및	루프	포인트를	불러오기하여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CDJ-850,	MEP-4000)에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한 큐 또는 루프 포인트 저장하기

1 Cue Point 또는 Loop Point를 설정합니다.

2 [MEMORY]를 클릭합니다.
저장된	포인트가	큐/루프 콜	버튼에	표시됩니다.

!	 Loop	재생시	[MEMORY]를	클릭하여	Loop	Point를	저장합니다.	Loop	Point

가	큐/루프 콜	버튼에	표시됩니다.

저장된 큐 또는 루프 포인트 불러오기

1 플레이어 패널로 불러오기 하실 큐 또는 루프 포인트를 포함한 
음악파일을 로드합니다.
Cue	Point	또는	Loop	Point가	큐/루프 콜	버튼에	표시됩니다.

2 큐/루프 콜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된 Cue/Loop Point 
위치로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재생	위치가	선택하신	포인트로	이동된	후,	일시정지	됩니다.

3 [f]를 클릭합니다.
재생	또는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	 이미	저장된	큐	포인트	또는	루프	포인트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하실	큐	및	루프	

포인트가	있는	큐/루프 콜	버튼	오른쪽의	[7]를	클릭합니다.

 � 저장된 루프를 액티브 루프로 설정하기

저장된	루프를	불러오기	하실	때,	[MEMORY]	표시가	[ACTIVE]로	전환됩니다.	

저장된	루프를	액티브	루프로	설정하시려면,	[ACTIVE]를	클릭합니다.

!	 액티브	루프가	저장된	Cue/Loop	Call	버튼이	하이라이트	됩니다.

!	 액티브	루프의	사용방법은	각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 루프를 추출하여 WAVE 파일로 저장하기

루프를	추출하여	WAVE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루프	재생시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확대된	파형	표시를	오른쪽	클릭하여	[루프를 WAV 파일로 저장]를	선택합니다.

!	 추출된	루프	요소가	WAVE	파일	(48	kHz	샘플링	주파수,	16	비트	퀀타이즈)로	

저장되고	rekordbox	음악	컬렉션에	추가됩니다.	저장될	때	WAVE	파일에	대해	

지정된	파일명이	[컬렉션]	페인에	있는	타이틀	컬럼에	표시됩니다.

!	 저장된	루프	요소	(WAVE	파일)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	DJ	기기	(예:	RMX-

1000,	XDJ-AERO)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핫 큐 저장하기

큐	및	루프	포인트가	핫	큐로	저장되어	있을	때,	이를	즉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한개의	음악파일	당	최대	3개의	핫	큐를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큐를	불러오기하여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XDJ-R1)에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큐 또는 루프 포인트를 핫 큐로 저장하기

재생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 [HOT CUE] 버튼 (A, B 또는 C) 
중 하나를 핫 큐로 설정하실 지점에서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또는	일시정지	되는)	지점이	핫	큐로	설정됩니다.	저

장된	지점은	[HOT CUE]에	표시됩니다.

!	 재생시	[HOT CUE]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재생중인	루프	포인트가	핫	큐로	

저장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클릭하실	때,	점등됩니다.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QUANTIZE]를	켜신	후	핫	큐를	설정하시면,	핫	큐	포인

트가	[HOT CUE]를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비트	그리드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저장된 핫 큐 불러오기 및 재생하기

기록된 위치가 표시되는 [HOT CUE]를 클릭합니다.
버튼에	기록된	포인트로부터	즉시	재생이	시작됩니다.

!	 기록된	포인트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하실	[HOT CUE]의	오른쪽에	있는	[7]를	

클릭합니다.

이미 저장된 큐 또는 루프 포인트 불러오기 및 핫 큐로 
저장하기

1 저장된 큐 또는 루프 포인트를 포함한 음악파일을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합니다.
Cue	Point	또는	Loop	Point가	큐/루프 콜	버튼에	표시됩니다.

2 핫 큐로 설정하실 큐/루프 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생	위치가	선택하신	포인트로	이동된	후,	일시정지	됩니다.

3 핫 큐로 저장하실 [HOT CUE] 버튼 (A, B 또는 C)을 
클릭합니다.
기록된	위치가	[HOT CUE]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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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list를 사용하여 음악파일 정리하기

공연	전에	Playlist를	생성하여	rekordbox의	음악	컬렉션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레이리스트 생성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플레이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플레이리스트] 폴더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무제	플레이리스트]가	[플레이리스트]	폴더	하에	추가됩니다.

!	 또한,	[플레이리스트]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여	[신규	플레이리스트	생성하기]

를	선택하셔도	새로운	플레이리스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로부터 플레이리스트의 이름을 입력하신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Playlist	명이	변경됩니다.

4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및	[컬렉션]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5 [컬렉션] 페인으로부터 [플레이리스트] 페인으로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이	Playlist에	추가됩니다.

!	 또한,	음악파일을	[브리지]	페인,	[태그	리스트]	페인	또는	기타	플레이리스트로

부터	드래그	하셔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시려면,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의	키보드

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	 플레이리스트로부터	음악파일을	제거하시려면,	음악파일을	선택하신	후,	컴퓨

터의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외부 파일을 들여오기 하여 플레이리스트 추가하기

들여오기	하실	수	있는	플레이리스트의	파일	포맷은	M3U	및	PLS입니다	(확장자:	

“m3u”,	“pls”).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플레이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파일] 메뉴 > [들여오기] >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들여오기]	화면이	열립니다.

3 플레이리스트 파일이 저장된 폴더 또는 파일명을 선택하신 후, 
[열기]을 클릭합니다.
플레이리스트가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가	로드되어	표시된	후,	음악파일의	분

석이	시작됩니다	(l	27	페이지	의	트랙	분석).

iTunes 라이브러리로부터 플레이리스트 추가하기

iTunes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iTunes	라이브러리에	있는	플레이리스트

를	들여오기	하여	rekordbox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플레이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및	[브리지]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3 [브리지] 페인의 트리 뷰에서 [iTunes]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플레이리스트]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iTunes	플레이리스트의	목록이	[브리지]	페인에	표시됩니다.

!	 iTunes	플레이리스트의	목록이	[브리지]	페인의	트리	뷰에	표시되지	않는	경

우,	[사용자	정의]	화면상에서	필요한	설정의	변경을	수행하십시오	(l	27	페이

지	의	iTunes라이브러리).

4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플레이리스트] 페인으로 iTunes 
플레이리스트를 드래그 합니다.
플레이리스트가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파일의	정보가	iTunes로부터	로드되어	표시된	후,	음악

파일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l	27	페이지	의	트랙	분석).

!	 플레이리스트는	또한	[브리지]	페인의	트리	뷰에	있는	iTunes	플레이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하신	후,	[플레이리스트	들여오기]를	선택하셔도	추가하실	수	있습

니다.

iTunes	플레이리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XML	포맷된	플레이리스트	라이브러리

를	[브리지]	페인에	표시하여,	그	플레이리스트를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하

실	수	있습니다.	XML	라이브러리를	표시하시려면,	[사용자	정의]	화면을	통해	파

일	경로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l	27	페이지	의	임포트된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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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를 사용하여 Playlist 정리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플레이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플레이리스트]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신규 폴더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무제	폴더]가	[플레이리스트]	폴더	하에	추가됩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로부터 폴더명을 입력하신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새롭게 생성된 폴더로 Playlist를 드래그합니다.
새롭게	생성된	폴더	밑에	Playlist가	이동됩니다.

