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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본 기기는 한대의 기기에 DJ 플레이어 및 DJ 믹서를 통합한 DJ 시스템

으로 클럽용 장비의 세계적 표준인 파이오니아 DJ 제품의 높은 조작성

을 갖추고 있습니다. USB 장치 및 컴퓨터 뿐만 아니라 휴대용 장치 (스

마트폰, 태블릿 등)의 트랙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DJ 연주를 손쉽게 수행

하실 수 있습니다.

MULTI MEDIA, MULTI FORMAT

플래시 메모리 또는 기타 USB 장치에 저장된 음악파일 과 아울러 휴대

용 장치 및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 또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본 기기는 DJ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및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도 사

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

본 기기는 무선 LAN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선 LAN으로 연결된 휴

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 DJ 연주가 가능합니다.

rekordbox (iOS/Android)

무상으로 다운로드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rekordbox을 사용하

여 휴대용 장치에서 음악파일을 관리 (분석, 설정, 생성, 히스토리 저장) 

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기와 함께 rekordbox (iOS/Android)로 관리되

는 음악파일을 사용하여 뛰어난 DJ 연주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rekordbox의 iOS/Android 에디션이 “rekordbox 

(iOS/Android)”로 언급됩니다.

rekordbox (Mac/Windows)

부속된 rekordbox (Mac/Windows)의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컴퓨터 상의 음악파일을 관리 (분석, 설정, 생성, 히스토리 저장) 하

실 수 있습니다. 본 기기와 함께 rekordbox (Mac/Windows)로 관리되

는 음악파일을 사용하여 뛰어난 DJ 연주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rekordbox의 Mac/Windows 에디션이 

“rekordbox (Mac/Windows)”로 언급됩니다. “rekordbox”는 

rekordbox (Mac/Windows) 및 rekordbox (iOS/Android)의 에디션

을 동시에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LINK EXPORT

휴대용 장치 및 컴퓨터가 무선 LAN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rekordbox의 

음악파일 및 관리 데이터를 직접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USB EXPORT

USB 장치를 사용하여 rekordbox (Mac/Windows)의 음악파일 및 관리 

데이터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SOUND CARD

본 기기는 기타 브랜드의 DJ 소프트웨어 및 MIDI 인터페이스를 제어하

는 전용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운드 카드를 내장하고 

있어 기타 장치와 손쉽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비트 표시

트랙의 BPM 및 재생 위치에 따라 비트 위치가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더 나아가, 루프상의 비트수 및 비트 이펙트가 표시되어, 스크

래칭, 루프 및 이펙트 연주를 위해 시각적으로 비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USB REC

DJ 연주시 본 기기 상에서 재생되는 사운드를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장치 등)에 손쉽게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된 사운드를 또한 본 기

기에서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BEAT SYNC

이 기능을 사용하여 rekordbox로 분석된 대로 트랙의 GRID 정보에 기

초하여 좌우 데크에 템포 (BPM) 및 비트 위치를 자동으로 동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TEMPO] 슬라이더를 이동하지 않고도 진정한 비트 믹싱

을 손쉽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JOG DRUM

조그 다이얼의 모드를 전환하여 조그 다이얼을 터치하실 때 사운드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능을 통해 본 기기를 샘플러와 같이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에 조그 다이얼을 돌려 샘플된 사운드

를 스크래칭 하실 수 있습니다.

SAMPLE LAUNCH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조작만으로 본 기기에 등록된 샘플된 사운드 소

스를 각 데크에 손쉽게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QUANTIZE

본 기기는 QUANTIZE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충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rekordbox로 분석된 트랙에 대한 비트상의 지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

다. 자동 루프 비트 및 비트 이펙트 설정시, 버튼을 누르신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비트로 지점이 자동 설정됩니다.

AUTO MIX

플레이리스트에 등록된 트랙을 [DECK1] 및 [DECK2]에서 교대로 자동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종료 30초전 지점에 도달

했을 때, 두개의 트랙이 자동으로 믹싱되어 다음 트랙의 재생이 시작됩

니다.

AUTO BEAT LOOP

[AUTO BEAT LOOP] 컨트롤을 눌러 비트를 중단하지 않고도 루프를 자

동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AUTO BEAT LOOP] 컨트롤을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루프의 비트수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BEAT EFFECT

각 데크에 대해 비트 이펙트가 제공됩니다. 비트 이펙트는 각 데크상에

서 현재 재생중인 트랙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비트 이펙트는 또한 

믹서 부분의 입력 터미널에 연결된 기타 장치에도 적용하실 수 있습니

다.

SOUND COLOR FILTER

각 채널은 SOUND COLOR FILTER 기능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컨트롤

을 돌리는 조작만으로 손쉽게 필터 이펙트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를 통해 DJ 연주를 위한 트랙을 직감적으로 편집 및 믹싱 하실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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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AND EQ

본 기기는 3밴드 이퀄라이저를 갖추고 있어, 고중저의 주파수 범위를 

가진 볼륨을 별도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음색을 조정하

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을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려 일정 범

위에 대한 사운드를 완전히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 기능).

EXTERNAL INPUT

본 기기는 CD 플레이어 또는 아날로그 플레이어와 같은 외부 장치를 연

결하는 입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개의 입력 세트 [CH 1] (채널 1) 및 

[CH 2] (채널 2)를 사용한 DJ 연주가 가능합니다.

부속품

! CD-ROM (rekordbox (Mac/Windows),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및 

사용설명서를 포함한. rekordbox (Mac/Windows) 라이센스 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AC 어댑터

! 전원 코드

! 품질보증서

! 사용전에 읽어 주십시오 (중요)

! 퀵 스타트 가이드

!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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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가능한 USB 장치

본 기기는 대용량 저장급 USB 장치 (외부 하드 디스크,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장치,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등)를 지원합니다.

폴더 레이어 최대 8 레이어

최대 폴더수 1 000 폴더

최대 파일수
10 000 파일 (rekordbox (Mac/Windows)로 관리되지 않은 

파일에 대한 1 000 파일)

지원되는 파일 시

스템
FAT16, FAT32 및 HFS+

폴더 또는 파일수가 많을 때, 로드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

다.

한계를 초과한 폴더 및 파일은 표시될 수 없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USB 장치

! 외부 DVD/CD 드라이브 등과 같은 광학용 디스크 타입의 장치는 지

원되지 않습니다.

! USB 허브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USB 장치 사용시 주의사항

! 일부 USB 장치는 본 기기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아는 본 기기와의 연결이 원인으로 USB 장치에 기록된 데

이터의 손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최대 허용치 이상의 전류가 본 기기의 USB 포트에서 감지되면, 

[USB STOP] 인디케이터가 점멸하고, USB 장치로의 전원이 차단되

며, USB 장치와의 통신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으로 

복원하시려면, 본 기기로부터 USB 장치를 분리하십시오. 과도의 전

류가 감지된 USB 장치를 다시 사용하지 마십시오. 위의 조작을 수

행한 후에도 정상적인 작동이 복원되지 않으면 (통신이 성립되지 않

으면), 본 기기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 USB 장치가 여러개의 파티션으로 분할되어 있는 경우, 첫번째 파티

션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플래시 카드 리더를 갖춘 USB 장치는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사용중인 USB 장치에 따라 원하는 성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 MAC OS Extended (Journaled)로 포맷된 장치의 경우, rekordbox 

(Mac/Windows) 라이브러리 정보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재생 가능한 음악파일 포맷

본 기기는 다음의 포맷을 가진 음악파일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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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mp3 MPEG-1 16 비트 32 kbps부터 320 kbps까지 44.1 kHz, 48 kHz CBR, VBR

AAC
.m4a, .aac 및 

.mp4
MPEG-4 AAC LC 16 비트 16 kbps부터 320 kbps까지 44.1 kHz, 48 kHz CBR, V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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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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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3 파일에 관하여

MP3 파일은 항등 비트율 (CBR) 또는 가변 비트율 (VBR)을 갖고 있습

니다. 두 종류의 파일 모두 본 기기에서 재생될 수 있습니다만, VBR 파

일의 경우, 검색 및 초고속 검색기능이 더 느립니다. 우선순위를 조작성

에 두신다면, MP3 파일을 CBR로 기록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AAC 파일에 관하여

! AAC는 “Advanced Audio Coding”의 약자로, MPEG-2 및 

MPEG-4에 사용되는 오디오 압축기술의 기본포맷입니다.

! AAC 데이터의 파일포맷 및 확장자는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사용

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릅니다.

! 본 기기에서는 iTunes®로 인코드되어 “.m4a”의 확장자를 가진 

AAC 파일과 아울러, “.aac” 및 “.mp4”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

이 또한 재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Tunes Store에서 구입하신 것

과 같은 저작권 보호된 AAC 파일은 재생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파

일을 인코드하신 iTunes의 버전에 따라 파일의 재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WAV 및 AIFF 파일에 관하여

WAV 및 AIFF 파일의 경우, 무선 LAN을 경유한 파일 전송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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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의 연결로 사용 가능한 기능

부속된 CD-ROM에 관하여

부속된 CD-ROM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설치하신 경우, 본 

기기를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속된 CD-ROM은 다음의 두개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

습니다.

 � rekordbox (Mac/Windows) 음악관리 소프트웨어

DJ 공연을 위해 사용되는 음악파일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USB 장치

를 사용하여 관리 정보를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7 페이지).

 �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본 기기를 사용하여 컴퓨터 상에서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실 때, 재생

중인 음악파일의 사운드가 본 기기로부터 출력됩니다 (8 페이지).

소프트웨어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

본 소프트웨어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 (이하 “계약”)은 고객님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개인 및 그 개인이 소속한 법적 단체) (이하 “고

객님” 또는 “고객님의”)과PIONEER CORPORATION사 (이하 “파

이오니아”) 간에 체결됩니다.

본 프로그램을 설정 또는 설치하고자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고객님이 본 

라이센스 계약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본 프로그램

을 다운로드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허가는 고객님이 본 사

항을 준수하시는 것을 명백한 전제로 합니다. 서면상 또는 전자상 허가

는 본 계약을 유효화하고 시행화하는 데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 계약

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권한

이 없으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설치를 중단하시거나 제거하셔야만 

합니다.

1 정의
1 “문서”란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에 도움을 드리

고자 파이오니아에 의해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서면상 문서, 사

양 및 도움말을 의미합니다.

2 “프로그램”이란 본 계약하에서 파이오니아에 의해 고객님께 
허가된 파이오니아 소프트웨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

2 프로그램 라이센스
1 라이센스의 제약. 본 계약의 제약사항에 근거하여, 파이오니아

는 고객님에게 제한되고, 비독점적이며, 양도 불가능한 라이센

스를 수여합니다 (서브 라이센스의 권한없이):

a 본 프로그램의 사본 하나를 고객님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에 설치하는 것, 본 계약 및 문서 (“사용승인”)의 내용을 

따라 개인의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b 고객님의 사용승인을 지지하는 문서를 사용하는 것; 및

c 모든 소유권, 상표, 판권 및 제한된 권리에 대한 통지가 사본

에 복제되는 것을 전제로, 본 프로그램의 사본 하나를 백업의 

목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

2 제약사항. 본 계약에 의해 명백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
로그램 또는 문서를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본 프로

그램을 양도, 서브 라이센스의 수여, 임대, 대여 또는 제삼자를 

위한 트레이닝, 상업적 시간공유 및 서비스 관리국의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 명백히 허가되는 범위 및 

고객님이 의도하시는 활동에 대해 파이오니아에게 서면상 통지

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님 자신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본 프

로그램을 수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또는 디컴파일 해서는 

안됩니다. 파이오니아의 서면상 사전승인 없이, 본 프로그램을 

복수의 처리장치 상에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3 제약사항. 본 계약에 의해 명백히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프
로그램 또는 문서를 복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본 프로

그램을 양도, 서브 라이센스의 수여, 임대, 대여 또는 제삼자를 

위한 트레이닝, 상업적 시간공유 및 서비스 관리국의 용도로 사

용해서는 안됩니다. 해당 법률에 의해 명백히 허가되는 범위 및 

고객님이 의도하시는 활동에 대해 파이오니아에게 서면상 통지

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님 자신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본 프

로그램을 수정, 리버스 엔지니어링, 분해 또는 디컴파일 해서는 

안됩니다.

4 비지원. 파이오니아는 본 계약하에서 본 프로그램 또는 문서에 
대한 지원, 정비, 업그레이드, 수정 또는 신발매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보증거절
본 프로그램 및 문서는 어떠한 묘사나 보증 없이 “있는 그대로” 제공

되며, 고객님은 이를 고객님 개인의 책임하에 사용할 것에 동의하십니

다. 법률에 의해 허가될 수 있는 모든 범위에 대해 파이오니아는 판매 

적격성, 특정 목적을 위한 적합성, 법정 품질, 정확성, 소유권 또는 권리

의 비침해를 포함하여, 본 프로그램 및 문서와 관련된 명시적, 비명시

적, 법정 또는 실행상, 매매상 및 거래 이용상 발생하는 모든 보증을 거

절합니다.

4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조치
고객님은 본 계약의 제약사항의 위반이 파이오니아에게 금전적 손해배

상 만으로는 불충분한 회복될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에 동의

하십니다. 파이오니아가 받을 자격이 있는 손해배상 및 기타 제반 구제

조치와 아울러, 고객님은 파이오니아가 본 계약의 실제적, 장래적 또는 

지속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명령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사

실에 동의하십니다.

5 계약파기
파이오니아는 고객님의 계약위반시 언제라도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

니다. 본 계약이 파기되면, 고객님은 본 프로그램의 사용을 중단하시고, 

프로그램이 소재한 컴퓨터로부터 영구적으로 제거하여, 고객님의 소

유하에 있는 본 프로그램 및 문서의 모든 사본을 파기하신 후, 이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파이오니아에게 서면상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2.2, 2.3, 2.4, 3, 4, 5절은 6은 본 계약이 파기된 후에도 계속해서 유효

합니다.

6 일반조항
1 책임제한. 파이오니아 또는 자회사는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 통

지를 받거나 손실이 예측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책임

론 하에서도 본 계약 또는 관련사항에 대한 간접적, 지엽적, 특

정적, 필연적 또는 징벌적 손실, 그리고 유실된 이익, 수익, 사업, 

저금, 데이터, 사용권 및 대리조달 비용에 대한 손실에 관하여 일

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든 손해

배상에 대한 파이오니아의 책임은 본 프로그램에 대하여 고객님

이 파이오니아 또는 자회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

다. 당사자는 본 계약의 책임 제한과 위험부담이 본 프로그램의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며, 당사자 간의 거래의 필수요소임을 인

정하며, 이러한 조건 없이 파이오니아는 본 프로그램을 제공하

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2 본 계약에 포함된 보증과 책임의 제한 또는 배제는 고객님의 소
비자로서의 법정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

며, 그러한 제한 또는 배제가 고객님이 거주하고 사법권의 법률

하에서 허용되는 범위에 있어서만 적용됩니다.

3 계약의 분리 가능성 및 권리의 포기.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이 불
법, 무효 또는 시행 불가능으로 여겨지는 경우, 그 조항은 가능한 

범위에 있어서 시행되거나, 시행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으로부

터 분리 및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며, 잔여권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에 대한 쌍방의 기권은 

기타 또는 수반되는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을 철회하지 않

습니다.

4 양도금지. 본 계약 또는 계약하의 제반 권리 또는 의무를 파이오
니아의 사전승인 없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법률 등의 적

용하에서 양도, 판매, 전부 또는 처분 하실 수 없습니다. 고객님

에 의한 양도 또는 전부는 모두 무효화됩니다. 앞서 기술된 내용

을 전제로 하여 본 계약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 및 각각의 후

임자 및 수탁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을 발생합니다.