!	 폴더를	삭제하시려면,	폴더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의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그	폴더에	있는	모든	플레이리스트	및	폴더가	삭제됩니다.

Playlist에 아트워크 이미지 추가하기

Playlist에	추가하실	수	있는	아트워크	이미지의	파일	포맷은	JPEG	또는	PNG입니

다	(확장자:	“jpg”,	“jpeg”,	“png”).

1 Playlist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아트워크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아트워크	추가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2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폴더 및 파일명을 선택하신 후, [열기]을 
클릭합니다.
아트워크	이미지가	Playlist에	추가됩니다.

!	 플레이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추가된	아트워크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플레이리스트의 트랙순 변경하기

1 트랙순을 표시하는 컬럼의 헤더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마다	배치가	오름순	및	내림순으로	전환됩니다.

2 음악파일을 드래그하여 트랙순을 변경합니다.
!	 트랙순을	표시하는	컬럼	헤더	이외의	것으로	노래를	정렬하시면,	음악파일을	

드래그하거나	리스트를	재정렬	하실	수	없습니다.

 � 음악파일의 정보를 사용하여 트랙순 변경하기

1 재정렬하실 컬럼 헤더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마다	배치가	오름순	및	내림순으로	전환됩니다.

2 컬럼 헤더명을 오른쪽 클릭하시고 [트랙순 다시 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새롭게	정렬된	트랙순에	맞춰	트랙	번호가	다시	매겨집니다.

텍스트 파일에 플레이리스트 정보 저장하기

1 플레이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2 파일을 저장하실 장소 (폴더)를 선택하시고, 파일명을 
입력하신 후,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정하신	폴더에	지정하신	이름을	가진	텍스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표시되는	플레이리스트	정보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됩니

다.

[플레이리스트]	페인에서	컬럼	(항목명)	표시를	켜고	끄시거나,	컬럼	(항목명)을	

재배열하여,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	플레이리스트의	포맷을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습니다	(l	12	페이지	의	컬럼	헤더의	표시를	켜고	끄거나	순서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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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악파일에	대한	큐/루프	포인트	정보를	세개의	핫	큐	뱅크에	저장하실	수	있

습니다.	세개의	핫	큐	뱅크	(A,	B,	C)의	조합은	핫	큐	뱅크	리스트로	불립니다.

여러개의	핫	큐	뱅크	리스트를	교대해서	사용하시면,	큐	퍼포먼스	범위가	개선되어	

DJ	연주의	질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핫	큐	뱅크	리스트를	로드하실	수	없습니다	(예:	

CDJ-900,	CDJ-850,	CDJ-350,	MEP-4000,	XDJ-AERO,	XDJ-R1).

새로운 핫 큐 뱅크 리스트 생성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무제	핫	큐	뱅크	리스트]가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	하에	추가됩니다.

!	 또한,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여	[신규	핫	큐	뱅크	리스트	생

성하기]를	선택하셔도	새로운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로부터 리스트명을 입력하신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Hot	Cue	Bank	List	명이	변경됩니다.

!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삭제하시려면,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의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핫 큐 뱅크에 큐 및 루프 포인트 등록하기

재생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 핫 큐 뱅크 버튼 (A, B 또는 C) 중 
하나를 핫 큐 뱅크에 등록하실 지점에서 클릭합니다.
버튼을	클릭하실	때	재생되는	(또는	일시정지되는)	지점이	핫 큐 뱅크로	등록됩니

다.	등록된	포인트가	핫 큐 뱅크	버튼	옆에	표시됩니다.

!	 루프	재생시	핫 큐 뱅크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재생중인	루프	포인트가	

핫 큐 뱅크로	저장됩니다.

등록된 핫 큐 뱅크 확인하기

등록된 포인트가 표시되는 핫 큐 뱅크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에	의해	조회되는	큐/루프	포인트	관련	음악파일이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되고,	

재생이	등록된	지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등록된	큐/루프	포인트를	삭제하시려면,	삭제하실	큐/루프	포인트가	있는	

핫 큐 뱅크	버튼	오른쪽의	[7]를	클릭합니다.

이미 저장된 큐 또는 루프 포인트 불러오기 및 핫 큐 
뱅크로 등록하기

1 저장된 큐 또는 루프 포인트를 포함한 음악파일을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합니다.
Cue	Point	또는	Loop	In	Point가	큐/루프 콜	버튼에	표시됩니다.

2 핫 큐 뱅크에 등록하실 큐/루프 콜 버튼을 클릭합니다.
재생	위치가	선택하신	포인트로	이동된	후,	일시정지	됩니다.

3 큐/루프 포인트를 등록하실 핫 큐 뱅크 버튼 (A, B 또는 C)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큐/루프	포인트가	핫 큐 뱅크	버튼	옆에	표시됩니다.

이미 저장된 핫 큐 불러오기 및 핫 큐 뱅크에 등록하기

1 핫 큐가 저장된 음악파일을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합니다.
저장된	포인트가	[HOT CUE]에	표시됩니다.

2 음악파일이 재생중인 경우, [f]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일시정지됩니다.

3 핫 큐 뱅크에 등록하실 [HOT CUE]를 클릭합니다.
재생	위치가	선택하신	포인트로	이동된	후,	일시정지	됩니다.

4 큐/루프 포인트를 등록하실 핫 큐 뱅크 버튼 (A, B 또는 C)을 
클릭합니다.
등록된	큐/루프	포인트가	핫 큐 뱅크	버튼	옆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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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를 사용하여 Hot Cue Bank List 정리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신규 폴더 
생성하기]를 선택합니다.
[무제	폴더]가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	하에	추가됩니다.

3 컴퓨터의 키보드로부터 폴더명을 입력하신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4 Hot Cue Bank List를 새롭게 생성된 폴더로 드래그합니다.
Hot	Cue	Bank	List가	새롭게	생성된	폴더	밑으로	이동됩니다.

!	 폴더를	삭제하시려면,	폴더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의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그	폴더에	포함된	모든	핫	큐	뱅크	리스트	및	폴더가	삭제됩니

다.

Hot Cue Bank List에 아트워크 이미지 추가하기

추가하실	수	있는	아트워크	이미지의	파일	포맷은	JPEG	또는	PNG입니다	(확장자:	

“jpg”,	“jpeg”,	“png”).

1 Hot Cue Bank List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아트워크 
추가하기]를 선택합니다.
[아트워크	추가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2 이미지 파일이 저장된 폴더 및 파일명을 선택하신 후, [열기]을 
클릭합니다.
Hot	Cue	Bank	List에	아트워크	이미지가	추가됩니다.

!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추가된	아트워크	이미지가	표시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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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기기를 사용하여 재생하기

USB 장치로 재생하기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컴퓨터를	DJ	부

스로	가져올	필요	없이	rekordbox로	저장된	음악파일	및	관련	데이터를	DJ	플레이

어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에	로드하여	재생하실	수	있는	음악파일에	관한	설명은	

각	DJ	플레이어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

와	아울러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핫	큐	뱅크	리스트를	로드하실	수	없습니다	(예:	

CDJ-900,	CDJ-850,	CDJ-350,	MEP-4000,	XDJ-AERO,	XDJ-R1).

컴퓨터로 USB 장치 연결하기

1 USB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	

대신에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3 연주를 위해 사용하실 USB 장치에 대한 를 클릭합니다.
USB	장치의	설정이	[장치]	페인에	표시됩니다.

 � 무선 LAN (Wi-Fi®)을 지원하는 휴대용 장치 연결하기

[장치]	페인에서	rekordbox	음악파일을	단지	USB	장치	및	SD	메모리	카드	뿐만	아

니라,	무선	LAN	(Wi-Fi®)을	지원하는	휴대용	장치	(예:	iPhone,	Android™	장치)로

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의	휴대용	장치	버전을	통신	대기	모드로	설정하신	

후,	[장치]페인의	왼쪽	아래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컴퓨터	부분에	있는	휴대용	장치가	감지되어	링크가	성립되면,	휴대용	장치의	이름

이	[장치]	페인에	표시됩니다.

!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

용	및	사용설명서는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l	

31	페이지	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이용하기).

 � USB 장치 설정

각각의	USB	장치에	대해	본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장치명
장치가	DJ	플레이어에	연결되었을	때	표시될	이름을	설정합

니다.

배경색
장치가	DJ	플레이어에	연결되었을	때	표시될	배경색을	설정

합니다.

카테고리

DJ	플레이어와	사용하실	카테고리	항목	및	이들이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

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정렬

DJ	플레이어와	사용하실	정렬	항목	및	이들이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칼럼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의	본체	디스플레이	상에서	음악파일을	브

라우즈	하실	때,	타이틀	바로	오른쪽에	표시될	사용자	설정	카테고리를	지정합니

다.

색상

DJ	플레이어	상에서	음악파일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해	8가지	색상으로	사

용되는	색상	코드에	관한	커멘트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

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USB 장치로 음악파일 전송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음악파일을 전송하시려는 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전트랙]을 클릭합니다.

3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장치]	및	[컬렉션]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4 [컬렉션] 페인으로부터 [장치] 페인으로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	및	그와	관련된	정보가	USB	장치에	전송됩니다.

!	 또한,	음악파일을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장치]	페인으로	드래그하셔도	전송

하실	수	있습니다.

!	 USB	장치로부터	음악파일을	삭제하시려면,	[장치]	페인에서	음악파일을	선택

하신	후,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일부	DJ	플레이어	(예:	MEP-4000,	XDJ-R1)의	경우,	음악파일을	USB	장치에	전

송하셔야	할	뿐만	아니라,	USB	장치	상에서	특별한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

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	28	페이지	의	

Create	the	library	for	).

 �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또는 DJ 믹서 재생하기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XDJ-AERO,	

XDJ-R1)	상에서	큐	조작을	수행하시거나	루프를	재생하실	때,	rekordbox를	사용

하여	감지	및	조정된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퀀타이즈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

습니다.	또한,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및	DJ	

믹서	(예:	DJM-2000nexus,	DJM-2000,	DJM-900nexus)가	LAN	케이블로	연결

되어	있는	경우,	이펙트를	생성하시면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	및	DJ	믹서	상에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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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용으로 복수의 DJ 플레이어 간에 비트 동기화 기능 사용하기

rekordbox를	사용하여	감지	및	조정된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사용하실	때,	

사운드를	믹스하여	PRO	DJ	LINK에	의해	연결된	복수의	DJ	플레이어	(예:	CDJ-

2000nexus)	또는	좌우	데크	(예:	XDJ-AERO,	XDJ-R1)의	템포	(BPM)	및	비트를	

동기화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에서	비트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	DJ	플레이어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핫 큐를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재생하기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

2000	또는	XDJ-R1)에	불러오기	하여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에서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	

DJ	플레이어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일부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XDJ-R1)의	경우,	음악파일을	선택하

여	DJ	플레이어에	로드하실	때,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동시에	

로드하여	DJ	플레이어의	핫	큐	(A,	B	및	C)를	강제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l	

27	페이지	의	Prepare	Hot	Cue	Auto	Load	setting	for	CDJ	use	(on	import)).

!	 재생용으로	다른	음악파일의	핫	큐	(A,	B	및	C)의	조합을	사용하시려면,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생성하여	USB	장치에	전송하셔야만	합니다.

USB 장치로 플레이리스트 전송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플레이리스트를 전송하시려는 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플레이리스트] 폴더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3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장치]	및	[플레이리스트]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4 [플레이리스트] 페인으로부터 [장치] 페인으로 Playlist를 
드래그합니다.
플레이리스트	및	그에	포함된	음악파일이	USB	장치에	전송됩니다.

!	 또한,	플레이리스트를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장치]	페인으로	드래그하셔도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	 USB	장치로부터	플레이리스트를	삭제하시려면,	[장치]	페인에서	플레이리스트

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재생용으로	USB	장치가	연결된	DJ	플레이어에	따라,	USB	장치	상의	플레이리스

트명	및	폴더	구조에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생용으로	USB	장치	연결시	

적용될	수	있는	제약사항은	각	DJ	플레이어	(예:	MEP-4000,	XDJ-R1)의	사용설

명서를	참조하십시오.

USB 장치로 핫 큐 뱅크 리스트 전송하기

	

재생용으로	다른	음악파일의	핫	큐	(A,	B	및	C)의	조합을	사용하시려면,	핫	큐	뱅

크	리스트를	미리	생성하셔야만	합니다	(l	19	페이지	의	Hot	Cue	Bank	List를	
사용하여	Hot	Cue	정리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전송하시려는 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핫 큐 뱅크 리스트] 폴더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3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장치]	및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4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으로부터 [장치] 페인으로 Hot Cue 
Bank List를 드래그합니다.
핫	큐	뱅크	리스트	및	그에	포함된	음악파일이	USB	장치에	전송됩니다.

!	 USB	장치로부터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삭제하시려면,	[장치]	페인에서	핫	큐	뱅

크	리스트를	선택하신	후,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Delete]	키를	누릅니다.

컴퓨터로부터 USB 장치 분리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컴퓨터로부터 분리하실  아이콘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3 컴퓨터로부터 USB 장치를 분리합니다.

!	 또한,	해당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여	[USB	장치	분리하기]를	선택하셔

도	USB	장치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Create	the	library	for	]가	설정되어	있을	때,	 의	오

른쪽에	있는	 에	 가	표시됩니다.	 를	클릭하시면,	MEP-4000	

또는	XDJ-R1	전용	라이브러리의	생성이	시작됩니다.	USB	장치를	컴퓨터로부

터	분리하시기	전에	본	과정이	종료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l		28	페이지	의	

Create	the	library	for	).



23Ko

D
J
 기

기
를

 사
용

하
여

 재
생

하
기

USB 장치를 DJ 플레이어에 연결하여 재생하기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를	DJ	부스로	가져가	rekordbox에	저

장된	음악파일	및	관련	데이터를	DJ	플레이어에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	USB	장치

와	아울러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DJ	플레이어의	경우,	핫	큐	뱅크	리스트를	로드하실	수	없습니다	(예:	

CDJ-900,	CDJ-850,	CDJ-350,	MEP-4000,	XDJ-AERO,	XDJ-R1).