5 전체동의. 본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동의를 구성하며, 관련사
항에 대한 이전 또는 현재의 서면상 또는 구두상의 모든 계약 또

는 진술을 대체합니다. 본 계약은 파이오니아의 명백한 서면상 

사전승인 없이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없으며, 그 밖의 어떠한 조

례, 문서, 사용법 또는 관례도 본 계약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도록 

간주될 수 없습니다.

6 고객님은 본 계약이 일본의 국내법에 의해 적용 및 해석되는 사
실에 동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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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시 주의사항

rekordbox (Mac/Windows) 및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기 전

에, 소프트웨어 엔드유저 라이센스 계약서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 부속된 CD-ROM은 다음의 12개국어로 된 설치 프로그램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스페인어, 포르투

갈어, 러시아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한국어, 일본어.

! 상기 이외의 언어로 된 운영체제를 사용하시는 경우, 설치 과정시 

[English (영어)]를 선택하십시오.

지원되는 운영체제
rekordbox 

(Mac/Windows)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Mac OS X (10.5.8, 10.6 또는 10.7) 1 1

Windows® 7 

Home Premium/

Professional/Ultimate

32비트 버전 1 1

64비트 버전 1 11

Windows Vista® 

Home Basic/

Home Premium/

Business/Ultimate (SP2 

이상)

32비트 버전 1 1

64비트 버전 1 11

Windows® XP 

Home Edition/

Professional (SP3 이상)

32비트 버전 1 1

1 64비트 버전의 Windows를 사용하시는 경우,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32비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rekordbox (Mac/Windows)를 위한 최소 작동환경

설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컴퓨터가 다음에 기술된 운영체제를 제공하는

지 확인하십시오.

CPU

Mac OS X용
듀얼 코어 1.6 GHz 이상의 Intel® 프로

세서를 탑재한 매킨토시 컴퓨터

Windows® 7, 

Windows Vista® 및 

Windows® XP의 경

우

듀얼 코어 2.0 GHz 이상의 Intel® 프로

세서를 탑재한 PC/AT와 호환되는 컴퓨

터

요구 메모리 1 GB 이상의 RAM

하드 디스크
250 MB 이상의 사용 가능한 공간 (음악파일 등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제외하고)

광학 드라이브 CD-ROM을 읽어들일 수 있는 광학 디스크 드라이브

사운드
스피커, 헤드폰 등 (내부 또는 외부 오디오 장치)으로의 오디오 

출력

인터넷 접속

사용자 등록 및 문의사항을 위해서는 128비트 SSL (Safari 

2.0 이상, Internet Explorer® 6.0 이상 등)을 지원하는 웹브라

우저를 사용하십시오.

USB 포트
음악파일을 USB 장치에 전송하시려면, USB 장치 (플래시 메모

리, 하드 디스크 등)의 연결을 위한 USB 포트가 필요합니다.

! 상기된 운영환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모든 컴퓨터에서의 완벽한 

기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에 기술된 운영체제에 대해 지적된 요구 메모리 용량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

도, 다음의 경우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본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기능 및 성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용 가능한 메모리가 충분히 확보되

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정된 성능을 위해 여분의 메모리를 추가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 rekordbox (Mac/Windows) 라이브러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트랙이 많은 

경우

— 상주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작동중인 경우

! 컴퓨터의 전원 설정 및 기타 요인에 따라, CPU 및 하드 디스크의 처리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랩탑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경우, 항상 콘센트에 연결

해 두시고 컴퓨터의 설정을 조정하여 rekordbox (Mac/Windows) 사용시 최대 

성능을 유지하십시오.

! 갖고 계신 컴퓨터 상에서 가동중인 기타 소프트웨어에 따라 rekordbox (Mac/

Windows)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십시오.

rekordbox (Mac/Windows) 음악관리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rekordbox (Mac/Windows)는 XDJ-AERO 또는 기타 파이오니어 DJ 플

레이어를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 DJ 공연용으로 사용되는 음악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입니다.

— rekordbox (Mac/Windows)를 사용하여 갖고 계신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파일의 분류 및 검색 뿐만 아니라, 플레이리스트까지 생성하실 

수 있어, DJ 기능의 향상에 도움을 드립니다.

— 공연에 앞서 rekordbox (Mac/Windows)는 갖고 계신 음악파일의 

비트, 템포 (BPM) 및 기타 요소를 감지, 측정 및 편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kordbox (Mac/Windows) 설치하기

 � Mac OS X용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하시기 전에, 소프트웨어 설치시 주
의사항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 및 삭제하시려면, 컴퓨터 관리

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설치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관리자로 설정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

다.

1 부속된 CD-ROM을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삽입하시면, CD 드라이브가 화면상에 열립니다. 
[CD_menu.app] 아이컨을 더블클릭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 드라이브가 화면상에 열리지 않으면, 파

인더를 사용하여 CD 드라이브를 여시고, [CD_menu.app]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의 메뉴가 표시되면, [rekordbox: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를 선택하시고, [시작]를 
클릭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3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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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하시기 전에, 소프트웨어 설치시 주
의사항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 및 삭제하시려면, 컴퓨터 관리

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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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관리자로 

등록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1 부속된 CD-ROM을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ROM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 

메뉴에 있는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로부터 CD 드라이브를 여시

고, [CD_menu.ex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의 메뉴가 표시되면, [rekordbox: 음악 
관리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를 선택하시고, [시작]를 
클릭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3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rekordbox (Mac/Windows)를 
설치합니다.
! 시작후, 설치를 취소하시려면 [취소]을 클릭합니다.

rekordbox (Mac/Windows) 시작하기

rekordbox (Mac/Windows)를 사용하시기 전에, 컴퓨터의 관리자로 설

정된 사용자로 로그인합니다.

! rekordbox (Mac/Windows)를 처음으로 가동하실 때, 반드시 라이

센스 키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라이센스 키는 CD-ROM의 패키지

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rekordbox (Mac/Windows)가 가동되면, rekordbox (Mac/

Windows) [도움말] 메뉴로부터 취급설명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 Mac OS X용

Finder로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열어, [rekordbox 
(Mac/Windows) 1.x.x.app]를 더블클릭 합니다.
! 1.x.x는 rekordbox (Mac/Windows)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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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도우즈 [시작] 메뉴 버튼을 클릭하신 후, [모든 프로그램] 
> [Pioneer] > [rekordbox (Mac/Windows) 1.x.x] > 
[rekordbox (Mac/Windows) 1.x.x]를 클릭합니다.
! 1.x.x는 rekordbox (Mac/Windows)의 버전을 나타냅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와의 사운드 입출력 전용으로 설계되

었습니다. Windows 또는 Mac OS가 설치된 컴퓨터에 연결된 본 기기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컴퓨터에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십시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기 전에

!  7 페이지 의 소프트웨어 설치시 주의사항를 주의깊게 읽으십시오.

! 본 기기의 전원을 끄신 후, 본 기기 및 컴퓨터를 연결하는 USB 케이

블을 분리합니다.

! 컴퓨터 상에 기타 프로그램이 작동중인 경우, 종료합니다.

!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 또는 제거하시려면, 갖고 계신 컴퓨

터의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설치를 진행하시기 전에, 갖

고 계신 컴퓨터의 관리자로 로그인하십시오.

! 먼저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본 기기를 갖고 계신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시스템 환경에 따라 컴퓨터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설치가 시작된 후 중단된 경우, 처음부터 다

시 설치 과정을 시작합니다.

Mac OS X용

1 부속된 CD-ROM을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삽입하시면, CD 드라이브가 화면상에 열립니다. 
[CD_menu.app] 아이컨을 더블클릭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 드라이브가 화면상에 열리지 않으면, 파

인더를 사용하여 CD 드라이브를 여시고, [CD_menu.app]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2 CD-ROM 메뉴가 나타나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XDJ-AERO_Driver)]를 선택한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3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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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속된 CD-ROM을 컴퓨터의 CD 드라이브에 
삽입합니다.
CD-ROM 메뉴가 표시됩니다.

! CD-ROM을 삽입해도 CD-ROM 메뉴가 나타나지 않으면, [시작] 

메뉴에 있는 [컴퓨터 (또는 내 컴퓨터)]로부터 CD 드라이브를 여시

고, [CD_menu.exe]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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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ROM 메뉴가 나타나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XDJ-AERO_Driver)]를 선택한 후, 
[시작]를 클릭합니다.

! CD-ROM 메뉴를 닫으시려면, [종료]를 클릭합니다.

3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 진행중 화면상에 [Windows 보안]가 나타나면, [이 드라이버 소

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를 클릭하시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 Windows XP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진행중 화면상에 [하드웨어 설치]가 나타나면, [계속]를 클릭

하시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 설치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완료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본 기기 및 컴퓨터 연결하기

1 USB 케이블을 통해 본 기기를 갖고 계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연결에 관한 방법은 10 페이지 의 입력/출력 터미널 연결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2 [STANDBY/ON]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3 [   MIDI] 버튼을 누릅니다.
본체 디스플레이에 [CONTROL MODE] 화면이 나타납니다.

! 본 기기가 처음으로 컴퓨터에 연결되거나, 컴퓨터 상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되면, [장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설치] 메시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Windows XP에 설치하는 경우
— [설치 진행중 [Windows Update로 연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검

색하시겠습니까 ?]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오 , 지금 연결 

안 함]를 선택하시고, [다음]를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 [설치 진행중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십시오]가 나타날 수 있습

니다. [소프트웨어 자동으로 설치 ( 권장 )]를 선택하시고, [다

음]를 클릭하여 설치를 계속합니다.

— 설치 진행중 화면상에 [하드웨어 설치]가 나타나면, [계속]를 클

릭하시고 설치를 계속합니다.

버퍼 크기 조정하기 (Windows ASIO 사용시)

본 기기는 ASIO 표준에 준거한 오디오 장치로서 기능을 합니다.

! 본 기기를 디폴트 오디오 장치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DJ 소프

트웨어 등)이 가동중인 경우, 버퍼 크기를 조정하시기 전에 애플리

케이션을 종료하십시오.

Windows [시작] 메뉴>[모든 프로그램]>[Pioneer]>[XDJ-
AERO]>[XDJ-AERO 설정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 충분히 큰 버퍼크기로는 사운드 드롭아웃 (사운드 끊김현상)의 확률

이 감소하지만, 오디오 신호 전송연장 (대기시간)은 증가합니다.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버전 확인하기

 � Mac OS X용

[Macintosh HD] 아이콘 > [Application] > [Pioneer] > 
[XDJ-AERO] > [XDJ-AERO 드라이버 버전 디스플레이 
유틸리티]을 클릭합니다.
[XDJ-AERO 드라이버 버전 디스플레이 유틸리티]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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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dows [시작] 메뉴>[모든 프로그램]>[Pioneer]>[XDJ-
AERO]>[XDJ-AERO 설정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최신정보 확인하기

본 기기와의 독점적 사용을 위한 본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최신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pioneerdj.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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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 장치간 연결이 모두 완료된 후, 전원코드를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시거나 변경하실 때, 반드시 전원을 끄시고, 전원코드를 콘센트로부터 뽑습니다.

 연결하실 컴포넌트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반드시 본 제품에 부속된 전원 코드 및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입력/출력 터미널 연결하기

후면 패널, 전면 패널

USBDC IN MASTER OUT2 MASTER OUT1(TRS) PHONO2 / LINE2
R L R LINE  PHONO

SIGNAL
GND

L R L LINE  PHONOR L
PHONO1 / LINE1 MIC

0dBdB
MIC ATT.

PHONES

1 2 3 4 7 75

R L R L R L

6 8 a9 b6

DJ 
software

c

1 코드 후크
본 기기를 사용하실 때, AC 어댑터의 전원 코드 및 USB 케이블을 본 

후크에 고정하십시오.

! 재생시 AC 어댑터 또는 USB 케이블을 분리하시면, 사운드가 중

단됩니다.

코드 후크 사용하기
AC 어댑터의 전원 코드 및 USB 케이블을 코드 후크에 걸어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이는 전원 코드 및 USB 케이블이 실수로 당겨지거나 플러

그가 터미널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USBDC IN

2 DC IN 터미널
부속된 AC 어댑터의 DC 플러그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전원코드를 

연결하시기 전에, 장치의 연결이 모두 완료되기까지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본 제품에 부속된 전원 코드 및 AC 어댑터를 사용하십시오.

3   USB  터미널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USB 허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4 MASTER OUT 2 터미널
파워앰프 등에 연결합니다.

5 MASTER OUT 1 터미널
파워 스피커 등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TRS 커넥터의 경우, 밸런스 또는 언밸런스 출력이 호환됩니다.

6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
[PHONO/LINE] 터미널의 기능을 전환합니다.

7 PHONO1/LINE1 및 PHONO2/LINE2 터미널
포노 레벨 출력 장치 (아날로그 플레이어 (MM 카트리지용) 등) 또는 

라인 레벨 출력 장치 (DJ 플레이어 등)를 여기에 연결합니다. 본 기

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결된 장치에 따라 터미널의 기능을 전환합니다.

8 SIGNAL GND 터미널
아날로그 플레이어의 접지용 전선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이는 아날

로그 플레이어를 연결했을 때 노이즈를 줄여줍니다.

9 켄싱턴 보안슬롯

a MIC ATT. 컨트롤
[MIC] 터미널에 입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 마이크로폰에 입력된 사운드의 게인은 사용중이신 마이크

로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MIC ATT.] 컨트롤을 사용하여 DJ 연주 전에 마아크로폰에 따른 

오디오 레벨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DJ 연주시, 본 기기의 상

부에 있는 [MIC LEVEL] 컨트롤을 사용하여 마이크로폰의 볼륨

을 조정하십시오.

b MIC 잭
마이크로폰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c PHONES 잭
헤드폰을 여기에 연결합니다.

스테레오 폰 플러그 (Ø 6.3 mm) 및 스테레오 미니 폰 플러그 (Ø 3.5 

mm)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테레오 폰 잭 및 미니 폰 잭으로 두개의 입력 잭이 있습니다만, 

두개를 동시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두개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경우, 하나를 분리 또는 연결하실 때, 다른 하나의 볼륨이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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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LAN으로 연결하기

본 기기에서는 무선 LAN 연결을 사용하여 무선 LAN 연결을 지원하는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를 연결하여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음

악파일을 사용하여 DJ 연주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 LAN을 사용하여 DJ 연주를 하시려면, 무선 LAN 연결을 수행하

신 후 링크를 성립하신 후에 LINK EXPORT 기능을 사용하셔야만 합

니다.

링크를 성립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용 또는 rekordbox 

(Mac/Windows)용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

본 기기에서는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를 사용 목적에 따라 전환하

실 수 있습니다. 무선 LAN 기능에 대한 조작 모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가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AP) 모드
이 경우, 본 기기는 LAN 네트워크 상에서 주 기기가 됩니다. 무선 연결

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간에 데이터가 직접 교환됩니다.

WLAN 클라이언트 모드
이 경우, 본 기기는 LAN 네트워크 상에서 종속 기기가 됩니다.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 장치를 경유하여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간에 데

이터가 교환됩니다.

! XDJ-AERO의 한 기기만을 하나의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또다른 파이오니아 제품 (DJ 플레이어 또는 DJ 믹서)이 연결

된 무선 LAN 액세스 포인트에 본 기기를 연결하실 수 없습니다.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 설정하기

무선 LAN으로 본 기기를 연결하시기 전에,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

를 설정합니다.