!	 일부	DJ	플레이어	(예:	MEP-4000,	XDJ-R1)의	경우,	USB	장치	상에서	폴더	

및	플레이리스트를	표시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	 USB	장치를	DJ	플레이어에	연결하여	USB	장치를	재생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J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트랙순에 기초하여 
Playlist 생성하기

	 	 	 	

1 DJ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위해 사용하신 USB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DJ	플레이어의	재생	히스토리가	USB	장치에	저장되어	있을	때,	[히스토리를	플레

이리스트로	저장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2 [예]를 클릭합니다.
재생	히스토리의	트랙순에	기초하여	플레이리스트	(예:	HISTORY	2010y12m31d)

가	생성되어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되면,	USB	장치에	저장된	재생	히스토리가	삭제됩니다.

 � [히스토리를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기] 화면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신 경우

플레이리스트로	저장되지	않은	재생	히스토리는	USB	장치로부터	삭제되지	않습니

다.	남아있는	재생	히스토리는	모두	[장치]	페인에서	확인하신	후,	플레이리스트로	

수동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히스토리] 폴더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DJ	플레이어의	재생	히스토리	목록이	[장치]	페인에	표시됩니다.

3 저장하실 재생 히스토리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기]를 선택합니다.
재생	히스토리의	트랙순에	기초하여	플레이리스트	(예:	HISTORY	2010y12m31d)

가	생성되어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되면,	USB	장치에	저장된	재생	히스토리가	삭제됩니다.

DJ 플레이어 상에서 수정된 음악파일 정보에 대한 
컬렉션 업데이트 하기

	 	 	 	 	

1 DJ 플레이어에서 재생을 위해 사용하신 USB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2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3 정보를 들여오실 USB 장치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컬렉션 
업데이트하기]를 선택합니다.
음악파일	정보의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USB	장치로	컬렉션	업데이트하기]	화면이	

열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닫힙니다.

!	 다음의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	 Cue	Point	및	Loop	Point

—	 Hot	Cue

—	 비트	그리드

—	 트랙정보	(색상,	레이팅,	커멘트)

!	 업데이트	중	[취소]을	클릭하시면,	[USB	장치로	컬렉션	업데이트하기]	창이	닫

힙니다.

DJ 플레이어에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 파일 로드하기

	 	 	 	 	

DJ	플레이어에서	생성하신	플레이리스트가	USB	장치에	저장됩니다.

DJ	플레이어에서	생성하신	플레이리스트를	[장치]	페인에서	확인하신	후,	[플레이

리스트]	페인에	로드합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장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플레이리스트를 로드하시려면 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하신 후, [플레이리스트] 폴더의 왼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USB	장치에	저장된	플레이리스트	목록이	[장치]	페인에	표시됩니다.

3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플레이리스트] 페인으로 로드하실 
플레이리스트를 드래그 합니다.
플레이리스트가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	 플레이리스트는	또한	[장치]	페인에	로드하실	플레이리스트를	오른쪽	클릭하신	

후,	[플레이리스트	들여오기]를	선택하셔도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이름을	가진	플레이리스트가	이미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존재하는	경

우,	플레이리스트명의	끝부분에	숫자가	더해집니다.

rekordbox	컬렉션에	등록되지	않은	DJ	플레이어에서	생성된	플레이리스트의	트

랙은	플레이리스트를	로드하실	때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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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으로 연결된 재생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컴퓨터를	DJ	플레이어로	연결하시면,	rekordbox

의	음악	파일	및	데이터를	DJ	플레이어에	실시간으로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PRO	DJ	LINK와	호환되는	DJ	믹서	및	컴퓨터가	LAN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을	때,	

rekordbox의	음악파일을	DJ	믹서의	헤드폰을	통해	모니터	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성립하기 (링크 상태 표시하기)

컴퓨터	및	운영체제의	설정에서	사용되는	보안	소프트웨어에	따라,	DJ	기기와의	

링크가	성립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든	프로그램	및	차단된	통신	포트에	대한	설정을	지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l	30	페이지	의	컴퓨터	상의	통신	환경	(프로그램,	OS	및	네트워크)).

1 컴퓨터 및 DJ 기기를 연결합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DJ	기기가	감지되면,	브라우저	패널의	왼쪽	아래에	 가	표

시됩니다.

!	 연결	방법에	관해서는	각각의	DJ	기기	및	컴퓨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	 스위칭	허브	또는	PRO	DJ	LINK와	호환되는	DJ	믹서를	사용하여	연결하시면,	

rekordbox의	음악파일	및	데이터를	최대	4대의	DJ	플레이어	간에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	 통신	환경에	따라,	네트워크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취득되기까지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를 클릭합니다.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기기와의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링크	상태	패널	(연결된	DJ	기기의	아이콘)이	브라우저	패널의	아래에	표시되고,	

가	 로	전환됩니다.

!	 링크	상태	패널의	왼쪽에	 가	표시되면,	이는	두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

고	rekordbox가	설치된	또	다른	컴퓨터가	이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	 링크	상태	패널의	왼쪽에	 가	표시되면,	이는	무선	LAN으로	컴퓨터가	네트

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	 [MIDI/HID]가	DJ	기기	아이콘의	오른쪽에	표시되면,	이는	DJ	기기가	USB	컨트

롤	(MIDI	또는	HID)에	의해	또다른	컴퓨터와	통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링크 상태 패널 상에 표시되는 DJ 기기의 아이콘 재정렬하기

아이콘을	좌우로	드래그	하여,	링크	상태	패널	상에	표시되는	DJ	기기의	아이콘의	

순서를	DJ	기기의	실제	물리적	레이아웃을	반영하도록	재정렬	하실	수	있습니다.

DJ 믹서의 헤드폰을 사용하여 음악파일 모니터 하기

	 	

DJ	믹서의	헤드폰을	사용하여	rekordbox의	음악파일을	모니터	하시려면,	공연전

에	미리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l	27	페이지	의	파이오
니어	DJ	믹서의	“링크	모니터”를	사용합니다).

1 브라우저 패널로부터 플레이어 패널로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이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됩니다.

!	 또한,	음악파일을	브라우저	패널로부터	링크	상태	패널에	있는	 	아이콘으

로	드래그하셔도	플레이어	패널에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2 플레이어 패널에서 [f]를 클릭합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rekordbox의	음악파일	사운드가	LAN	케이블을	통해	DJ	믹서로	출력됩니다.

3 헤드폰을 통해 DJ 믹서의 [LINK] 채널 사운드 모니터 하기.
!	 DJ	믹서를	조작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믹서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DJ 플레이어에 음악파일 로드하기

DJ	플레이어의	[LOCK]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DJ	플레이어의	재생을	일시

정지	하시기까지	음악파일을	로드하실	수	없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컬렉션] 페인으로부터 링크 상태 패널에 있는  아이콘으로 
드래그 합니다.
음악파일이	DJ	플레이어에	로드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	 또한,	음악파일을	[플레이리스트],	[브리지],	[태그	리스트]	또는	[히스토리]	페

인으로부터	드래그하셔도	DJ	플레이어로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분석되지	않은	음악파일이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갖고	계신	DJ	플레이어로	직접	

로드되면,	다음의	분석	과정이	갖고	계신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음악파일을	DJ	플레이어에	순조롭게	로드하시려면,	미리	

[사용자	정의]	화면에서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l	27	페이지	의	LAN	연결시	트
랙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또는 DJ 믹서 재생하기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XDJ-AERO)	상에서	

큐	조작을	수행하시거나	루프를	재생하실	때,	rekordbox를	사용하여	감지	및	조정

된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퀀타이즈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CDJ-2000,	CDJ-900)	및	DJ	믹서	(예:	DJM-

2000nexus,	DJM-2000,	DJM-900nexus)가	LAN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펙트를	생성하시면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	및	DJ	믹서	상에서	퀀타이즈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기기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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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생용으로 복수의 DJ 플레이어 간에 비트 동기화 기능 사용하기

rekordbox를	사용하여	감지	및	조정된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사용하실	때,	

사운드를	믹스하여	PRO	DJ	LINK에	의해	연결된	복수의	DJ	플레이어	(예:	CDJ-

2000nexus)	또는	좌우	데크	(예:	XDJ-AERO)의	템포	(BPM)	및	비트를	동기화하

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에서	비트	동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	각	DJ	플레이어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rekordbox를	사용하여	템포	(BPM)를	지정하시고	복수의	DJ	플레이어	(예:	CDJ-

2000nexus)	간의	템포	(BPM)	및	비트	위치를	동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l	9	페

이지	의	링크	상태	패널).

 � 핫 큐를 사용하여 DJ 플레이어 재생하기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또는	

CDJ-2000)에	불러오기	하여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에서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사용하는	방법은	각	

DJ	플레이어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일부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의	경우,	음악파일을	선택하여	DJ	플

레이어에	로드하실	때,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를	동시에	로드하

여	DJ	플레이어의	핫	큐	(A,	B	및	C)를	강제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l	27	페

이지	의	Prepare	Hot	Cue	Auto	Load	setting	for	CDJ	use	(on	import)).

!	 재생용으로	다른	음악파일의	핫	큐	(A,	B	및	C)의	조합을	사용하시려면,	핫	큐	

뱅크	리스트를	생성하여	DJ	플레이어에	로드하셔야만	합니다.

핫 큐 뱅크 리스트를 DJ 플레이어로 로드하기

	

재생용으로	다른	음악파일의	핫	큐	(A,	B	및	C)의	조합을	사용하시려면,	핫	큐	뱅

크	리스트를	미리	생성하셔야만	합니다	(l	19	페이지	의	Hot	Cue	Bank	List를	
사용하여	Hot	Cue	정리하기).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이	표시됩니다.

2 [핫 큐 뱅크 리스트] 페인으로부터 링크 상태 패널에 있는  
아이콘으로 핫 큐 뱅크 리스트를 드래그 합니다.
Hot	Cue	Bank	List에	등록된	핫	큐	뱅크	(A,	B	및	C)가	DJ	플레이어의	핫	큐	(A,	B	

및	C)	버튼에	로드됩니다.

태그 리스트를 사용하여 음악파일 공유하기

	 	 	

태그	리스트는	링크	상태	패널에	표시되는	각각의	DJ	플레이어로부터	실시간	브라

우징을	가능하게	해주는	리스트입니다.

rekordbox로부터	태그	리스트로	음악파일을	추가하시면,	DJ	플레이어를	조작하여	

태그	리스트의	음악파일을	DJ	플레이어에	로드	및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1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컬렉션]	페인이	표시됩니다.

2 의 오른쪽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컬렉션]	및	[태그	리스트]	페인이	각각	브라우저	패널의	좌우에	표시됩니다.

3 [컬렉션] 페인으로부터 [태그 리스트] 페인으로 음악파일을 
드래그합니다.
음악파일이	[태그	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	 또한,	[플레이리스트]	또는	[브리지]	페인으로부터	음악파일	및	플레이리스트

를	드래그하셔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최대	100	파일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 태그 리스트의 트랙순 변경하기

1 트랙순을 표시하는 컬럼의 헤더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실	때마다	배치가	오름순	및	내림순으로	전환됩니다.

2 음악파일을 드래그하여 트랙순을 변경합니다.
트랙순을	표시하는	컬럼	헤더	이외의	것으로	노래를	정렬하시면,	음악파일을	드래

그하거나	리스트를	재정렬	하실	수	없습니다.

 � 태그 리스트를 사용하여 DJ 플레이어에서 재생하기

각	DJ	플레이어를	조작하여	태그	리스트	상의	음악파일을	각	DJ	플레이어에	로드	

및	재생하시고,	연주중	실제로	사용되는	태그	리스트를	rekordbox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	 DJ	플레이어로부터	태그	리스트를	액세스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각	DJ	플레이어

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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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스토리 확인하기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플레이어에서	재생되는	음악파일	및	재

생	순서는	[히스토리]	페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를 클릭합니다.
브라우저	패널에	[히스토리]	페인이	표시됩니다.

[히스토리]	페인은	링크가	성립된	경우에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링크를	분리하실	때,	히스토리를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분리하기 (히스토리에 기초하여 플레이리스트 
생성하기)

1 를 클릭합니다.
LAN	케이블	또는	무선	LAN으로	연결된	DJ	기기	(예:CDJ-2000nexus,	CDJ-

2000,	CDJ-900,	DJM-2000nexus,	DJM-2000,	DJM-900nexus,	XDJ-AERO)

와의	통신이	종료되고	[히스토리를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2 [예]를 클릭합니다.
재생	히스토리의	트랙순에	기초하여	플레이리스트	(예:	히스토리	2010y12m31d)

가	[플레이리스트]	페인에	추가됩니다.

!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되면,	[히스토리]	페인에	표시되는	재생	히스토리가	삭제

됩니다.

 � [히스토리를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기] 화면에서 [아니오]를 
선택하신 경우

플레이리스트로	저장되지	않은	재생	히스토리는	rekordbox를	종료하실	때까지	[히

스토리]	페인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	 링크가	재성립되어	재생이	계속되면,	새롭게	재생된	트랙이	[히스토리]	페인에	

남아있는	트랙	뒤에	추가됩니다.

!	 히스토리가	[히스토리]	페인에	남아있는	경우,	rekordbox	종료시	[히스토리를	

플레이리스트로	저장하기]	화면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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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환경 설정하기

각종	rekordbox	설정을	변경하시려면,	[파일]	메뉴로부터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여	[사용자 정의]	화면을	엽니다.

사용자 정의: 일반

언어 화면에서	사용될	언어를	설정합니다.

폰트 브라우저	패널에서	표시될	문자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툴	팁을	나타냅니다 팝업	도움말	표시	여부를	설정합니다.

트랙	분석

트랙	분석모드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의	분석	모드를	설정합니다	(l	10	페이지	의	음악	파일	또는	음악폴더	분석하기).

!	 정상:	비교적	일정한	템포를	가진	트랙의	분석에	적합합니다

!	 다이내믹:	극변하는	템포를	가진	트랙의	분석에	적합합니다

임포트	시에	조성을	검출 이는	음악파일을	컬렉션에	추가하실	때	키의	감지	여부를	설정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파이오니어”	폴더	(분석	파

일)
분석된	음악파일의	파형	정보를	저장할	장소를	설정합니다.

LAN	연결시	트랙	분석을	가능

하게	합니다

DJ	기기에	링크된	동안	컬렉션에	추가된	음악파일의	분석	여부를	설정합니다	(l	24	페이지	의	DJ	플레이어에	음악파일	로드하기).