다음의 버튼 및 컨트롤은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 설정 및 무선 LAN 

연결 설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됩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액세스 포인트 (AP)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STANDBY/ON

AUTO CUE

UTILITY

TIME
rekordbox

MIDI

USB

1

WPS

2 3 4

INFO

TOP

BACK

QUANTIZE

12 34

8 7 6

5

1 STANDBY/ON 인디케이터

2 STANDBY/ON 버튼

3 WPS 인디케이터

4 WPS 버튼

5 링크 인디케이터

6 로터리 셀렉터

7 BACK(TOP) 버튼

8 INFO(UTILITY) 버튼

1 [STANDBY/ON]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STANDBY/ON] 인디케이터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2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SETTING]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WLAN SETTING] 항목에 관해서는 2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4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MODE]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5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설정하실 모드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 [ACCESS POINT(AP)]: 본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 (AP) 모드로 설

정합니다. 본 기기가 네트워크 상의 마스터 기기로 설정됩니다.

— [WLAN CLIENT]: 본 기기를 WLAN 클라이언트 모드로 설정합니

다. 본 기기가 네트워크 상의 종속 기기로 설정됩니다.

— [OFF]: 무선 LAN 기능을 끕니다.

6 본체 디스플레이에 [APPLY CHANGES?]가 나타나는 
경우,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YES]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제 액세스 포인트 (AP) 또는 WLAN 클라이언트 모드에 대한 연결 설

정을 수행합니다 (1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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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AP) 모드에서 무선 LAN 연결 
설정하기

연결하실 장치가 WPS 표준을 지원하는 경우, WPS 버튼, WPS PIN 또

는 수동으로 연결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연결하실 장치가 WPS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연결 설정

을 수행하십시오.

! 가동 전에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 다음의 연결 설정 조작을 수행하신 후에 약 2분간 연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WPS]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 액세스 포인트 (AP) 모드로 연결 설정시, [WPS] 인디케이터가 소등

되더라도, 링크 인디케이터가 점등되지 않는 경우, 휴대용 장치 또

는 컴퓨터와의 연결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 본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하실 때, 본 기기를 경유하여 컴퓨

터로부터 휴대용 장치로 데이터를 내보내기 하실 수 없습니다.

 � [WPS]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하기

1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의 WPS 연결 기능을 사용하여 
WPS 버튼으로 연결 (PBC 연결)을 선택합니다.
! WPS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2 본 기기의 [WPS]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WPS] 인디케이터가 점멸합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면, [WPS]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 WPS PIN 코드를 입력하여 연결하기

1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WPS 연결 기능에서 PIN 
코드를 확인합니다.
! WPS PIN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2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SETTING]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INPUT WPS PINCODE]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5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의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면, [WPS]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 수동 입력으로 연결하기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INFORMATION]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SSID]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차후의 조회를 위해 [SSID]를 메모해 두십시오.

! [SSID]의 처음 11문자가 표시됩니다.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처음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4 [BACK(TOP)] 버튼을 누릅니다.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PASSWORD]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차후의 조회를 위해 [PASSWORD]를 메모해 두십시오.

6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무선 LAN 연결 
설정으로부터 연결 가능한 [SSID]를 표시합니다.
! 연결 가능한 [SSID]를 검색 또는 표시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7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에서 과정 3에서 확인된 
[SSID]를 선택합니다.

8 과정 5에서 메모해 두신 패스워드를 입력합니다.

WLAN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무선 LAN 연결 
설정하기

연결하실 액세스 포인트가 WPS 표준을 지원하는 경우, WPS 버튼, 

WPS PIN 또는 수동으로 연결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연결하실 액세스 포인트가 WPS 표준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수동으로 

연결 설정을 수행하십시오.

! 가동 전에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 다음의 연결 설정 조작을 수행하신 후에 약 2분간 연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WPS]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 설정을 수행하시지 않아도 이전에 연결된 장치가 우선적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 [WPS]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하기

1 액세스 포인트의 WPS 버튼을 누릅니다.
! WPS 버튼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2 본 기기의 [WPS]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WPS] 인디케이터가 점멸합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면, [WPS] 인디케이터가 켜집니다.

 � 본 기기의 WPS PIN 코드를 입력하여 연결하기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SETTING]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Show PINCODE]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본 기기의 PIN 코드가 표시됩니다.

PIN 코드를 메모해 두십시오.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WPS] 인디케이터가 켜집니다.

5 액세스 포인트 WPS 연결 설정의 경우, 과정 3에서 
표시된 PIN 코드를 입력합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면, [WPS] 인디케이터가 켜집니다.

! PIN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 수동 입력으로 연결하기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2 액세스 포인트의 [SSID] 및 패스워드를 확인합니다.
! [SSID] 및 패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갖고 계신 장치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SETTING]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SELECT SSID]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주변 환경에 있는 최대 50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표시됩니다.

5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과정 2에서 확인된 [SSID]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 해당 장치의 [SSID]가 그 지역 안에 있는 액세스 포인트의 목록에 

표시되지 않거나, 스텔스 기능 등의 사용으로 인해 의도적으로 표시

되지 않는 [SSID]를 지정하시려면, [OTHER]를 선택하신 후, SSID/

보안 (암호화) 유형/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장치를 지정하실 수 있습

니다.

6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PASSWORD]를 입력합니다.
본 설정이 완료되면, [WPS] 인디케이터가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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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무선 LAN 설정 확인하기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WLAN INFORMATION]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WLAN INFORMATION] 항목에 관해서는 27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3 확인하실 항목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설정이 표시됩니다.

! [BACK(TOP)]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이 [WLAN INFORMATION] 화

면으로 돌아갑니다.

4 [INFO (UTILITY)] 버튼을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닫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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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및 기능

9

9

9

AUTO MIX

CROSS F.
CURVE

LOW HI

SEARCH

AUTO CUE

UTILITY

TIME
rekordbox

MIDI

USB

AUTO
BEAT LOOP

PHONO1/
DECK1

HEADPHONES

MASTER
LEVEL

LEVEL

MASTER

MASTER

MIXING

TRIM

HI

MID

LOW

FILTER

LEVEL

CUE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MASTER

LINE1

USB
STOP

MASTER
REC

5V 500mA

MASTER
TEMPO

SYNC

CH1

CH1

TRIM

HI

MID

LOW

FILTER

CH2

TEMPO

THRU

SHIFT

PHONES

CUE

PLAY/PAUSE

1

WPS

2 3 4

INFO

TOP

FX SELECT

TRANS

BANK

JO
G

DRUM

SAMPLE

 LAUNCH

FLANGER ROLLECHO

LEVEL/DEPTHBEAT

BACK

CH2

PHONO2/
DECK2

MIC

LEVEL

EQ

LINE2

ON/OFF

MIC

QUANTIZE

REV FWD

STANDBY/ON

0

9

9

9

9

9

0

TEMPO
6 WIDE10 16

SEARCH

AUTO CUE

UTILITY

TIME
rekordbox

MIDI

USB

AUTO
BEAT LOOP

MASTER

MASTER
TEMPO

SYNC

TEMPO

SHIFT

CUE

PLAY/PAUSE

INFO

FX SELECT

TRANS FLANGER ROLLECHO

LEVEL/DEPTHBEAT

BACK

QUANTIZE

REV FWD

TEMPO
6 WIDE10 16

1 2 3 4 1 2 3 4

BANK

JO
G

DRUM

SAMPLE

 LAUNCH

2 5

4

3

6

3

6

1

4

1 전원 & 무선 부분 (15 페이지)

2 USB 장치 부분 (15 페이지)

3 플레이어 부분 (16 페이지)

4 브라우즈 부분 (18 페이지)

5 믹서 부분 (20 페이지)

6 이펙트 부분 (2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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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명
 및

 기
능

전원 & 무선 부분

1

WPS

2 3 4

STANDBY/ON

12 34 5

1 STANDBY/ON 인디케이터
이는 본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거나 대기 상태일 때 점등됩니다.

2 STANDBY/ON 버튼
이를 사용하여 본 기기의 전원을 켜시거나 대기상태로 전환합니다.

3 WPS 인디케이터
이는 WLAN 클라이언트 모드에서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한 연결이 

성립되었을 때 점등됩니다.

WPS 연결 설정시 인디케이터가 점멸합니다.

4 WPS 버튼
이는 WPS 버튼에 의한 연결을 지원하는 장치로의 무선 LAN 연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5 링크 인디케이터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와의 연결이 성립될 때 점등됩니다.

전원을 켜시려면

[STANDBY/ON]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의 전원을 켭니다.

[STANDBY/ON] 인디케이터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대기모드로 설정하시려면

본 기기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STANDBY/ON]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본 기기가 대기모드로 설정됩니다.

[STANDBY/ON]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 [STANDBY/ON]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전원이 켜집니다.

! 본 기기는 자동 대기모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7 페이지 의 자동 대기 기능에 관하여를 참조하십시오.

USB 장치 부분

USB
STOP

MASTER
REC

5V 500mA

1 2 3

1 USB 장치 삽입 슬롯
USB 장치를 여기에 삽입합니다.

2 MASTER REC 버튼
이는 USB 장치에 본 기기로부터의 사운드 출력을 기록하는데 사용

됩니다.

3 USB STOP 버튼
본 기기로부터 USB 장치를 분리하시기 전에 이를 2초 이상 누릅니

다.

공연 녹음하기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중인 사운드

와 동일한 사운드를 USB 장치에 WAV 파일로 녹음하실 수 있습니다.

! [REC***.WAV] 포맷 (***는 3자리 숫자)으로 사운드가 녹음되었을 

때, 파일명이 생성됩니다.

1 USB 장치를 USB 장치 삽입슬롯에 연결합니다.

2 [MASTER REC] 버튼을 누릅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MASTER REC]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 [MASTER REC]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MASTER REC] 인디케이터

가 꺼지고 녹음이 중지됩니다.

! 1 GB USB 장치에 약 90분간의 녹음이 가능합니다.

! MAC OS Extended (Journaled)로 포맷된 장치에서는 녹음이 불가

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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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어 부분

SEARCH

AUTO
BEAT LOOP

MASTER

MASTER
TEMPO

SYNC

TEMPO

SHIFT

PHONES

CUE

PLAY/PAUSE

TRANS

BANK

JO
G

DRUM
SAMPLE

 LAUNCH

FLANGER ROLLECHO

/

REV FWD

TEMPO
6 WIDE10 16

1 2 3 4

1 2 3 4 5 6

789abc

1 AUTO BEAT LOOP 컨트롤
! 돌리기:

 비트 단위로 자동 비트 루프의 루프 길이를 설정합니다.

! 누릅니다:

 루프 재생을 켜고 끕니다.

2 JOG DRUM 버튼
이를 사용하여 조그 드럼 기능을 켜고 끕니다.

= 조그 드럼 기능 사용하기 (p.25)

3 SAMPLE LAUNCH (BANK) 버튼
! 누릅니다:

 샘플 가동 기능을 켜고 끕니다.

 샘플 가동 기능을 켜시면, 샘플된 사운드 소스를 재생하실 수 있

습니다.

= 샘플 가동 기능 사용하기 (p.25)

! 1초 이상 누릅니다:

 샘플된 사운드 소스 뱅크를 브라우즈하고 이를 본체 디스플레이

에 표시합니다.

= 뱅크 선택하기 (p.25)

4 조그 다이얼
! 스크래치

 조그 다이얼이 [VINYL] 모드로 설정되고, 조그 다이얼의 윗부분

을 누르신 채 돌리시면, 조그 다이얼을 돌리신 방향 및 속도로 사

운드가 재생됩니다.

! 피치 벤드

 재생시 조그 다이얼의 바깥 부분을 돌려 재생 속도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5 TEMPO RANGE 버튼
이를 누르실 때마다 [TEMPO] 슬라이더의 변경 범위가 전환됩니다.

6 MASTER TEMPO 버튼
이를 사용하여 마스터 템포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7 TEMPO 슬라이더
이를 사용하여 트랙 재생속도를 조정합니다.

8 SYNC 버튼
마스터 데크의 템포로 동기화 합니다.

= SYNC 기능 사용하기 (p.26)

9 MASTER 인디케이터
SYNC 기능이 “MASTER”로 설정될 때 점등됩니다.

a f (PLAY/PAUSE) 버튼
이를 사용하여 트랙을 재생/일시정지 합니다.

b CUE  버튼
! 누릅니다:

 큐 포인트를 설정하거나 큐 포인트를 이동합니다.

! [SHIFT] + 누릅니다:

 자동 큐가 꺼져 있을 때, 재생 위치가 트랙의 시작 지점으로 이동

합니다.

 자동 큐가 켜져 있을 때, 재생 위치가 자동 큐의 큐 포인트로 이

동합니다.

= 오토 큐 설정하기 (p.19)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 설정하기 (p.19)

c SHIFT 버튼
[SHIFT] 버튼을 누른 채 또다른 버튼을 누르시면, 다른 기능이 호출

됩니다.

재생

[f (PLAY/PAUSE)] 버튼을 누릅니다.

 � 일시정지하기

재생시 [f (PLAY/PAUSE)] 버튼을 누릅니다.
! [f (PLAY/PAUSE)]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

다.

! 일시 정지시 조그 다이얼을 돌리시면, 10 msec 단위로 위치를 이동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드 및 리버스 스캔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조그 다이얼을 돌립니다.
트랙이 조그 다이얼이 돌려진 방향으로 패스트 포워드 또는 패스트 리

버스됩니다.

! [SHIFT] 버튼에서 손을 떼어내시면, 본 기능이 취소됩니다.

! 조그 다이얼 돌리기를 멈추시면, 정상적인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 패스트 포워드 또는 패스트 리버스 속도가 조그 다이얼이 돌려지는 

속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생속도 조정하기 (템포 컨트롤)

[TEMPO] 슬라이더를 앞 또는 뒤로 이동합니다.
슬라이더를 [+] 쪽으로 (사용자를 향한 방향) 이동하시면 재생속도가 

증가하고, [–] 쪽으로 (사용자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이동하시면 감소합

니다.

재생 속도가 변경되는 비율이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 재생속도 조정 범위 선택하기

[TEMPO RANGE]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재생속도 조정 범위가 전환됩니다.

본체의 디스플레이에 [WIDE, ±16, ±10, ±6]가 점등됩니다.

[WIDE]로 설정되어 있을 때의 조정범위는 -100 %에서 +16%까지 입

니다.

 � 피치를 변경하지 않고 재생속도 조정하기 (마스터 템포)

[MASTER TEMPO] 버튼을 누릅니다.
[MASTER TEMPO]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재생속도를 [TEMPO] 슬

라이더로 변경하실지라도 피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 사운드가 디지털로 처리되어, 음질이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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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품

명
 및

 기
능

Cue 조정하기

1 재생시 [f (PLAY/PAUSE)]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이 일시정지됩니다.

2 [CUE ] 버튼을 누릅니다.
트랙이 일시정지된 지점이 큐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f (PLAY/PAUSE)] 인디케이터가 점멸하고, [CUE ]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이 때,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큐 포인트가 설정되면, 이전에 설정된 큐 포인트가 취소됩니

다.

 � 큐 포인트 위치 조정하기

1 일시정지시 큐 포인트에서 조그 다이얼을 돌립니다.
[f (PLAY/PAUSE)] 및 [CUE ] 인디케이터가 점멸합니다.

큐 포인트를 10 msec 단위로 미조정 하실 수 있습니다.

2 [CUE ]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신 지점이 새로운 큐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 새로운 큐 포인트가 설정되면, 이전에 설정된 큐 포인트가 취소됩니

다.

 � Cue Point로 돌아가기 (Back Cue)

재생시 [CUE ]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설정된 큐 포인트로 즉시 돌아가 일시정지됩니다.

! [f (PLAY/PAUSE)] 버튼을 누르시면, 재생이 큐 포인트로부터 시

작됩니다.

 � Cue Point 확인하기 (Cue Point Sampler)

큐 포인트로 돌아간 후, [CUE ] 버튼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설정된 큐 포인트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계신 동안, 

재생이 계속됩니다.