분석이	여기에서	해제되면,	처리	과정이	보류됩니다.	보류중인	분석	처리는	DJ	기기와의	링크가	종료된	후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Automatically	fix	misalignment	

of	Beat	Grid	and/or	Cue	

Points	for	MP3	files	which	

have	been	imported	before	

version	1.5.4

rekordbox의	이전	버전	(1.5.3	이하)은	LAME을	사용하여	인코드된	MP3	파일의	무간격	재생	정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	및	rekordbox의	현재	버전은	LAME을	사용하여	인코드된	MP3	파일의	무간격	재생	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

다.	[Beat	Grid]를	확인하여	rekordbox의	이전	버전	(1.5.3	이하)으로	분석/조정되고	LAME을	사용하여	인코드된	MP3	파일이라도	

현재의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	및	rekordbox의	현재	버전의	사양에	맞추어	비트	위치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Cue	Points]

를	확인하여	rekordbox의	이전	버전	(1.5.3	이하)으로	설정되고	LAME을	사용하여	인코드된	MP3	파일의	큐	및	루프	포인트를	수정

하실	수	있습니다.	USB	장치	등으로	내보내기	하실	때,	LAME을	사용하여	인코드된	MP3	파일을	rekordbox의	현재	버전을	사용하여	

재생하실	때,	본	수정	과정이	자동	수행되고	정보가	업데이트	됩니다.

장치

플레이리스트가	삭제된	경우	장

치로부터	플레이리스트	트랙	삭

제하기

플레이리스트가	[장치]	페인으로부터	삭제되면,	USB	장치	(또는	SD	메모리	카드)의	플레이리스트가	삭제됩니다.	본	설정은	이	과정

이	수행되는	동안	USB	장치	(또는	SD	메모리	카드)로부터	음악파일의	삭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l	22	페이지	의	USB	장치로	플레이

리스트	전송하기).

음악파일은	다른	플레이리스트에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삭제됩니다.

CDJ

Prepare	Hot	Cue	Auto	Load	

setting	for	CDJ	use	(on	

import)

음악파일을	컬렉션에	추가하실	때,	[정보]	페인에서	[Allow	to	auto	load	Hot	Cue	on	CDJ]의	확인	여부를	설정합니다.	[정보]	페인에

서	[Allow	to	auto	load	Hot	Cue	on	CDJ]가	확인된	음악파일을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	XDJ-R1)에	로드하실	때,	DJ	플

레이어의	핫	큐	(A,	B	및	C)를	로드된	음악파일에	저장된	핫	큐	(A,	B	및	C)	강제로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브리지

iTunes

iTunes라이브러리
[브리지]	페인에서	브라우즈	하신	iTunes	라이브러리의	XML	파일을	지정합니다	(l	11	페이지	의	iTunes	라이브러리로부터	음악파

일	추가하기).

iTunes의	“그룹짓기”을	

rekordbox의	“라벨”로	전

환합니다

iTunes	라이브러리로부터	rekordbox	컬렉션으로	음악파일의	정보를	불러오기	하실	때,	iTunes	그룹	정보를	rekordbox	레이블	정보

로	저장할지를	설정합니다.

rekordbox	XML

비트	그리드	정보	내보내기
라이브러리	정보를	내보내기	하실	때,	rekordbox의	비트	위치	정보를	XML	파일로	출력할지의	여부를	설정합니다	(l	28	페이지	의	

플레이리스트	정보	내보내기).

임포트된	라이브러리

[브리지]	페인에서	브라우즈된	플레이리스트	라이브러리	(XML	파일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rekordbox로	표시하실	수	있는	플레이리

스트	라이브러리에	관한	최신	정보는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l	31	페이지	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이

용하기).

사용자 정의: 오디오

파이오니어	DJ	믹서의	“링크	모니터”를	사

용합니다

PRO	DJ	LINK로	연결된	DJ	믹서의	헤드폰을	통해	rekordbox	음악파일의	모니터	여부를	설정합니다	(l	24	페이지	의	DJ	믹서의	헤드폰을	사용하여	

음악파일	모니터	하기).

메트로놈 음악파일의	비트	그리드를	들으시는	동안	소리가	나는	메트로놈의	톤을	설정합니다	(l	14	페이지	의	기타	이이콘	(비트	그리드	조정	메뉴)).

오디오	장치 오디오	출력	장치를	설정합니다.

샘플	레이트

오디오	장치에	전송되는	오디오	데이터의	샘플링	주파수를	설정합니다.

높은	샘플링비를	통해	원래	트랙의	음질에	가까운	재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디오	데이터량이	증가할수록,	오디오	장치에	대한	부하량이	

또한	증가합니다.

버퍼	사이즈

각각의	데이터	전송에	대해	오디오	장치에	전송되는	샘플수를	설정합니다.

버퍼	크기가	크면	오디오	스킵	(오디오	중단)	현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전송	연장	(대기	시간)이	증가할수록,	화면에	표시되는	음악파일의	재생	위

치와	실제	오디오	출력	간의	시간차가	또한	증가합니다.

출력	채널 오디오	장치로부터의	출력이	여러개	있을	경우,	오디오	출력	채널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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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의: 키보드

키보드 키보드	바로가기를	플레이어	패널에	있는	각종	버튼에	배정합니다.

사용자 정의: 내보내기

일반

이름 본	컴퓨터의	이름이	DJ	기기	(예:	CDJ-2000nexus	또는	XDJ-AERO)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Create	the	library	for	

USB	장치	상에서	MEP-4000	또는	XDJ-R1	전용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여부를	설정합

니다.	라이브러리	생성으로	설정하시면,	USB	장치를	컴퓨터로부터	분리하실	때	MEP-4000	또는	XDJ-R1	전용	라이브러리가	생성됩

니다	(l	22	페이지	의	컴퓨터로부터	USB	장치	분리하기).

카테고리
DJ	플레이어와	사용하실	카테고리	항목	및	이들이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에	대

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정렬
DJ	플레이어와	사용하실	정렬	항목	및	이들이	표시되는	순서를	지정합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칼럼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의	본체	디스플레이	상에서	음악파일을	브라우즈	하실	때,	타이틀	바로	오른쪽에	표시될	사용자	설정	카테고리를	지정합니다.

My	Settings

DJ	플레이어의	설정을	rekordbox에	저장하여	USB	장치,	휴대용	장치	또는	PRO	DJ	LINK를	통해	DJ	플레이어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설정

으로	DJ	플레이어를	즉시	설정하여,	연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해줍니다.	“My	Settings”으로	불러오기	및	저장하실	수	있는	설정	항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	(예:	CDJ-2000nexus)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정의: 색상

색상
DJ	플레이어	상에서	음악파일의	카테고리를	분류하기	위해	8가지	색상으로	사용되는	색상	코드에	관한	커멘트를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DJ	플레이어의	라이브러리	

브라우즈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내보내기	(카테고리/정렬/칼럼)	및	색상	설정이	링크	상태	패널에	표시되는	모든	DJ	플레이어에	적용됩니다.

!	 내보내기	(카테고리/정렬/칼럼)	및	색상	설정은	[장치]	페인에	대한	초기값으로	적용됩니다.	각각의	USB	장치에	대해	본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l	21	페이지	

의	컴퓨터로	USB	장치	연결하기).

메뉴 목록

[파일] 메뉴

들여오기	>	파일 음악파일을	분석하여	컬렉션에	추가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들여오기	>	폴더 폴더에	있는	음악파일을	분석하여	컬렉션에	추가합니다	(l	10	페이지	의	Collection에	음악파일	추가하기).

들여오기	>	플레이리스트
플레이리스트	파일	(M3U	또는	PLS)을	들여오기	하여,	플레이리스트의	음악파일을	분석한	후,	rekordbox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

스)에	추가합니다	(l	17	페이지	의	외부	파일을	들여오기	하여	플레이리스트	추가하기).

라이브러리	>	백업
rekordbox의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합니다.

백업	데이터를	파일명에	추가된	날짜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	복구
rekordbox의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합니다.

복원용으로	사용하실	데이터를	여러개의	백업	파일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정보	내보내기
rekordbox	라이브러리	(컬렉션,	플레이리스트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플레이리스트에	대한	정보	및	이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음악파일에	대한	정보를	XML	

포맷으로	된	하나의	파일로	내보내기	합니다	(l	27	페이지	의	비트	그리드	정보	내보내기).

분실	트랙	관리하기 음악파일의	삭제	또는	이동	등의	이유로	재생될	수	없는	컬렉션	항목을	표시합니다	(l	12	페이지	의	실종된	음악파일의	파일	경로	업데이트	하기).

사용자	정의 rekordbox의	각종	설정을	변경합니다	(l	27	페이지	의	사용자	환경	설정하기).

종료 rekordbox를	닫습니다.

[보기] 메뉴

풀	스크린 rekordbox	창을	풀	스크린	크기로	표시합니다.

풀	모드에서	트랙	플레이어	

나타내기
플레이어	패널을	표시합니다.

심플	모드에서	트랙	플레이어	

나타내기

플레이어	패널의	간략화	버전을	표시합니다.

음악파일의	재생	및	일시정지,	그리고	볼륨	조정만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	플레이어	감추기
플레이어	패널의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브라우저	패널에서	음악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재생됩니다.

[도움말] 메뉴

취급설명서	(PDF) 본	소프트웨어의	취급설명서를	엽니다.

온라인	매뉴얼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매뉴얼로	연결됩니다.

온라인	서포트 본	소프트웨어용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로	연결합니다.

rekordbox	업데이트	관리자 본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rekordbox에	관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버전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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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정
보

장르 목록

음악파일의	태그	정보에	장르명이	존재하지	않으면,	장르	코드가	다음	중	하나의	영어	카테고리로	변환됩니다.

0 Blues 블루스

1 Classic	Rock 클래식	록

2 Country 컨트리

3 Dance 댄스

4 Disco 디스코

5 Funk 펑크	(Funk)

6 Grunge 그런지

7 Hip-Hop 힙합

8 Jazz 재즈

9 Metal 메탈

10 New	Age 뉴에이지

11 Oldies 올디즈

12 Other 기타

13 Pop 팝

14 R&B 리듬	앤	블루스

15 Rap 랩

16 Reggae 레게

17 Rock 록

18 Techno 테크노

19 Industrial 인더스트리얼

20 Alternative 얼터너티브

21 Ska 스카

22 Death	Metal 데스메탈

23 Pranks 프랭크

24 Soundtrack 사운드트랙

25 Euro-Techno 유로	테크노

26 Ambient 앰비언트

27 Trip-Hop 트립합

28 Vocal 보컬

29 Jazz+Funk 재즈+펑크	(Funk)

30 Fusion 퓨전

31 Trance 트랜스

32 Classical 클래식

33 Instrumental 인스트루멘털

34 Acid 애시드

35 House 하우스

36 Game 게임

37 Sound	Clip 사운드	클립

38 Gospel 가스펠

39 Noise 노이즈

40 Alternative	Rock 얼터너티브	록

41 Bass 베이스

42 Soul 소울

43 Punk 펑크	(Punk)

44 Space 스페이스

45 Meditative 메디테이티브

46 Instrumental	Pop 인스트루멘털	팝

47 Instrumental	Rock 인스트루멘털	록

48 Ethnic 에스닉

49 Gothic 고딕

50 Darkwave 다크	웨이브

51 Techno-Industrial 테크노	인더스트리얼

52 Electronic 일렉트로닉

53 Pop-Folk 팝	포크

54 Eurodance 유로	댄스

55 Dream 드림

56 Southern	Rock 서던	록

57 Comedy 코메디

58 Cult 컬트

59 Gangsta 갱스터

60 Top	40 톱	40

61 Christian	Rap 크리스천	랩

62 Pop/Funk 팝/펑크	(Funk)

63 Jungle 정글

64 Native	American 네이티브	아메리칸

65 Cabaret 카바레

66 New	Wave 뉴	웨이브

67 Psychedelic 사이키델릭

68 Rave 레이브

69 Showtunes 쇼	튠즈

70 Trailer 트레일러

71 Lo-Fi 로우파이

72 Tribal 트라이벌

73 Acid	Punk 애시드	펑크	(Punk)

74 Acid	Jazz 애시드	재즈

75 Polka 폴카

76 Retro 레트로

77 Musical 뮤지컬

78 Rock	&	Roll 로큰롤

79 Hard	Rock 하드	록

80 Folk 포크

81 Folk/Rock 포크/록

82 National	Folk 내셔널	포크

83 Swing 스윙

84 Fast	Fusion 패스트	퓨전

85 Bebop 비밥

86 Latin 라틴

87 Revival 리바이벌

88 Celtic 켈트

89 Bluegrass 블루	그래스

90 Avantgarde 아방가르드

91 Gothic	Rock 고딕	록

92 Progressive	Rock 프로그레시브	록

93 Psychedelic	Rock 사이키델릭	록

94 Symphonic	Rock 심포니	록

95 Slow	Rock 슬로우	록

96 Big	Band 빅	밴드

97 Chorus 코러스

98 Easy	Listening 이지	리스닝

99 Acoustic 어쿠스틱

100 Humour 유머

101 Speech 스피치

102 Chanson 샹송

103 Opera 오페라

104 Chamber	Music 체임버	뮤직

105 Sonata 소나타

106 Symphony 심포니

107 Booty	Bass 부티	베이스

108 Primus 프라이머스

109 Porn	Groove 포르노	그루브

110 Satire 새타이어

111 Slow	Jam 슬로우	잼

112 Club 클럽

113 Tango 탱고

114 Samba 삼바

115 Folklore 포크로어

116 Ballad 발라드

117 Power	Ballad 파워	발라드

118 Rhythmic	Soul 리드믹	소울

119 Freestyle 프리	스타일

120 Duet 듀엣

121 Punk	Rock 펑크	(Punk)	록

122 Drum	Solo 드럼	솔로

123 A	Capella 아카펠라

124 Euro-House 유로	하우스

125 Dance	Hall 댄스	홀

126 Goa 고아

127 Drum	&	Bass 드럼	앤	베이스

128 Club-House 클럽	하우스

129 Hardcore 하드코어

130 Terror 테러

131 Indie 인디

132 BritPop 브릿팝

133 Negerpunk 니거	펑크	(Punk)

134 Polsk	Punk 폴스크	펑크	(Punk)

135 Beat 비트

136 Christian	Gangsta	Rap 크리스천	갱스터	랩

137 Heavy	Metal 헤비	메탈

138 Black	Metal 블랙	메탈

139 Crossover 크로스오버

140 Contemporary	Christian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141 Christian	Rock 크리스천	록

142 Merengue 메렝게

143 Salsa 살사

144 Thrash	Metal 스래쉬	메탈

145 Anime 아니메

146 Jpop J-pop

147 Synthpop 신스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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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파이오니아는	고객에	의한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조작의	합법성,	윤리성	또는	신뢰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있어	고객의	컴

퓨터	및	본	소프트웨어의	작동	환경,	또는	기타	소프트웨어와의	조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아는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있어	고객에	의해	등록된	정보의	손실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등록하신	정보를	별도로	메모해	두신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로드 및 재생될 수 있는 음악파일 (파일 포맷)

다음의	표에	열거된	음악파일만이	본	소프트웨어로	로드	및	재생될	수	있습니다.