트랙템포에 기초하여 루프 자동설정하기 (Auto 
Beat Loop)

1 재생시 [AUTO BEAT LOOP] 컨트롤을 돌려 루프 재생의 
길이를 비트수로 설정합니다.
본체 디스플레이가 비트 디스플레이로 전환됩니다.

2 [AUTO BEAT LOOP] 컨트롤을 눌러 루프 재생을 
시작합니다.
트랙의 템포 (BPM)에 따라 루프 아웃 포인트가 자동 설정되고, 루프 재

생이 시작됩니다.

! BPM 값이 표시되지 않으면, 루프 재생이 바르게 수행될 수 없습니

다.

! 자동 비트 루프가 설정되면, 큐 포인트가 루프 인 포인트로 이동됩

니다.

! 루프 재생시 [AUTO BEAT LOOP] 컨트롤을 누르시면, 루프 재생이 

취소됩니다.

조그 다이얼 조작하기

! 조그 다이얼 위에 부착된 스위치가 있습니다. 조그 다이얼 위에 물

체를 올려놓거나 강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 물기 또는 기타 액체가 본 기기에 흘러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됩

니다.

 � 스크래치

1 [JOG DRUM] 버튼을 누릅니다.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가 파란색으로 점등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VINYL 모드로 전환합니다.

2 재생시 조그 다이얼의 윗부분을 누릅니다.
재생이 멈춥니다.

3 조그 다이얼을 원하시는 방향 및 속도로 돌립니다.
조그 다이얼을 누른 채 윗부분을 돌리시면, 사운드가 조그 다이얼이 돌

려진 방향 및 속도로 재생됩니다.

4 조그 다이얼의 윗부분으로부터 손을 떼어냅니다.
정상적인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 피치 벤드

재생시 조그 다이얼의 윗부분을 건드리지 마시고 바깥 
부분을 돌립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재생속도가 증가하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

시면 재생속도가 감소합니다. 돌리기를 멈추시면, 재생이 정상속도로 

돌아갑니다.

 � 조그 드럼

조그 드럼 기능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25 페이지 의 조그 드럼 기능 사
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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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즈 부분

AUTO CUE

UTILITY

TIME
rekordbox

MIDI

USB

INFO

BACK

QUANTIZE

321 4 5 6 7 8

9 a b c d e

fi h g

1   USB  버튼
이를 사용하여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의 내용을 브라우즈하시

고 이를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합니다.

! rekordbox (Mac/Windows) 라이브러리 정보가 USB 장치에 저

장되어 있는 경우, 버튼을 누르시면 본체 디스플레이가 브라우

즈 표시 모드로 전환됩니다.

2   MIDI  버튼
본 기기가 PC 컨트롤 모드로 전환됩니다.

3  rekordbox  버튼
본 기기에 연결되고 rekordbox가 설치된 휴대용 장치 및 컴퓨터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4 INFO(UTILITY) 버튼
! 누릅니다:

 본체 디스플레이가 정보 표시 모드로 전환됩니다.

 정보 표시 모드시,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디스플레이의 아랫부

분이 트랙명 및 비트 표시 간에 전환됩니다.

!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5 TIME (AUTO CUE,QUANTIZE) 버튼
! 누릅니다:

 본체 디스플레이의 시간 표시 모드가 경과 시간 또는 잔여 시간 

표시로 전환됩니다.

! 1초 이상 누릅니다:

 1초 이상 누르시면, 자동 큐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 설정하기 (p.19)

! [SHIFT] + 누릅니다:

 이는 QUANTIZE 기능을 켜고 끕니다.

= QUANTIZE 기능 사용하기 (p.26)

6 본 기기 표시

7 BACK(TOP) 버튼
! 누릅니다:

 화면이 상위 레이어로 돌아갑니다.

! 1초 이상 누릅니다:

 1초 이상 눌러 최상위 레이어로 이동합니다.

8 로터리 셀렉터

9 REMAIN
시간표시가 잔여시간으로 설정될 때 점등됩니다.

a A. CUE
오토 큐가 설정될 때 점등됩니다.

b QUANTIZE
이는 [QUANTIZE]가 켜질 때 점등됩니다.

c 시간 표시 (분, 초, 밀리초)

d 속도표시 재생하기
[TEMPO] 슬라이더의 위치에 따라 값이 변경됩니다.

e 속도 조정범위 표시 재생하기
미디어에 기록된 원래의 재생속도에 맞춰 재생속도가 조정될 수 있

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f BPM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BPM (분당 비트수)를 표시합니다.

g 위치표시 재생하기
트랙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됩니다. 현재의 재생위치가 흰색 수직선

으로 표시됩니다. 경과시간이 표시될 때, 그래프의 왼쪽 가장자리가 

점등됩니다. 잔여시간이 표시될 때, 표시가 왼쪽으로부터 꺼집니다. 

트랙의 잔여시간이 30초 이하일 때, 전체 그래프가 천천히 점멸하

고, 잔여시간이 15초 이하일 때, 빠르게 점멸합니다.

h 캐싱 미터
무선 LAN으로 연결된 장치로부터 트랙이 로드되면, 본 기기로 로드

된 데이터량이 여기에 표시됩니다. 캐싱 미터의 모든 인디케이터가 

점등되면, 이는 한 트랙 분의 데이터가 본 기기에 로드되었음을 나

타냅니다.

! 이는 USB 장치로부터 트랙이 로드되거나, 긴 재생 시간을 가진 

트랙 (약 10분 이상의 길이를 가진 MP3 파일 등)의 경우 표시되

지 않습니다.

i 정보표시 부분

브라우즈 표시 모드 전환하기

브라우즈 표시 모드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브라

우즈 및 폴더 브라우즈. 표시 모드는 USB 장치의 rekordbox (Mac/

Windows) 라이브러리 정보 저장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USB 장치에 라이브러리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라이브러리 브라

우즈 모드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rekordbox (Mac/Windows)로 설

정된 카테고리 (앨범, 아티스트 등)에 음악파일이 표시됩니다.

 카테고리 유형을 rekordbox (Mac/Windows)에 있는 [사용자 정의]

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USB 장치에 라이브러리 정보가 저장되어 있지 않을 때: 폴더 브라

우즈 모드로 정보가 표시됩니다. 미디어의 폴더 및 트랙이 수형도로 

표시됩니다.

[   USB] 버튼을 누르시면, 모드가 브라우즈 표시 모드로 전환됩니다.

라이브러리 정보를 사용하여 빠르게 트랙 
검색하기

rekordbox (Mac/Windows)를 사용하여 생성된 라이브러리 정보가 

USB 장치에 기록되면, 라이브러리 정보를 트랙을 빠르게 검색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첫번째 문자로 검색하기 (뛰어넘기)

카테고리에 있는 항목명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특정한 

문자로 시작되는 항목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본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   USB] 버튼을 누릅니다.
[BROWSE] 디스플레이로 전환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신 후, 누릅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1초 이상 누릅니다.
모드가 챕터 건너뛰기 모드로 전환됩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돌립니다.
왼쪽 위에 표시되는 문자가 전환됩니다.

이동하실 문자를 선택합니다.

5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단계 4에서 선택된 항목으로 디스플레이가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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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열을 입력하여 검색하기

본 기능을 통해 입력하신 문자를 포함한 아티스트, 앨범, 트랙 또는 파

일만을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 rekordbox (Mac/Windows)에 있는 [사용자 정의] 에서 선택되지 

않은 카테고리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   USB] 버튼을 누릅니다.
[BROWSE] 디스플레이로 전환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립니다.
[SEARCH]을 선택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가 문자 입력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문자를 입력합니다.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원하시는 문자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눌러 그 문자를 입력합니다.

! 이 조작을 반복하여 다른 문자를 입력합니다.

5 문자열의 입력이 완료되면,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입력하신 문자열을 포함한 항목만이 표시됩니다.

정보 표시 모드 전환하기

[INFO(UTILITY)]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디스플레이의 아랫부분이 트랙

명 및 비트 표시 간에 전환됩니다.

 � 비트 디스플레이 기능 사용하기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비트 및 재생 위치를 표시합니다.

1 2 3
1 비트 표시 부분

2 자동 루프 표시 부분

3 이펙트 표시 부분

! 정보 표시 모드에서 트랙명의 표시를 선택하시면, 다음의 조작 가운

데 하나를 수행하실 때 모드가 비트 표시로 자동 전환됩니다.

— 스크래치

— 자동 비트 루프 설정

— 이펙트 설정

 � 샘플 가동 기능이 켜져 있을 때

각 [FX SELECT] 버튼에 배정된 샘플된 사운드 소스의 상태가 비트 표시 

부분에 나타납니다.

! 비트 표시상의 번호는 각 [FX SELECT] 버튼의 아래에 있는 번호를 

나타냅니다.

! 비트 표시 부분의 번호가 표시되지 않을 때, 이는 샘플된 사운드 소

스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 선택하신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 샘플 가동 기능 사용하기 (p.25)

오토 큐 설정하기

트랙이 로드 또는 큐 될 때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CUE] 버튼을 눌

러), 큐 포인트가 트랙의 시작 지점에 있는 무음 부분을 스킵하여 사운

드가 시작되기 직전의 지점 또는 rekordbox를 사용하여 저장된 큐 포인

트에 자동 설정됩니다.

[TIME (AUTO CUE, QUANTIZE)]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오토 큐가 켜짐으로 설정됩니다.

본체의 디스플레이에 [A. CUE]가 점등됩니다.

! [TIME (AUTO CUE, QUANTIZE)] 버튼을 1초 이상 다시 누르시면, 

오토 큐가 꺼짐으로 설정됩니다.

! 전원이 꺼져도 오토 큐 레벨설정은 메모리에 남습니다.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 설정하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오토 큐로 설정하실 큐 포인트를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무음 부분 (8 레벨)으로 확인되는 음압 레벨로 큐 포인트 
설정하기
-36 dB, -42 dB, -48 dB, -54 dB, -60 dB, -66 dB, -72 dB 및 

-78 dB

rekordbox를 사용하여 저장된 큐가 큐 포인트로 자동 
설정되도록 설정하기
MEMORY: 트랙의 시작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rekordbox로 저장된 큐 

포인트가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로 설정됩니다.

rekordbox (큐 포인트 메모리)를 사용하여 큐를 저장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Windows) 취급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 rekordbox를 사용하여 큐 포인트가 저장되지 않은 트랙의 경우, 큐 

포인트가 트랙의 시작 지점에 있는 무음 부분을 스킵하여 사운드가 

시작되기 직전의 지점에 자동 설정됩니다. 이 때에 무음 부분으로 

인식되는 음압은 -60 dB입니다.

! 본체 디스플레이에 있는 [A. CUE] 인디케이터가 하이라이트 됩니

다.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의 설정을 변

경하실 수 있습니다.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신 후, 누릅니다.
[AUTO CUE LEVEL]을 선택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신 후, 누릅니다.
음압 레벨 또는 [MEMORY]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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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ECK1/PHONO1/LINE1 셀렉터 스위치
이는 본 기기에 연결된 장치 중에서 [CH 1]의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

다.

! [PHONO/LINE]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믹서 부분을 DJ 믹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데크의 이펙트 부분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2 EQ (HI, MID, LOW) 컨트롤
이는 다른 채널의 음질을 조정합니다.

이는 각각 [HI] (고대역), [MID] (중대역) 및 [LOW] (저대역)을 조

정합니다.

3 TRIM 컨트롤
각 채널에 입력되는 오디오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4 LEVEL 인디케이터
이는 각 채널의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 [MASTER] 버튼을 눌러 오디오 레벨이 표시되는 채널을 전환합

니다.

5 MASTER LEVEL 컨트롤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오

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6 MASTER 버튼
이는 [LEVEL] 인디케이터 상에 표시되는 채널을 전환합니다.

— 꺼짐: [CH 1] (채널 1) 및 [CH 2] (채널 2)로 입력되는 오디오 레

벨이 [LEVEL] 인디케이터에 표시됩니다.

— 켜짐: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

력되는 오디오 레벨이 [LEVEL] 인디케이터에 표시됩니다.

7 DECK2/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
이는 본 기기에 연결된 장치 중에서 [CH 2]의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

다.

! [PHONO/LINE]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믹서 부분을 DJ 믹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데크의 이펙트 부분을 사용하

실 수 있습니다.

8 MIC LEVEL 컨트롤
[MIC] 터미널에 입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 DJ 연주 전에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MIC ATT.] 컨트롤을 

사용하여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9 MIC EQ 컨트롤
이는 마이크로폰의 음질을 조정합니다.

a MIC (ON/OFF) 버튼
마이크로폰을 켜고 끕니다.

b FILTER 컨트롤
— 시계 방향으로 돌려 하이 패스 필터를 적용합니다.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로우 패스 필터를 적용합니다.

= 필터 기능 사용하기 (p.21)

c AUTO MIX 버튼
이는 자동 믹싱 기능을 켜고 끕니다.

= 자동 믹스 기능 사용하기 (p.25)

d 채널 페이더
각 채널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e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

이로써 크로스페이더 커브 특성이 전환됩니다.

f 크로스페이더
각 채널의 사운드가 [THRU, , ] 셀렉터 스위치로 선택된 커브 

특성에 따라 출력됩니다.

g   (CH2) 버튼
[CH 2]의 사운드가 모니터 됩니다.

h   (CH1) 버튼
[CH 1]의 사운드가 모니터 됩니다.

i HEADPHONES LEVEL 컨트롤
[PHONES]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j HEADPHONES MIXING 컨트롤

[ ] 버튼을 누르신 데크의 사운드와 마스터 사운드 간에 모니터 

볼륨 밸런스를 조정합니다.

음질 조정하기

각 채널에 대해 [HI], [MID], [LOW] 컨트롤을 돌립니다.
! 컨트롤을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려 그 범위에 대한 사운드를 완전

히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솔레이터 기능).

헤드폰으로 사운드 모니터하기

1 [PHONES] 터미널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연결에 관한 방법은 10 페이지 의 입력/출력 터미널 연결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2 [   (CH1)] 또는 [   (CH2)] 버튼을 누릅니다.
모니터 하실 채널을 선택합니다.

!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

운드 (마스터 채널의 사운드)를 모니터하는데 본 조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HEADPHONES MIXING] 컨트롤을 돌립니다.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실 때: [CH 1] 및 [CH 2]의 볼륨이 비교

적으로 커집니다.

— 중앙 위치에서: [CH 1] 및 [CH 2] 사운드의 볼륨은 [MASTER 
OUT 1] 및[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마

스터 채널의 사운드)의 볼륨과 동일합니다.

— 시계방향으로 돌리실 때: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마스터 채널의 사운드)의 볼

륨이 비교적으로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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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ADPHONES LEVEL] 컨트롤을 돌립니다.
사운드가 헤드폰으로부터 출력됩니다.

! [   (CH1)] 버튼 또는 [   (CH2)]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모니터

링이 취소됩니다.

! [MASTER OUT 1] 및[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

드 (마스터 채널의 사운드)의 모니터링을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폰 사용하기

1 [MIC (ON/OFF)] 버튼을 누릅니다.

2 [MIC LEVEL] 컨트롤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마이크로폰의 사운드가 스피커로부터 출력됩니다.

! 필요에 따라 후면 패널의 [MIC ATT.]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10 페이

지).

 � 음질 조정하기

[MIC EQ] 컨트롤을 돌립니다.
— 시계방향으로 완전히 돌리시면, 베이스 사운드의 감쇠가 최대로 

증가합니다.

— 시계 반대방향으로 완전히 돌리시면, 트레블 사운드의 감쇠가 

최대로 증가합니다.

필터 기능 사용하기

높거나 낮은 범위의 사운드가 필터 되어, 음색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FILTER] 컨트롤을 돌립니다.
— 오른쪽: 낮은 범위가 점차적으로 차단되는 듯한 이펙트가 연출

됩니다.

— 왼쪽: 높은 범위가 점차적으로 차단되는 듯한 이펙트가 연출됩

니다.