파일 포맷

음악파일 호환포맷 인코드 형식 비트 심도 비트 전송률 샘플링 주파수 파일 확장자

MP3	파일

MPEG-1	AUDIO	LAYER-3 CBR,	VBR 16	비트
32	kbps부터	320	kbps까

지
32	kHz,	44.1	kHz,	48	kHz .mp3

MPEG-2	AUDIO	LAYER-3 CBR,	VBR 16	비트
16	kbps부터	160	kbps까

지
16	kHz,	22.05	kHz,	24	kHz .mp3

AAC	파일 MPEG-4	AAC	LC CBR,	VBR 16	비트 8	kbps부터	320	kbps까지
16	kHz,	22.05	kHz,	24	kHz,	

32	kHz,	44.1	kHz,	48	kHz
.m4a,	.mp4

WAVE	파일 비압축	PCM 16	비트,	24	비트 － 44.1	kHz,	48	kHz .wav

AIFF	파일 비압축	PCM 16	비트,	24	비트 － 44.1	kHz,	48	kHz .aif,	.aiff

!	 오디오	및	비디오를	포함한	음악파일	또는	저작권	보호	음악파일을	읽어들이거나	재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에	로드하여	재생하실	수	있는	음악파일에	관한	설명은	각	플레이어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기록 가능한 매체 (파일 시스템)

본	소프트웨어는	단지	다음의	표에	열거된	SD	메모리	카드	및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로만	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기록 매체 FAT16 FAT32 NTFS HFS HFS+

SD	메모리	카드 1 1 3 3 3

USB	장치 1 1 3 3 1

!	 갖고	계신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와	SD	메모리	카드	및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또는	하드	디스크)와의	호환성에	관해	확인하시려면,	각각의	특정	DJ	플레이어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

오.

!	 rekordbox와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에	관한	최신	정보는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컴퓨터 상의 통신 환경 (프로그램, OS 및 네트워크)

컴퓨터	및	운영	체제의	설정에서	사용되는	보안	소프트웨어에	따라,	DJ	기기	또는	휴대용	장치와의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음의	네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시고	차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rekordbox.exe

!	 PSvNFSd.exe

!	 PSvLinkSysMgr.exe

!	 edb_streamd.exe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	LAN으로	연결된	기타	컴퓨터	또는	DJ	기기와의	통신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LAN으로	연결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	공유를	해제하십시오.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	공유는	다음의	설명과	같이	비활성화	됩니다.

!	 Mac	OS	X:	[시스템 환경설정]을	여신	후,	[인터넷 및 무선]에서	[공유]	하에	있는	[인터넷 공유]의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	 Windows:	[로컬 영역 연결 속성]을	여신	후,	[공유]에서	[인터넷 연결 공유]	하에	있는	[다른 네트워크 사용자가 이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을 통해 연결할 수 있도록 허

용]의	체크를	해제하십시오.

또한,	네트워크	(IP	어드레스,	포트수	등)가	라우터	또는	기타	통신	기기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DJ	기기	또는	휴대용	장치와의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사용중이신	통신	장치,	보안	소프트웨어	및	운영체제의	설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제조업자	또는	판매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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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정
보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이용하기

rekordbox의	조작	과정	또는	기술적	문제에	관해	문의하시기	전에,	rekordbox의	사용설명서	및	온라인	매뉴얼을	읽으시고,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제공되

는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십시오.

	 <rekordbox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http://rekordbox.com/

!	 rekordbox에	관해	문의하시기	전에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등록시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셔야	하므로	가까운	곳에	준비해	두십시오.	또한,	라이센스	키는	물론,	사용자	등록을	위해	지정되는	로그인명	(이메일	주소)	및	패

스워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PIONEER	CORPORATION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고객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	 제품	또는	이벤트	정보를	이메일로	알려드리기	위해

3	 제품	설계의	목적으로	설문	조사에	의해	수집된	피드백을	얻기	위해

—	 고객의	개인정보는	저희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기밀유지	됩니다.

—	 파이오니아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kordbox에	관해	문의하실	경우,	반드시	갖고	계신	컴퓨터의	유형	및	사양	(CPU,	설치된	메모리,	연결된	기타	주변장치	등),	운영	체제	및	사용	버전,	그리고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	주십시오.

—	 갖고	계신	컴퓨터와	파이오니아	제품	이외의	주변기기와의	설정에	관해	문의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으시려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

십시오.

!	 rekordbox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을	위해	버전이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용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본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항상	rekordbox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작권 경고

!	 저작권	보호	음악	컨텐츠를	재생	및	복제함에	있어	rekordbox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저작권	보호	암호화된	데이터가	녹음된	미디어에	임베드되어	있을	경우,	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작권	보호	암호화된	데이터가	녹음된	미디어에	임베드되어	있다고	감지된	경우,	재생,	분석	및	기타	조작이	멈출	수	있습니다.

!	 녹음소재는	고객	자신의	청취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승인없이	기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CD	및	기타	미디어로부터	녹음된	음악은	국제협정은	물론	해당국가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녹음의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부터	다운로드하신	음악을	다루실	때,	그	음악이	다운로드된	사이트와의	계약에	따라,	그	음악을	다운로드한	개인에게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

다.

상표, 라이센스 등 

!	 Pioneer	및	rekordbox는	PIONEER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Microsoft®,	Windows	Vista®	및	Windows®는	미국	및	해당국가에	있어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Apple,	Finder,	iPhone,	iTunes,	Macintosh	및	Mac	OS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	 MP3	오디오	압축기술은	Fraunhofer	IIS	및	Thomson	Multimedia의	라이센스	하에	제공됩니다.

	 본	제품의	사용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은	방송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기타	유형의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인트라넷	(기업	네트워

크)	또는	기타	유형의	네트워크,	그리고	전자정보의	배포	(온라인	디지털	음악	배포	서비스)	등,	상업적	목적	(영리적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용에	대

해서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ttp://www.mp3licensing.com	를	방문하십시오.

!	 본서에서	언급된	회사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주의	상표입니다.

©	2009	PIONEER	CORPORATION.

모든	권리	소유.

PIONEER CORPORATION
1-1,	Shin-ogura,	Saiwai-ku,	Kawasaki-shi,	Kanagawa	212-0031,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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