이펙트 부분

FX SELECT

TRANS FLANGER ROLLECHO

LEVEL/DEPTHBEAT

1 2 3 4

1 32

1 BEAT 컨트롤
이는 이펙트가 동기화되는 다중 비트를 선택하는데 사용됩니다.

2 FX SELECT (TRANS, FLANGER, ECHO, ROLL) 버튼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3 LEVEL/DEPTH 컨트롤
이펙트의 양적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비트 이펙트 기능 사용하기

본 기기는 4개의 이펙트 버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펙트 버튼의 하나

를 눌러 이펙트를 사운드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 이펙트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십시오.

 � 샘플 가동 기능이 꺼져 있을 때

[FX SELECT (TRANS, FLANGER, ECHO, ROLL)]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누르신 버튼이 점멸하고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이펙트가 꺼집니다.

 � 샘플 가동 기능이 켜져 있을 때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SELECT (TRANS, FLANGER, 
ECHO, ROLL)]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누르신 버튼이 점멸하고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이펙트가 꺼집니다.

이펙트명 설명 LEVEL/DEPTH

TRANS
[BEAT] 컨트롤으로 설정된 

다중 비트에 따라 사운드가 

차단됩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및 이펙트 

사운드 간의 밸런스를 설정

합니다.

FLANGER
[BEAT] 컨트롤으로 설정된 

다중 비트에 따라 1주기 플

랜저 이펙트가 생성됩니다.

컨트롤을 시계방향으로 돌릴

수록, 이펙트가 강조됩니다.

시계 반대방향의 끝까지 돌

리시면, 오리지널 사운드만

이 출력됩니다.

ECHO

[BEAT] 컨트롤으로 설정된 

다중 비트에 따라 점차적으

로 감쇠하는 딜레이 사운드

를 수회 출력합니다.

입력 사운드가 차단된 후에

도 딜레이 사운드가 트랙의 

템포에 맞춰 페이드 아웃됩

니다.

이를 사용하여 오리지널 사

운드 및 에코 사운드 간의 밸

런스를 설정합니다.

ROLL

[ROLL] 버튼을 누르신 지점

에서 입력 사운드를 녹음하

여 [BEAT] 컨트롤으로 설정

된 다중 비트에 따라 녹음된 

사운드를 반복해서 출력합니

다.

오리지널 사운드 및 롤 사운

드 간의 밸런스를 설정합니

다.

 � 이펙트 변경하기

[LEVEL/DEPTH] 컨트롤을 돌립니다.
[LEVEL/DEPTH] 컨트롤을 돌리신 방향 및 위치에 따라 이펙트가 변경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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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LAN을 사용하여 DJ 연주를 수행하시려면 다음의 도표에 보이는 

과정을 사용하여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rekordbox (iOS/Android) 설치하기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rekordbox (iOS/
Android)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신 후, 휴대용 
장치에 설치합니다.
rekordbox (iOS/Android)를 갖고 계신 휴대용 장치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로부터 rekordbox (iOS/Android) 애

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 들여오기

본 기기에서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트랙 (음악파일)을 재생하시

려면, 트랙을 먼저 분석하신 후, rekordbox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셔야만 

합니다.

! 다음은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에 트랙을 들여오기 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컴퓨터 상의 rekordbox에 트랙을 들여오기 하는 과정은 rekordbox 

(Mac/Windows)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rekordbox (iOS/Android) 톱 메뉴에서 들여오기 
버튼을 탭 합니다.
휴대용 장치 상의 음악파일의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2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실 음악파일을 탭 합니다.
선택하신 음악파일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복수의 음악파일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된 음악파일

을 추가하시려면, 모든 트랙 추가 버튼을 탭 합니다.

3 들여오기 버튼을 탭 합니다.
음악파일의 분석이 시작됩니다.

음악파일의 분석이 완료되면, 트랙이 rekordbox (iOS/Android) 라이브

러리에 추가됩니다.

트랙 로드하기
본 기기로 트랙을 로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네가지가 있습니다.

—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로부터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의 

트랙을 브라우즈하여 로드하기

— 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 USB 장치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무선 LAN을 사용하여 DJ 연주를 하시려면, 무선 LAN 연결을 수행하

신 후 링크를 성립하신 후에 LINK EXPORT 기능을 사용하셔야만 합

니다.

무선 LAN 연결을 수행하는 방법은 11 페이지 의 무선 LAN으로 연결
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링크를 성립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용 또는 rekordbox 

(Mac/Windows)용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와의 링크가 성립되면, 링크 인디케이터 1부

터 4 중 하나가 점등됩니다. (어떤 인디케이터가 점등되는지는 동시에 

연결된 기기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 링크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기기 (휴대용 장치 및 컴퓨터)의 최

대 총수는 4입니다.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1 무선 LAN을 통해 본 기기에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2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의 rekordbox를 가동하여 
링크를 성립합니다.

3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의 rekordbox를 조작하여 
트랙을 선택합니다.

4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rekordbox를 조작하여 
본 기기의 데크로 트랙을 로드합니다.
! 휴대용 장치: 트랙을 로드하실 데크를 탭합니다.

! 컴퓨터: 로드하실 위치로 데크로 트랙을 드래그 앤드 드롭합니

다.

트랙의 로드가 시작됩니다. 트랙이 로드되는 데크의 조그 다이얼 인디

케이터가 점멸합니다.

재생이 가능하게 되면,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가 점멸을 멈추고 점등

되며, 트랙명이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공장 

초기설정).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로부터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의 트랙을 브라우즈하여 
로드하기

1 무선 LAN으로 휴대용 장치를 연결합니다.

2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를 가동하여 링크를 
성립합니다.

3 USB 장치를 본 기기의 USB 장치 삽입 슬롯에 
연결합니다.

4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을 조작하여 트랙을 
선택합니다.

5 휴대용 장치의 rekordbox을 조작하여 트랙을 로드하실 
데크를 선택하신 후, 탭 합니다.
트랙의 로드가 시작됩니다. 트랙이 로드되는 데크의 조그 다이얼 인디

케이터가 점멸합니다.

재생이 가능하게 되면,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가 점멸을 멈추고 점등

되며, 트랙명이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공장 

초기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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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1 무선 LAN을 통해 본 기기에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2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의 rekordbox를 가동하여 
링크를 성립합니다.
컴퓨터 상의 rekordbox (Mac/Windows)의 경우, 화면 왼쪽 밑에 있는 

를 클릭합니다.

XDJ-AERO 아이콘이 화면에 표시되고 rekordbox (Mac/Windows)로

부터 본 기기로 트랙을 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기기의 [   rekordbox]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에 연결된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가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

됩니다.

4 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조작하실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

터를 선택합니다.

5 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에 있는 rekordbox의 트랙 컬렉션으로부터 트랙을 
선택합니다.
! 폴더 내의 하위 레이어로 이동하시려면, 폴더를 선택하신 후, 로터

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 상위 레벨로 돌아가시려면, [BACK (TOP)] 버튼을 누릅니다.

! [BACK (TOP)]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시면, 화면이 최상위 레이어로 

돌아갑니다 (휴대용 장치 사용시에만).

6 본 기기의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트랙의 로드가 시작됩니다. 트랙이 로드되는 데크의 조그 다이얼 인디

케이터가 점멸합니다.

재생이 가능하게 되면,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가 점멸을 멈추고 점등

되며, 트랙명이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공장 

초기설정).

USB 장치로부터 트랙 로드하기

1 USB 장치를 USB 장치 삽입슬롯에 연결합니다.

2 [   USB] 버튼을 누릅니다.
USB 장치의 트랙이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립니다.
트랙을 선택합니다.

! 폴더 내의 하위 레이어로 이동하시려면, 폴더를 선택하신 후, 로터

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 상위 레벨로 돌아가시려면, [BACK (TOP)] 버튼을 누릅니다.

! [BACK (TOP)]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시면, 화면이 상위 레이어로 돌

아갑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트랙이 로드되고 재생이 시작됩니다.

USB 장치에 기록되어 있을 때, USB 장치에 따라 트랙을 로드하는데 일

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USB 장치 분리하기

USB 장치를 분리하시려면, 항상 다음의 과정을 수행하십시오. 본 과정

을 수행하지 않으시고 USB 장치를 분리하시면, USB 장치가 읽기 불가

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기기의 전원을 끄실 때, 반드시 먼저 USB 장치를 제거하십시오.

1 [USB STOP] 버튼을 2초 이상 누릅니다.
USB 인디케이터가 꺼집니다.

2 USB 장치를 분리합니다.

사운드 출력하기

사운드를 출력하시기 전에, 본 기기 및 주변 장치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연결에 관한 방법은 10 페이지 의 입력/출력 터미널 
연결하기 또는 11 페이지 의 무선 LAN으로 연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에 연결된 파워앰프의 볼

륨을 적당한 레벨로 설정합니다. 볼륨을 너무 높게 설정하시면, 매우 큰 

사운드가 출력되므로 주의하십시오.

무선 LAN을 통해 트랙 재생시, 통신 조건의 저하로 인해 재생이 불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루프 재생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EMERGENCY LOOP]가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통신 조건이 회복되면, [EMERGENCY LOOP] 표시가 꺼집니다. 이 때, 

[AUTO BEAT LOOP] 컨트롤을 눌러 루핑을 취소합니다.

채널 1 [CH 1]의 사운드를 출력하시려면

[CH 2] (채널 2),의 사운드를 출력하시려면, 다음의 과정에서 [CH 1]

를 [CH 2]로, [DECK1]를 [DECK2]로, 그리고 [PHONO1/LINE1]를 

[PHONO2/LINE2]로 교체합니다.

1 [CH 1] 부분의 [DECK1, PHONO1/LINE1] 셀렉터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본 기기에 연결된 장치로부터 [CH 1]에 대한 입력 소스를 선택합니다.

— [DECK1]: 무선 LAN으로 연결된 USB 장치 또는 기기를 선택합

니다.

— [PHONO1/LINE1]: [PHONO1/LINE1] 터미널에 연결된 장치를 

선택합니다.

2 본 기기의 중앙에 있는 [MASTER] 버튼을 누릅니다.
[MASTER] 버튼이 꺼지도록 설정합니다.

! [MASTER] 버튼이 꺼지면, [CH 1] 및 [CH 2]로 입력되는 오디오 레

벨이 [LEVEL] 인디케이터에 표시됩니다.

3 [CH 1] [TRIM] 컨트롤 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CH 1] 터미널에 입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사운드가 [CH 1]로 바르게 입력되고 있을 때, [LEVEL] 인디케이터가 점

등됩니다.

트랙의 볼륨이 가장 큰 지점 (클라이맥스 등)에서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점등되도록 [TRIM]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사운드가 뒤틀릴 우려가 있으므로,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점등되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4 [CH 1]채널 페이더 를 뒤쪽으로 이동합니다.
[CH 1]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레벨이 조정됩니다.

5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이로써 크로스페이더 커브 특성이 전환됩니다.

— [THRU]: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고 싶지 않으실 때 이를 선택합니다.

— [ ]: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커브에 대해 설정합니다.

— [ ]: 급격하게 증가하는 커브에 대해 설정합니다. (크로스페이

더를 왼쪽 또는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이동하시면, 사운드가 

즉시 반대편으로부터 출력됩니다.)

6 크로스페이더를 설정합니다.
사운드가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채널을 전환합니다.

— 왼쪽 가장자리: [CH 1]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 중앙 위치: [CH 1] 및 [CH 2]의 사운드가 믹스되어 출력됩니다.

— 오른쪽 가장자리: [CH 2]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 [CROSS F. CURVE (THRU, , )] 셀렉터 스위치가 [THRU]로 설

정되어 있을 때, 이 조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7 본 기기의 중앙에 있는 [MASTER] 버튼을 누릅니다.
[MASTER] 버튼이 점등되도록 설정합니다.

! [MASTER] 버튼이 점등되면,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로부터 출력되는 오디오 레벨이 [LEVEL] 인디케이터에 표시됩니다.

8 [MASTER LEVEL] 컨트롤을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사운드가 스피커로부터 출력됩니다.

[LEVEL] 인디케이터가 점등됩니다.

트랙의 볼륨이 가장 큰 지점 (클라이맥스 등)에서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점등되도록 [MASTER LEVEL]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사운드가 뒤틀릴 우려가 있으므로, 빨간색 인디케이터가 점등되지 않도

록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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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더를 사용하여 믹스하기

[CH 1]의 사운드가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도록 본 기기를 미리 준비합니

다. 준비 방법에 관해서는 23 페이지 의 사운드 출력하기를 참조하십시

오.

사운드의 모니터 방법에 관해서는 20 페이지 의 헤드폰으로 사운드 모
니터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여 믹스하기

1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를 [THRU]로 설정합니다.

2 [CH 2] 부분의 [DECK2, 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를 전환합니다.

3 [CH 2] [TRIM] 컨트롤 를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   (CH2)] 버튼을 누릅니다.
[CH 2]의 사운드가 헤드폰으로부터 모니터 됩니다.

5 [HEADPHONES MIXING] 컨트롤을 돌립니다.
이로써 [MASTER OUT 1] 및 [MASTER OUT 2] 터미널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 ([CH 1]의 사운드) 및 [CH 2]의 사운드 간의 밸런스가 조정됩니

다.

6 [DECK2]를 조작합니다.
헤드폰을 통해 사운드를 확인하실 동안, [CH 2] 트랙의 템포가 [CH 1] 

트랙의 템포와 일치하도록 조정합니다.

7 [CH 2] 채널 페이더를 뒤쪽으로 이동하시는 동안, 
[CH 1] 채널 페이더를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를 확인하실 동안, 채널 페이더를 조작하

여 [CH 1]의 사운드를 [CH 2]의 사운드로 교체합니다.

[CH 2]의 사운드만이 스피커로부터 출력될 때, 믹싱이 완료됩니다.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여 믹스하기

1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를 [ ] 또는 [ ]로 설정합니다.

2 [CH 2] 를 조작합니다.
24 페이지 의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여 믹스하기의 단계 2에서 6까지에

서 설명된 대로 조작합니다.

3 크로스페이더 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스피커로부터 출력되는 사운드를 확인하실 동안, 크로스페이더를 조작

하여 [CH 1]의 사운드를 [CH 2]의 사운드로 교체합니다.

[CH 2]의 사운드만이 스피커로부터 출력될 때, 믹싱이 완료됩니다.

링크 분리하기

휴대용 장치와의 링크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 컴퓨터와의 링크를 분리하는 방법은 rekordbox (Mac/Windows)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LINK DISCONNECT]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rekordbox (iOS/Android)이 설치되고 본 기기와의 링크가 성립된 휴대

용 장치의 리스트가 본체 디스플레이에 표시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링크를 분리하실 휴대용 장치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선택하신 휴대용 장치와의 링크가 분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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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믹스 기능 사용하기

본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하신 플레이리스트를 계속해서 자동 재생합니

다.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종료전 30초전 지점에 도달했을 때, 두개의 트랙

이 크로스페이드 (SYNC 기능 사용시) 또는 페이드 인 및 아웃되어 다음 

트랙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 자동 믹스 기능이 켜진 후 재생된 첫번째 트랙 다음의 트랙이 커트 

인 전환됩니다.

! 오토 믹스 기능을 켜신 후, 플레이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트랙이 

로드 및 재생되면, 하나 또는 두개의 트랙 간에 반복 재생이 설정됩

니다.

! 다음의 경우 오토 믹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하나의 데크에 [DECK, PHONO/LINE] 셀렉터 스위치가 

[PHONO/LINE]로 설정되어 있을 때.

— 하나의 데크에 샘플 가동 기능이 사용되고 있을 때.

— 하나의 데크에 PC 컨트롤 모드가 사용되고 있을 때.

! 자동 믹스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자동 큐가 동시에 켜집니다. 자동 믹

스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자동 큐를 끄실 수 없습니다.

USB 장치에서 플레이리스트 오토 믹스하기

1 [AUTO MIX]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믹스 기능이 켜집니다.

2 USB 장치를 USB 장치 삽입슬롯에 연결합니다.

3 [   USB] 버튼을 누릅니다.

4 오토 믹스하실 플레이리스트를 선택합니다.

5 플레이리스트에 트랙을 로드합니다.
! [AUTO MIX]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자동 믹스 기능이 꺼집니다.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Windows) 플레이리스트 오토 믹스하기

1 [AUTO MIX]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믹스 기능이 켜집니다.

2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Windows) 플레이리스트로부터 트랙을 
로드합니다.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Windows)로부터 트

랙을 로드하는 방법은 22 페이지 의 무선 LAN을 통해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로부터 트랙 로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AUTO MIX]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자동 믹스 기능이 꺼집니다.

샘플 가동 기능 사용하기

샘플된 사운드 소스 재생하기

1 [SAMPLE LAUNCH (BANK)] 버튼을 누릅니다.
샘플 가동 기능이 켜지고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FX SELECT] 버튼에 배

정됩니다.

데크에서 현재 재생중인 트랙이 정지되고,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제자

리에 로드되어 시작 지점에 큐 되며, 일시정지 모드가 설정됩니다.

! 전원을 켜신 후 [SAMPLE LAUNCH] 버튼을 처음으로 누르시면, 

[INTERNAL SAMPLES] (본 기기의 내부 샘플)이 선택됩니다.

!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 상의 플레이리스트 및 본 기기에 프리

로드된 내부 샘플을 뱅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MIDI 메시지를 사용하여 DJ 소프트웨어를 제어하실 때 본 조작은 가

능하지 않습니다.

2 [FX SELECT] 버튼을 누릅니다.
그 버튼에 배정된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재생됩니다.

! 본 기기의 플레이어 부분을 사용하여, 샘플된 사운드 소스를 조작하

실 수 있습니다.

! 샘플된 사운드 소스의 최대 길이는 2초입니다.

! 샘플된 사운드 소스 재생시 자동 비트 루프를 켜시면, [TEMPO] 슬

라이더가 중앙 위치에 있을 때, 루프가 120 BPM의 속도로 재생됩니

다.

! SYNC 기능은 샘플된 사운드 소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 자동 큐 기능은 샘플된 사운드 소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운드의 

시작 지점이 큐 포인트 입니다.

! 샘플 가동 기능이 꺼져 있을 때, 샘플 가동 기능을 켜시기 전에 로드

된 트랙으로 트랙이 돌아갑니다.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로드될 때 비트 이펙트 
기능 사용하기

! 샘플 가동 기능이 켜져 있을 때,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SELECT] 버튼을 눌러 비트 이펙트를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 반대편 데크의 BPM에 따라 비트 이펙트가 적용됩니다.

뱅크 선택하기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장치 상의 플레이리스트 및 본 기기에 프리로드

된 내부 샘플을 뱅크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하신 뱅크의 처음 네개의 트랙이 [FX SELECT] 버튼 1 - 4에 배정되

고, 네개의 각 트랙의 처음 2초가 샘플된 사운드 소스로 재생됩니다.

! 다섯번째 이후의 트랙은 뱅크 선택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Windows)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 선택하신 플레이리스트의 처음 네개의 트랙의 처음 2초가 샘플됩니

다.

! rekordbox의 “루프를 추출하여 WAVE 파일로 출력하기” 기능을 

사용하실 때, 트랙의 원하시는 부분의 샘플을 포함한 트랙을 생성하

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rekordbox (iOS/Android) 또는 rekordbox (Mac/

Windows)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SAMPLE LAUNCH(BANK)]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본체 디스플레이에 뱅크 선택 화면이 나타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뱅크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선택하신 뱅크의 트랙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뱅크의 트랙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샘플 가동 기능이 켜지고 선택하신 뱅크의 샘플된 사운드 소스가 

[FX SELECT] 버튼에 배정됩니다.

동시에 선택하신 트랙이 샘플된 사운드 소스로 로드되고 시작 지점으로 

큐 되어 일시정지 모드가 설정됩니다.

! 내부 샘플된 사운드 소스를 [FX SELECT] 버튼에 재등록 하시려면, 

[INTERNAL SAMPLES]를 선택합니다.

조그 드럼 기능 사용하기

본 기능을 사용하여 조그 다이얼을 터치하실 때 사운드가 출력되는 모

드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샘플러 기능 및 스크래칭응 통합한 DJ 

연주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1 [JOG DRUM] 버튼을 누릅니다.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가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조그 다이얼을 조그 드럼 모드로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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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샘플러로 사용하실 사운드가 시작되는 지점에 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큐 포인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17 페이지 의 Cue 조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조그 다이얼의 윗부분을 누릅니다.
설정된 큐 포인트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조그 다이얼에서 손을 떼어내시면, 재생이 정지됩니다.

! 조그 다이얼을 터치하시는 동안 스크래칭하여 현재 재생중인 사운

드를 스크래칭 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래칭 후 조그 다이얼에서 손을 떼어내시면, 트랙이 큐 포인트로 

돌아가 그 지점에서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 또한, 조그 드럼 기능으로 [SAMPLE LAUNCH] 버튼을 사용하여 본 

기기에 로드된 사운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UANTIZE 기능 사용하기

본 기능을 사용하여 rekordbox로 분석된 대로 트랙의 GRID 정보에 기

초하여 현재 재생중인 트랙의 템포에 맞추어 자동 비트 루프를 재생하

거나 비트 이펙트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 QUANTIZE기능을 사용하시려면, rekordbox (Mac/Windows)로 미

리 음악파일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rekordbox (Mac/Windows)로 

음악파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또한 rekordbox (iOS/

Android)에 대한 또는 rekordbox (Mac/Windows)에 대한 취급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 QUANTIZE 기능은 [ROLL] 및 [ECHO] 이펙트와 작동하지 않습니

다.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TIME (AUTO CUE, QUANTIZE)] 
버튼을 누릅니다.
QUANTIZE 기능이 켜집니다.

자동 비트 루프가 재생되거나 비트 이펙트가 적용될 때, 이는 트랙의 템

포에 맞추어 재생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TIME (AUTO CUE, QUANTIZE)]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QUANTIZE 기능이 꺼집니다.

SYNC 기능 사용하기

이 기능을 사용하여 rekordbox로 분석된 대로 트랙의 GRID 정보에 기

초하여 좌우 데크에 템포 (BPM) 및 비트 위치를 자동으로 동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 SYNC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rekordbox (Mac/Windows)로 미리 음

악파일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rekordbox (Mac/Windows)로 음악파

일을 분석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또한 rekordbox (iOS/Android)

에 대한 또는 rekordbox (Mac/Windows)에 대한 취급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 다음은 [DECK2] 트랙을 [DECK1] 트랙으로 동기화하는 과정을 설

명합니다.

1 [DECK1]에 있는 rekordbox로 분석된 트랙을 
재생합니다.
rekordbox로 분석된 트랙이 먼저 재생되는 데크가 SYNC 기능에 대한 

MASTER로 설정됩니다.

2 [DECK2]에 있는 rekordbox로 분석된 트랙을 
재생합니다.

3 [DECK2]에 대해 [SYNC] 버튼을 누릅니다.
[DECK2]가 [DECK1]에서 재생중인 트랙의 템포 (BPM) 및 비트 위치와 

동기화 됩니다.

! [SYNC] 버튼을 다시 누르시면, SYNC 기능이 꺼집니다.

! 다음의 과정을 사용하여 SYNC 기능을 끄신 후, 현재 재생중인 트랙

의 템포 (BPM)를 원래의 템포로 복구합니다.

— 먼저 템포 슬라이더를 동기화된 템포 (BPM)의 위치로 이동하신 

후, 다시 중앙 위치로 설정합니다.

— 동일한 트랙을 리로드 합니다.

DJ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본 기기는 또한 버튼 및 다이얼에 대한 조작 데이터를 MIDI 포맷으로 출

력합니다. MIDI와 호환되는 DJ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컴퓨터를 USB 케

이블로 연결하시면, 본 기기에서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

다. 컴퓨터에서 재생중인 음악파일의 사운드를 또한 XDJ-AERO로부터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기를 오디오 장치로 사용하시려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미리 

컴퓨터에 설치하십시오 (8 페이지). 본 기기는 또한 반드시 DJ 소프트웨

어의 오디오 출력장치 설정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갖

고 계신 DJ 소프트웨어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본 기기의 USB 포트에 갖고 계신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연결에 관한 방법은 10 페이지 의 입력/출력 터미널 연결하기를 참조하

십시오.

2 [   MIDI]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MIDI CONTROL]가 나타납니다.

3 DJ 소프트웨어를 가동합니다.
DJ 소프트웨어와의 통신이 시작됩니다.

본 기기의 버튼 및 컨트롤을 사용하여,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실 수 있

습니다.

! DJ 소프트웨어의 조작을 위해 일부 버튼이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본 기기에 의해 출력되는 메시지에 관해서는 29 페이지 의 MIDI 메
시지 목록를 참조하십시오.

[MIXER MODE] 변경하기

DJ 소프트웨어 믹싱 모드는 두가지 타입이 있어, 하나는 외부 믹서를 사

용한 믹싱, 다른 하나는 DJ 소프트웨어 내의 믹싱입니다. 본 기기에서는 

[UTILITY] 화면에서 [MIXER MODE] 설정을 변경하여 둘중 하나의 믹

싱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MIXER MODE]을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돌리시고, 설정하실 모드를 선택하신 
후,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 [XDJ-AERO]: 본 기기의 믹서 부분을 사용하여 사운드가 믹싱됩

니다. 본 기기의 플레이어 부분을 사용하여, DJ 소프트웨어를 조

작하실 수 있습니다.

— [PC]: DJ 소프트웨어 내에서 사운드가 믹싱됩니다. 본 기기의 

[MASTER LEVEL] 컨트롤, [   (CH1)] 버튼 및 [   (CH2)] 버

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DJ 소프트웨어의 오디오 출력 설정을 설정합니다.

 MASTER OUT L :PIONEER XDJ AERO 1
 MASTER OUT R :PIONEER XDJ AERO 2
 MONITOR OUT L :PIONEER XDJ AERO 3
 MONITOR OUT R :PIONEER XDJ AERO 4

! [UTILITY] 화면을 닫으시려면, [INFO(UTILITY)] 버튼을 누릅니다.

재생 히스토리에 관하여 (HISTORY)

rekordbox로 관리되는 트랙을 재생하실 때, 재생 히스토리가 

[HISTORY]에 등록됩니다.

! 재생 히스토리가 재생 장치에 저장됩니다.

! 기록될 수 있는 트랙의 최대수는 999입니다.

! 재생 장치의 사용 가능한 용량이 부족하거나, 장치가 쓰기보호 되어 

있는 경우, 재생 히스토리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 전원을 켰다가 끄시거나, USB 장치를 분리하신 후 재연결 하실 때

마다, 새로운 [HISTORY]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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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 변경하기
1 [INFO (UTILITY)] 버튼을 1초 이상 누릅니다.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 [BACK (TOP)] 버튼을 누르시면, 이전 화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변경된 설정이 저장됩니다.

! [UTILITY] 화면을 닫으시려면, [INFO(UTILITY)]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 대기 기능에 관하여

자동 대기 기능이 켜져 있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전원이 자동으로 대기 모드로 설정됩니다.

— 본 기기의 아무런 버튼 또는 컨트롤도 조작되지 않을 경우.

— 본 기기의 채널 레벨 인디케이터가 점등되어 있지 않을 때.

— USB 장치의 녹음 및 재생 기능이 사용중이지 않을 때.

— [   MIDI] 버튼을 누르시는 동안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USB 포트 (타입 B 포트)에 컴퓨터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하기

옵션설정 선택 항목 설명

WLAN INFORMATION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7 페이지 의 WLAN INFORMATION 항목의 목록를 참조하십시오.

WLAN SETTING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8 페이지 의 WLAN SETTING 항목의 목록를 참조하십시오.

LINK DISCONNECT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 상의 rekordbox와의 링크를 분리합니다.

MIXER MODE XDJ-AERO*/PC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모드를 설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6 페이지 의 DJ 소프트웨어 사용하

기를 참조하십시오.

AUTO CUE LEVEL
MEMORY*/–78 dB/–72 dB/–66 dB/

–60 dB/–54 dB/–42 dB/–36 dB
자동 큐 레벨을 설정합니다. 설정에 관한 방법은 19 페이지 

의 오토 큐를 위한 큐 포인트 설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LANGUAGE － 본체 디스플레이의 언어를 설정합니다.

LCD CONTRAST 1 － 3* － 5 본체 디스플레이의 색상 대비를 설정합니다.

LCD COLOR BLUE*/MAGENTA/RED/WHITE 본체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를 설정합니다.

LCD INVERSION NEGATIVE*/POSITIVE 본체 디스플레이의 색조를 설정합니다.

AUTO STANDBY OFF/20 min*/40 min/60 min
대기 모드가 설정되기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27 페이지 의 자동 대기 기능에 관

하여를 참조하십시오.

LOAD LOCK ON/OFF*
트랙이 재생중인 데크에 새로운 트랙의 로드 가능 여부를 설

정합니다.

VERSION No. － 본 기기의 소프트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 구입시 설정

WLAN INFORMATION 항목의 목록

[WLAN SETTING]에서 [MODE]가 [OFF]로 설정되면, [MODE] 및 [MAC ADDRESS]만이 표시됩니다.

항목

MODE 본 기기의 무선 LAN 기능의 조작 모드를 표시합니다.

SSID
액세스 포인트 모드시, 본 기기의 [SSID]를 표시합니다. WLAN 클라이언트 모드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SSID]를 표시합니다.

SECURITY 1 현재 설정된 보안 (암호화) 타입을 표시합니다.

PASSWORD 1 현재 설정된 패스워드를 표시합니다.

IP ADDRESS 액세스 포인트 모드시, “192.168.1.1”이 표시됩니다. WLAN 클라이언트 모드시, 취득된 IP 어드레스를 표시합니다.

SUBNET MASK 액세스 포인트 모드시, “255.255.255.0” 이 표시됩니다. WLAN 클라이언트 모드시, 취득된 부분망 마스크를 표시합니다.

MAC ADDRESS 본 기기의 MAC 어드레스를 표시합니다.

1 WLAN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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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AN SETTING 항목의 목록

[WLAN SETTING]에서 [MODE]가 [OFF]로 설정되면, [MODE] 및 [RESET TO DEFAULT]만이 표시됩니다.

항목 1 설정하기 항목 2 설정하기 설정범위 설명

MODE －
OFF/ACCESS POINT(AP)*/

WLAN CLIENT
본 기기의 조작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INPUT WPS PINCODE 1 － 0에서 9 (최대 8문자)
액세스 포인트 모드시, 연결을 승인하기 위해 본 기기에 연결하실 

종속 기기의 PIN 코드를 여기에 입력합니다.

NETWORK SETTING 1

SSID
A에서 Z, a에서 z, 0에서 9, 심볼 

(최대 32문자)
본 기기의 [SSID]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SECURITY OPEN / WPA / WPA2 본 기기의 보안 (암호화) 타입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PASSWORD
A에서 Z, a에서 z, 0에서 9, 심볼 

(최대 64문자)
본 기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OTHERS 1

IP ADDRESS 본 기기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합니다.

SUBNET MASK 본 기기의 부분망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CHANNEL NO. CH1에서 AUTO*까지

본 기기는 2.4 GHz 밴드를 사용합니다. 해당 지역의 동일한 밴드 

상에 무선 LAN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전파 방해 현상이 발생하여 

연결 및 통신이 불안정한 경우, 수동으로 채널을 변경해 보십시오. 

(초기 설정으로는 [AUTO]로 설정되어 비교적 통제를 받지 않는 채

널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DHCP SERVER ENABLE*/DISABLE

본 기기의 DHCP 서버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

니다.

[ENABLE]: DHCP 서버 기능을 활성화 합니다.

[DISABLE]: DHCP 서버 기능을 해제합니다.

CHANNEL WIDTH 20 MHz*/40 MHz

주파수 대폭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IEEE802.11n으로 통신이 가능할 때에만 [40 MHz]를 설정하십시

오. 그 이외의 경우, [20 MHz]로 설정해 두십시오.

KEY RENEWAL INTERVAL
0minute에서 60minute* 에서 

1440minute

[WPA] 또는 [WPA2]가 [NETWORK SETTING]에 있는 [SECURITY]

에서 설정되면, 암호화 키의 갱신 간격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본 설정을 수행하시면, 암호화 키가 지정하신 간격으로 자동 갱신

되어 높은 보안성을 유지해 줍니다.

RESET TO DEFAULT － YES/NO* [WLAN SETTING]에서의 설정을 공장 초기설정으로 리셋합니다.

SELECT SSID 2 － 선택방법 + 입력방법

주변 환경에 있는 최대 50개의 수신 가능한 네트워크 (SSID)가 표

시됩니다. 아랫부분의 [OTHER]를 사용하여 표시되지 않는 [SSID]

를 지정합니다.

DHCP CLIENT 2 － ENABLE*/DISABLE

연결된 네트워크 상에서 DHCP 기능을 사용한 네트워크 설정의 자

동 취득 또는 수동 설정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NABLE]: IP 어드레스, 부분망 마스크 등을 자동 취득합니다.

[DISABLE]: IP 어드레스, 부분망 마스크 등을 수동 입력합니다.

IP ADDRESS/SUBNET MASK －

000:000:000:000에서 

255:255:255:255

(구입시 

192:168:1:1/255:255:255:0 

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모드시, 다음의 고정값이 설정됩니다.

IP 어드레스: 192.168.1.1

부분망 마스크: 255.255.255.0

[DHCP CLIENT]가 [DISABLE]로 설정되어 있을 때, 수동으로 값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 구입시 설정
1 WLAN 클라이언트 모드에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2 “**”로 표시된 항목은 액세스 포인트 (AP) 모드에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29Ko

M
ID

I 메
시

지
 목

록

MIDI 메시지 목록
MIDI 메시지의 3바이트 중에서 첫번째 및 두번째 바이트가 10진법으로, 세번째 바이트가 16진법으로 표시됩니다.

MIDI 채널 MIDI ch. Value
데크 A 1 n=0

데크 B 2 n=1

데크 C 3 n=2

데크 D 4 n=3

이펙트 A/C 5 n=4

이펙트 B/D 6 n=5

믹서 7 n=6

1 플레이어

SW 명
MIDI 메시지 (본 기기로부터 컴퓨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로터리 셀렉터 (돌림) Bn 64 dd Bn 65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

소) 98

로터리 셀렉터 (누름) 9n 66 dd 9n 67 dd OFF=0, ON=127

BACK 버튼 9n 68 dd － － － OFF=0, ON=127

TIME/AUTO CUE 버튼 9n 62 dd 9n 63 dd OFF=0, ON=127

PLAY/PAUSE 버튼 9n 11 dd 9n 71 dd OFF=0, ON=127

CUE 버튼 9n 12 dd 9n 72 dd OFF=0, ON=127

AUTO BEAT LOOP 컨트롤 (돌림) Bn 19 dd 9n 79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

소) 98

AUTO BEAT LOOP 컨트롤 (누름) 9n 20 dd 9n 80 dd OFF=0, ON=127

JOG DRUM 버튼 9n 21 dd － － － OFF=0, ON=127

SAMPLE LAUNCH 버튼 9n 23 dd － － － OFF=0, ON=127

MASTER TEMPO 버튼 9n 26 dd 9n 86 dd OFF=0, ON=127

TEMPO RANGE 버튼 9n 27 dd 9n 87 dd OFF=0, ON=127

SYNC 버튼 9n 88 dd 9n 92 dd OFF=0, ON=127

TEMPO 조정 컨트롤
Bn 0 MSB Bn 5 MSB 0－16383

- 측면에서 0, + 측면에서 16383Bn 32 LSB Bn 37 LSB

조그 다이얼 (바깥 부분을 돌리실 때) Bn 1 dd Bn 6 dd

이전 조작과의 수의 차이

!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64로부터 증가하

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시면 64로부터 

감소합니다.

 조그 다이얼 1회전시 누적 차이 치수는 

1215입니다.

조그 다이얼 (윗부분을 돌리실 때) Bn 2 dd Bn 7 dd

이전 조작과의 수의 차이

!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64로부터 증가하

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시면 64로부터 

감소합니다.

 조그 다이얼 1회전시 누적 차이 치수는 

1215입니다.

조그 다이얼 (윗부분을 누르실 때) 9n 54 dd 9n 103 dd OFF=0, ON=127

인디케이터명
MIDI 메시지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PLAY/PAUSE 9n 11 dd 9n 71 dd 소등 = 0, 점등 = 127

CUE 9n 12 dd 9n 72 dd 소등 = 0, 점등 = 127

AUTO BEAT LOOP LED 9n 20 dd 9n 80 dd 소등 = 0, 점등 = 127

JOG DRUM 9n 21 dd － － － 소등 = 0, 점등 = 127

SAMPLE LAUNCH 9n 23 dd － － － 소등 = 0, 점등 = 127

MASTER TEMPO 9n 26 dd 9n 86 dd 소등 = 0, 점등 = 127

SYNC 9n 88 dd 9n 92 dd 소등 = 0, 점등 = 127

MASTER LED 9n 89 dd 9n 93 dd 소등 = 0, 점등 = 127

조그 다이얼 조명 (4 포인

트 조명)

파란색 9n 55 dd 9n 56 dd 소등 = 0, 점등 = 127

빨간색 9n 57 dd 9n 58 dd 소등 = 0, 점등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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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펙트

SW 명
MIDI 메시지 (본 기기로부터 컴퓨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BEAT 컨트롤

데크 A B4 0 dd B4 16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소) 

98

데크 B B5 0 dd B5 16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소) 

98

데크 C B4 8 dd B4 24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소) 

98

데크 D B5 8 dd B5 24 dd

이전 작동시와의 카운트 값 차이

!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1 － (최대) 30

!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립니다: 127 － (최소) 

98

FX SELECT 버튼 (TRANS)

데크 A 94 70 dd 94 98 dd OFF=0, ON=127

데크 B 95 70 dd 95 98 dd OFF=0, ON=127

데크 C 94 74 dd 94 102 dd OFF=0, ON=127

데크 D 95 74 dd 95 102 dd OFF=0, ON=127

FX SELECT 버튼 

(FLANGER)

데크 A 94 71 dd 94 99 dd OFF=0, ON=127

데크 B 95 71 dd 95 99 dd OFF=0, ON=127

데크 C 94 75 dd 94 103 dd OFF=0, ON=127

데크 D 95 75 dd 95 103 dd OFF=0, ON=127

FX SELECT 버튼 (ECHO)

데크 A 94 72 dd 94 100 dd OFF=0, ON=127

데크 B 95 72 dd 95 100 dd OFF=0, ON=127

데크 C 94 76 dd 94 104 dd OFF=0, ON=127

데크 D 95 76 dd 95 104 dd OFF=0, ON=127

FX SELECT 버튼 (ROLL)

데크 A 94 73 dd 94 101 dd OFF=0, ON=127

데크 B 95 73 dd 95 101 dd OFF=0, ON=127

데크 C 94 77 dd 94 105 dd OFF=0, ON=127

데크 D 95 77 dd 95 105 dd OFF=0, ON=127

LEVEL/DEPTH

데크 A
B4

B4

2

34

MSB

LSB

B4

B4

18

50

MSB

LSB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5

B5

2

34

MSB

LSB

B5

B5

18

50

MSB

LSB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4

B4

10

42

MSB

LSB

B4

B4

26

58

MSB

LSB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5

B5

10

42

MSB

LSB

B5

B5

26

58

MSB

LSB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인디케이터명
MIDI 메시지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FX SELECT (TRANS)

데크 A 94 70 dd 94 98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B 95 70 dd 95 98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C 94 74 dd 94 102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D 95 74 dd 95 102 dd 소등 = 0, 점등 = 127

FX SELECT (FLANGER)

데크 A 94 71 dd 94 99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B 95 71 dd 95 99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C 94 75 dd 94 103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D 95 75 dd 95 103 dd 소등 = 0, 점등 = 127

FX SELECT (ECHO)

데크 A 94 72 dd 94 100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B 95 72 dd 95 100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C 94 76 dd 94 104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D 95 76 dd 95 104 dd 소등 = 0, 점등 = 127

FX SELECT (ROLL)

데크 A 94 73 dd 94 101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B 95 73 dd 95 101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C 94 77 dd 94 105 dd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D 95 77 dd 95 105 dd 소등 = 0, 점등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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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믹서

SW 명
MIDI 메시지 (본 기기로부터 컴퓨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TRIM 컨트롤

데크 A
B6

B6

3

35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6

B6

4

36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6

B6

5

37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6

B6

6

38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EQ [HI] 컨트롤

데크 A
B6

B6

7

39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6

B6

8

40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6

B6

9

41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6

B6

10

42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EQ [MID] 컨트롤

데크 A
B6

B6

11

43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6

B6

12

44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6

B6

13

45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6

B6

14

46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EQ [LOW] 컨트롤

데크 A
B6

B6

15

47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6

B6

16

48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6

B6

17

49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6

B6

18

50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FILTER 컨트롤

데크 A
B6

B6

27

59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B
B6

B6

28

60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C
B6

B6

29

61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데크 D
B6

B6

30

62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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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명
MIDI 메시지 (본 기기로부터 컴퓨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채널 페이더

데크 A
B6

B6

19

51

MSB

LSB

－

－

－

－

－

－

0－16383

최저 한계 0, 최대 한계 16383

데크 B
B6

B6

21

53

MSB

LSB

－

－

－

－

－

－

0－16383

최저 한계 0, 최대 한계 16383

데크 C
B6

B6

23

55

MSB

LSB

－

－

－

－

－

－

0－16383

최저 한계 0, 최대 한계 16383

데크 D
B6

B6

25

57

MSB

LSB

－

－

－

－

－

－

0－16383

최저 한계 0, 최대 한계 16383

HEADPHONES MIXING 컨트롤
B6

B6

1

33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HEADPHONES LEVEL 컨트롤
B6

B6

2

34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HEADPHONE CUE

데크 A 96 84 dd － － － OFF=0, ON=127

데크 B 96 85 dd － － － OFF=0, ON=127

데크 C 96 86 dd － － － OFF=0, ON=127

데크 D 96 87 dd － － － OFF=0, ON=127

MIC ATT. 컨트롤
B6

B6

20

52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MIC EQ 컨트롤
B6

B6

22

54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MIC (ON/OFF) 버튼 96 70 dd － － － OFF=0, ON=127

MASTER VOL 컨트롤
B6

B6

0

32

MSB

LSB

－

－

－

－

－

－

0－16383

시계 반대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0 / 시계방향 

끝까지 돌리실 때: 16383

크로스페이더
B6

B6

31

63

MSB

LSB

－

－

－

－

－

－

0－16383

최저 한계 0, 최대 한계 16383

크로스페이더 커브

THRU 96 65 dd － － － OFF=0, ON=127

96 66 dd － － － OFF=0, ON=127

96 67 dd － － － OFF=0, ON=127

MASTER 버튼 96 68 dd － － － OFF=0, ON=127

AUTO MIX 버튼 96 69 dd － － － OFF=0, ON=127

인디케이터명
MIDI 메시지 (컴퓨터로부터 본 기기로)

범례 (dd값)
SHIFT 버튼이 꺼져 있을 때 SHIFT 버튼이 켜져 있을 때

CH LEVER METER

데크 A B6 71 dd － － － 0에서 127 모두 꺼짐 = 0, 모두 켜짐 = 127

데크 B B6 72 dd － － － 0에서 127 모두 꺼짐 = 0, 모두 켜짐 = 127

데크 C B6 73 dd － － － 0에서 127 모두 꺼짐 = 0, 모두 켜짐 = 127

데크 D B6 74 dd － － － 0에서 127 모두 꺼짐 = 0, 모두 켜짐 = 127

HEADPHONE CUE

데크 A 96 84 dd － － －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B 96 85 dd － － －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C 96 86 dd － － － 소등 = 0, 점등 = 127

데크 D 96 87 dd － － － 소등 = 0, 점등 = 127

AUTO MIX 버튼 96 69 dd － － － 소등 = 0, 점등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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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정
보

추가정보

문제해결

! 잘못된 조작이 종종 문제나 고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기기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때때로 문

제의 원인은 다른 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기타 기기 및 전기 제품을 점검하십시오.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파이오니어 공인 서비스 센터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여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 정전기 또는 기타 외부 영향에 의해 본 기기가 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원을 끄시고 1분 이상 기다리신 후 다시 전원을 

켜시면, 정상적인 작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원

문제 확인 대책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인디케이터도 점등되지 않습니

다.

전원코드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원코드를 컨센트에 꽂습니다. (10 페이지)

전원에 대한 [STANDBY/ON] 스위치가 [ON]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전원에 대한 [STANDBY/ON]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15 페이지)

[STANDBY/ON] 인디케이터가 점멸하

고,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전원 코드를 빼시고 1분 이상 기다리신 후 다시 전원 코드를 끼우시면 정상적인 

작동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전원 코드를 빼시고 수리를 의뢰하십시오.

오디오 출력

문제 확인 대책

사운드가 들리지 않거나 작습니다. [DECK1, PHONO1/LINE1] 및 [DECK2, 

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가 바른 위치에 설

정되어 있습니까?

[DECK1, PHONO1/LINE1] 및 [DECK2, 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를 사용

하여 채널의 입력 소스를 전환합니다. (23 페이지)

[TRIM], 채널 페이더, 크로스페이더 및 

[MASTER LEVEL]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TRIM], 채널 페이더, 크로스페이더 및 [MASTER LEVEL] 컨트롤을 바른 위치에 

설정하십시오. (23 페이지)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

터 스위치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를 연결된 장치에 따

라 바르게 설정합니다. (10 페이지)

사운드가 뒤틀립니다. [MASTER LEVEL]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마스터 레벨 인디케이터의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피크 레벨에서 점등되도록 

[MASTER LEVEL]을 조정합니다. (23 페이지)

[TRIM]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채널 레벨 인디케이터의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피크 레벨에서 점등되도록 

[TRIM]을 조정합니다. (23 페이지)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

터 스위치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를 연결된 장치에 따

라 바르게 설정합니다. (10 페이지)

[MIC] 터미널로 입력되는 사운드 레벨이 적절한 

레벨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터미널에 입력되는 오디오 레벨을 연결된 장치에 대해 적당한 레벨로 설정하십

시오.

사운드가 재생되지 않거나, 사운드 뒤

틀림 또는 노이즈가 생깁니다

TV 근처에 본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TV의 전원을 끄시거나, 본 기기를 TV로부터 떨어진 곳에 설치하십시오.

마이크로폰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거나 

볼륨이 낮습니다.

[MIC ATT.] 및 [MIC LEVEL]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MIC ATT.] 및 [MIC LEVEL] 컨트롤을 바른 위치에 설정하십시오.

아날로그 플레이어가 본 기기의 

[PHONO/LINE] 터미널에 연결되어 있

을 때, 사운드의 뒤틀림 현상이 나타납

니다.

또는, [TRIM] 컨트롤을 돌려도 채널 레

벨 인디케이터의 조명이 변경되지 않

습니다.

포노 이퀄라이저가 내장된 아날로그 플레이어에 

연결하셨습니까?

포노 이퀄라이저가 내장된 아날로그 플레이어의 경우,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

는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를 [LINE]로 전환하여 사용하십시오. (10 페이

지)

포노 이퀄라이저가 내장된 아날로그 플레이어에 PHONO/LINE 셀렉터 스위치가 

있으면, PHONO로 전환하십시오.

컴퓨터용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날로그 플레이어 

및 본 기기 간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컴퓨터에 대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출력이 라인 레벨인 경우, 본 기기의 후면 

패널에 있는 [LINE, PHONO] 셀렉터 스위치를 [LINE]로 전환하여 사용하십시오. 

(10 페이지)

아날로그 플레이어에 PHONO/LINE 셀렉터 스위치가 있으면, PHONO로 전환하

십시오.

디스플레이

문제 확인 대책

잔여시간 모드에서 재생위치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VBR로 기록된 파일 재생시, 본 기기가 즉시 트랙의 길이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재생위치 표시가 나타나기까지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rekordbox (Mac/Windows)의 라이브러리 정보가 

USB 장치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라이브러리 정보가 rekordbox (Mac/Windows)로부터 내보내기 된 장치를 사용

하십시오.

USB 장치가 쓰기방지 되어 있습니까? USB 장치의 쓰기보호를 취소하여 본 기기가 쓰기 가능하도록 하십시오.

캐싱 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USB 장치로부터 트랙을 재생하고 계십니까? USB 장치로부터 트랙을 재생하시면 캐싱 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10분 이상의 길이를 가진 트랙이 로드되어 있습니

까?

10분 이상의 길이를 가진 트랙이 로드되면 캐싱 미터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WAV 파일이 로드되어 있습니까? －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동 대기 기능이 켜져 있습니까? 본 기기는 초기 설정으로 자동 대기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자동 대기 기능을 사

용하고 싶지 않으시면, [AUTO STANDBY]를 [OFF]로 설정합니다. (27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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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조작

문제 확인 대책

크로스페이드를 할 수 없습니다.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

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가 [THRU]로 설정되어 있

습니까?

[CROSS F. CURVE (THRU, , )] (크로스페이더 커브 셀렉터) 스위치를 

[THRU] 이외의 위치로 설정하십시오. (23 페이지)

백 큐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큐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17 페이지)

이펙트가 없습니다. [FX SELECT] 버튼 (TRANS, FLANGER, ECHO 또는 

ROLL) 중 하나를 누르셨습니까?

[FX SELECT] 버튼 (TRANS, FLANGER, ECHO 또는 ROLL) 중 하나를 누릅니다. 

(21 페이지)

[LEVEL/DEPTH] 컨트롤이 중앙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LEVEL/DEPTH] 컨트롤을 시계방향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십시오. (21 

페이지)

[BEAT]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

까?

[BEAT] 컨트롤을 바른 위치에 설정하십시오. (21 페이지)

[SYNC]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음악파일이 분석되었습니까? 파일을 분석하십시오. (26 페이지)

파일이 분석되어도, [SYNC]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비트 그리드가 불규칙합니까?

비트 그리드가 바르게 탭 됩니까?

비트 그리드를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26 페이지)

두개의 데크에 있는 트랙의 BPM이 서로 너무 다

릅니까?

[SYNC] 버튼을 누르신 데크 상의 트랙의 BPM이 [SYNC] 버튼을 누르신 데크 

상의 트랙의 조정 가능한 템포 범위를 초과할 경우, [SYNC] 기능이 바르게 작

동하지 않습니다.

스크래칭 하십니까? 스크래칭시 [SYNC] 기능이 무효화 됩니다.

녹음이 불가능합니다. 외부 장치 또는 마이크로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

습니까?

외부 장치 또는 마이크로폰의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10 페이지)

녹음하실 채널이 바르게 선택되어 있습니까? 녹음하실 채널을 바르게 선택하십시오.

자동 믹싱이 불가능합니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트랙이 선택되어 있습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트랙을 선택하십시오.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재생 가능한 트랙이 두개 이

상 존재합니까?

플레이리스트에 재생 가능한 트랙을 두개 이상 두십시오.

[DECK1, PHONO1/LINE1] 및 [DECK2, 

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가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DECK1, PHONO1/LINE1] 및 [DECK2, PHONO2/LINE2] 셀렉터 스위치가 

[PHONO/LINE] 쪽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자동 믹싱 기능을 사용하실 수 없습

니다. 셀렉터 스위치를 두개 모두 [DECK] 쪽으로 설정하십시오. (25 페이지)

설정이 메모리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설정을 변경하신 후 즉시 전원이 꺼졌습니까? 설정을 변경하신 후, 전원을 끄시기 전에 10초 이상 기다리십시오.

USB 장치

문제 확인 대책

USB 장치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USB 장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장치를 확실히 (안쪽 끝까지) 연결하십시오.

USB 장치가 USB 허브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

까?

USB 허브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USB 장치가 본 기기에 의해 지원됩니까? 본 기기는 외부 하드 디스크 및 휴대용 플래시 메모리 장치와 같은 USB 대용량 

저장 클래스 장치를 지원합니다.

파일 포맷이 본 기기에 의해 지원됩니까? 연결된 USB 장치의 파일 포맷을 확인하십시오. 본 기기에 의해 지원되는 파일 

포맷에 관해서는 5 페이지 의 재생 가능한 USB 장치를 참조하십시오.

본 기기의 정격 전류 (500 mA)보다 큰 전류를 가

진 USB 장치 (버스 전원을 사용하는 하드 디스크 

등)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 기기의 정격 전류 내의 USB 장치 (AC 어댑터 또는 기타 외부 전원을 사용하

는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십시오.

－ 전원을 끄시고, 1분간 기다리신 후, 전원을 다시 켭니다.

USB 장치 (플래시 메모리 드라이브 

및 하드 디스크)를 읽어들이는 데 시

간이 소요됩니다.

USB 장치에 기록된 폴더 또는 파일수가 많지 않

습니까?

폴더 또는 파일수가 많을 때, 로드하는데 일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음악파일 이외의 파일이 USB 장치에 저장되어 있

습니까?

음악파일 이외의 파일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으면, 읽어들이는 데 시간이 소요

됩니다. USB 장치에 음악파일 이외의 파일 또는 폴더를 저장하지 마십시오.

트랙이 USB 장치로부터 로드될 때 재

생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재생 가능한 파일입니까? 5 페이지 의 재생 가능한 음악파일 포맷를 참조하십시오.

오토 큐 기능이 켜져 있습니까? [TIME(AUTO CUE, QUANTIZE)]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오토 큐 기능을 취소합

니다. (19 페이지)

USB 장치에 기록된 트랙을 재생할 

때, 아무런 사운드도 나오지 않거나 

사운드가 작습니다.

[MASTER LEVEL]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녹음하시기 전에 마스터 레벨 인디케이터의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피크 레벨에

서 점등되도록 [MASTER LEVEL]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23 페이지)

USB 장치에 기록된 트랙을 재생할 

때, 사운드가 뒤틀립니다.

[TRIM] 컨트롤이 바른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니

까?

녹음하시기 전에 채널 레벨 인디케이터의 주황색 인디케이터가 피크 레벨에서 

점등되도록 [TRIM] 컨트롤을 조정합니다. (23 페이지)

파일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파일이 저작권 보호 (DRM)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작권 보호 받는 파일은 재생될 수 없습니다.

음악파일이 재생되지 않습니다. 음악파일이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손되지 않은 음악파일을 재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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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소프트웨어

문제 확인 대책

컴퓨터의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

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8 페이지)

DJ 소프트웨어의 사운드가 제대로 출

력되지 않습니다.

DJ 소프트웨어의 출력 설정 및 본 기기의 [MIXER 
MODE] 설정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DJ 소프트웨어의 설정을 확인하신 후, [UTILITY] 화면에서 본 기기의 설정을 확

인하여 바른 신호 경로를 설정하십시오. (26 페이지)

DJ 소프트웨어의 사운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연결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케이블을 바르게 연결합니다. (10 페이지)

부속된 USB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

까?

부속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본 기기를 직접 연결하십시오. USB 

허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10 페이지)

터미널 또는 플러그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연결하시기 전에, 터미널 및 플러그에 묻은 오물을 닦아내십시오.

연결된 컴포넌트 및 앰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습

니까?

컴포넌트 및 앰프에 있는 외부 입력 선택 및 볼륨을 바르게 설정하십시오.

본 기기의 [MIXER MODE]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

습니까?

본 기기의 [MIXER MODE]를 DJ 소프트웨어의 오디오 출력 설정에 따라 설정하

십시오. (26 페이지)

DJ 소프트웨어 사용시 재생중인 사운

드가 중단됩니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레이턴시 값이 적당합니

까?

드라이버 소프트웨어의 레이턴시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하십시오. (8 페이지)

DJ 소프트웨어의 레이턴시를 적당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무선 LAN

문제 확인 대책

무선 연결로 트랙을 로드할 수 없습니

다.

무선 LAN 연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링크가 성립되었습니까?

무선 LAN을 통해 본 기기에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11 페이

지)

링크를 성립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용 또는 rekordbox (Mac/

Windows)용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대 이상의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연결하실 수 있는 기기 (컴퓨터 및 휴대용 장치)의 최대 총수는 4입니다. 

[UTILITY] 화면상의 [LINK DISCONNECT]에서 불필요한 연결을 분리하십시오. 

(24 페이지)

[LOAD LOCK] 기능이 켜져 있습니까? [UTILITY] 화면에서 [LOAD LOCK]를 [OFF]로 설정하시거나, 로드 전에 현재 

재생중인 트랙을 일시 정지 하십시오. (27 페이지)

링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선 LAN 연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선 LAN을 통해 본 기기에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11 페이

지)

링크를 성립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용 또는 rekordbox (Mac/

Windows)용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네대 이상의 휴대용 장치 또는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동시에 연결하실 수 있는 기기 (컴퓨터 및 휴대용 장치)의 최대 총수는 4입니다. 

[UTILITY] 화면상의 [LINK DISCONNECT]에서 불필요한 연결을 분리하십시오. 

(24 페이지)

트랙을 로드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본 기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본 기기를 액세스 포인트로 사용하실 때, 트랙을 로드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DJ 연주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트랙 로딩이 종료되지 않거나 느립니

다.

조그 다이얼 인디케이터의 점멸이 멈

추지 않습니다.

무선 LAN 연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링크가 성립되었습니까?

무선 LAN을 통해 본 기기에 휴대용 기기 또는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11 페이

지)

링크를 성립하는 방법은 rekordbox (iOS/Android)용 또는 rekordbox (Mac/

Windows)용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두개의 트랙이 동시에 로드되고 있습니까?

트랙을 전송하시려는 장치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

까?

가까운 장소에 무선 신호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경우, 트랙 로딩이 느릴 수 있습니다.

무선 LAN을 통해 로드된 트랙에서 루

프 재생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무선 LAN 연결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무선 LAN 연결이 차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비상 루

프 기능)

휴대용 장치와의 연결은 가능합니다

만, 휴대용 장치를 조작할 수 없고 사

운드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2.4 GHz 밴드로 전자파를 생성하는 장치 

(마이크로 오븐, 기타 무선 LAN 장치 등)가 있습

니까?

본 기기를 전자파를 생성하는 장치로부터 떨어져 설치하시거나 전자파를 생성

하는 장치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

휴대용 장치 및 본 기기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 

사이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동일한 장소의 40 미터의 직결 거리 안에 (장애물 없이) 설치하십시오. (이 직

결 거리는 대략적인 표시입니다. 통신이 가능한 실제 거리는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

본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화면상에 에러 코드가 나타납니다. 다음의 표를 확인하여 지시되는 대로 조치를 취하십시오. 다음의 표에 

열거된 에러 코드가 표시되거나, 지시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디시 동일한 에러 코드가 표시되면, 판매점 또는 가까운 파이오니아 서비스 센터에 문의

하십시오.

에러코드 에러유형 에러설명 원인 및 대책

E-8304 DECODE ERROR 정상적으로 재생될 수 없는 음악파일이 로드되어 있습

니다.

음악파일의 포맷이 승인된 것이 아닙니다. 승인된 

포맷을 가진 음악파일로 교체하십시오.E-8305 DATA FORMAT ERROR

E-8306 NO FILE
라이브러리, 플레이리스트 등에 기록된 트랙이 USB 장

치로부터 삭제되어 재생될 수 없습니다.

트랙을 재생하시려면, 다시 USB 장치로 로드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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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기의 디스플레이 부분에 표시되는 
아이콘 목록

장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아티스트 재생중

앨범 재생완료

트랙 및 파일명 폴더

플레이리스트

히스토리
리믹서

레이팅 원래 아티스트

시간 rekordbox

상표 및 등록 상표에 관하여

! Pioneer 및 rekordbox는 PIONEER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Microsoft®, Windows Vista®, Windows® 및 Internet Explorer®는 

미국 및 해당국가에 있어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Apple, Macintosh, Mac OS, Safari, iTunes 및 Finder는 미국 및 해

당국가에 있어 Apple Inc.의 등록상표입니다.

! Android 및 Google Play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 Intel 및 Pentium은 미국 및 해당국가에 있어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ASIO는 Steinberg Media Technologies GmbH의 상표입니다.

본서에서 언급된 회사 및 제품명은 해당 소유주의 상표입니다.

본 제품의 사용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인가되었습니다. 본 제품의 사

용은 방송 (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기타 유형의 방송), 인터넷 스

트리밍, 인트라넷 (기업 네트워크) 또는 기타 유형의 네트워크, 그리

고 전자정보의 배포 (온라인 디지털 음악 배포 서비스) 등, 상업적 목

적 (영리적 목적)으로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http://

www.mp3licensing.com을 방문하십시오.

저작권에 대한 주의사항

rekordbox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컨텐츠의 재생과 복제를 제한합

니다.

!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인코드된 데이터 등이 음악 컨텐츠에 임베

드된 경우,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rekordbox가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인코드된 데이터 등이 음악 

컨텐츠에 임베드된 것을 감지하는 경우, 작동 (재생, 읽어들이기 등)

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녹음하신 소재는 고객 개인의 청취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저작권

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승락없이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CD 등으로부터 녹음된 음악은 개별국가의 저작권법 및 국제협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음악을 녹음한 개

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등으로부터 다운로드된 음악을 다루실 때, 다운로드 사이트

와 체결된 계약에 따른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 음악을 다운

로드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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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이용하기

rekordbox의 조작 과정 또는 기술적 문제에 관해 문의하시기 전에, 

rekordbox의 사용설명서 및 온라인 매뉴얼을 읽으시고,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십시오.

 <rekordbox 온라인 서포트 사이트>

 http://rekordbox.com

! rekordbox에 관해 문의하시기 전에 rekordbox의 온라인 서포트 사

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용자 등록시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셔야 하므로 가까운 곳에 준비

해 두십시오. 또한, 라이센스 키는 물론, 사용자 등록을 위해 지정되

는 로그인명 (이메일 주소) 및 패스워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

오.

! PIONEER CORPORATION은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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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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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

오.

— 갖고 계신 컴퓨터와 파이오니아 제품 이외의 주변기기와의 설정

에 관해 문의하시거나 그에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으시려면, 

특정 제조업체 또는 판매점에 문의하십시오.

! rekordbox의 기능 및 성능의 향상을 위해 버전이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용 업데이트 프로그램은 rekordbox의 온라

인 서포트 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본 업데이트를 수행하여 항상 

rekordbox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화면은 개발 단계로부터 

입수된 것이므로 실제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제품의 사양과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012 PIONEER CORPORATION.

 모든 권리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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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31,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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