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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설명서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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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파이오니아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책자 및 본 기기에 부속된 “사용설명서 (기본 에디션)”을 반드
시 읽으십시오. 둘 모두 본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
셔야만 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취급설명서에서는 제품 및 컴퓨터 화면 상에 나타나는 화면
및 메뉴명, 버튼 및 터미널 명 등이 대괄호 안에 표시됩니다. (예:
[LOAD] 버튼, [AUTO LOOP] 컨트롤)
본 사용설명서에서 기술되는 소프트웨어의 화면 및 사양, 하드웨어
의 외관 및 사양은 현재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최종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버전, 웹브라우저의 설정 등에 따라 본 사용설명서에서
설명 되는 과정과 조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본 매뉴얼은 주로 본 기기의 하드웨어로서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의 조작에 관한 상세한 내
용은 Serato DJ 소프트웨어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고, Serato DJ 공인
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은 각 장치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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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작동 환경

본 기기는 수많은 전문 DJ 및 클럽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파이오니아 DJ
장비의 조작성 및 신뢰성을 전수한 DJ 컨트롤러 입니다. 이는 Serato
에 의해 개발된 DJ 소프트웨어인 “Serato DJ”와의 사용을 지원하도
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파이오니아 DJ 플레이어 또는 턴테이블 및
Serato DJ를 지원하는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 및 Serato DJ로 구성된
디지털 DJ 시스템에 본 기기를 추가하시면, Serato DJ에 의해 제공되는
연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광범위한 연주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그
리고 높은 조작성을 지닌 인터페이스로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기기는 Serato DJ에 비디오 믹싱 컨트롤 기능을 더해주는 플러
그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Serato Video”를 지원하여, DJ 연
주시 간단한 조작만으로 비디오 연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기를 조작하시려면 다음의 장비 및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PERFORMANCE PADS”
본 기기는 대형 퍼포먼스 패드를 갖추고 있어, Serato DJ의 네개의 기능
(핫 큐, 롤, 슬라이서 및 샘플러)을 율동적인 동작으로 (태핑, 반복 태핑
등) 조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본 패드는 고무로 되어 있어, 오랜 연주
시간에도 피로를 느끼지 않은 채 조작하도록 해줍니다. 샘플러 모드 사
용시, 사용자는 네개의 속도 커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율동적으로 변화
되는 연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독특하고 다채로운 디자인 & 전문적 조형 품질
DJ 부스에서의 휴대성 및 설치를 고려하여 본 기기는 얇고 긴 수평의 2
데크 2 이펙트 기기 스타일을 갖추고 있어 Serato DJ의 성능을 최대화
합니다. 또한, 상부 패널용으로 알루미늄 소재가 사용되어 견고하면서
도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제공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 패
드 및 노브용으로 고무가 사용되어 높은 품격 뿐만 아니라 높은 조작성
도 제공해 드립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시작하시기 전에

DJ 컨트롤러 또는 DJ 믹서
별도의 Serato DJ 공인 믹서 (예: DJM-900SRT) 또는 컨트롤러 (예:
DDJ-S1)가 필요합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
Serato DJ는 Serato에 의해 개발된 DJ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입니
다. 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신 컴퓨터를 본 기기에 연결하시면 DJ 연주
가 가능해집니다.
! Serato DJ는 본 기기에 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의 Serato 사
이트로부터 Serato DJ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http://serato.com/
! Serato DJ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는 Serato에 연락하십시오.

Serato DJ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컴퓨터
컴퓨터를 본 기기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USB 2.0 포트가 필요합니다.
컴퓨터 상에 총 2개의 USB 2.0 포트가 필요합니다: 본 기기용으로 하
나,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용으로 하나.

인터넷 연결 가능한 환경
Serato DJ 및 Serato Video의 다운로드와 같은 조작을 위해 인터넷 연
결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연결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와의 별도의 계약 및 비용의
지불이 필요합니다.

Serato Video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Serato Video는 사운드 및 비디오로 DJ 연주를 가능하게 해주는 Serato
DJ용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입니다.
최소 작동 환경

“Serato DJ” 지원됨
본 기기는 DJ 연주에 필요한 수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Serato DJ” 소
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본 기기 상의 모든 버튼 및 컨트롤은 본 소프트
웨어와 연동되도록 프리셋 되어 있어, 단순히 본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
하는 것만으로도 DJ 연주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이오니아는
Serato와 합작하여 “Slip” 기능을 개발하였습니다.

“SLIP MODE”
본 기기는 루프, 핫 큐 등의 재생시 배경에서 음악이 계속 연주되도록
해주는 “Slip Mode”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루프, 핫 큐 등의
재생이 끝난 후에도 원래의 음악의 전개가 불변하는 DJ 연주를 가능하
게 해 줍니다.

“Serato Video” 지원됨
본 기기는 Serato DJ에 비디오 믹싱 컨트롤 기능을 더해주는 플러그
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Serato Video를 지원합니다. 본 기기는
Serato Video에 의해 제공되는 비디오 이펙트, 전환 이펙트 등을 제어
하는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를 갖추고 있어 본 기기의 버튼 및
컨트롤을 사용하여 Serato Video를 직감적으로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 체제

Windows

Mac

Microsoft Windows 7

Mac OS X: 10.8, 10.7 및
10.6

CPU

®
™
Intel 프로세서, Core Duo 2.0 GHz 이상

요구 메모리

2 GB 이상의 RAM

하드 디스크의 사용
가능한 용량

5 GB 이상

그래픽 카드

®
™
NVIDIA GeForce 8400 이상 또는 ATI Radeon X1650
이상

!

!
!

!

Serato Video에 필요한 운영 환경에 관한 최신 정보는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P1” 하의 “Software Info”를 참조하십시오.
http://pioneerdj.com/support/
여기에서 지시된 요구 작동환경의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모든 컴퓨터에서의 작
동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컴퓨터의 상태 (전원 절약 설정 등)에 따라 CPU 또는 하드 디스크의 처리 능력
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트북 컴퓨터 사용시, 항상 AC 전원에 연결된
컴퓨터로 Serato Video를 사용하시고 고성능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운영 체제 서포트는 그 버전에 대한 최신 포인트 릴리스를 사용하고 계신 것으
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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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부품명
연결

부품명 및 기능

DJ 믹서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때

Serato DJ 사용시 버튼 및 컨트롤의 전형적인 기능이 다음과 같이 설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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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가 꺼져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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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사용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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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ato DJ 이펙트를 위해 두개의 DJ-FX 모드, “싱글 FX 모드” 및
“멀티 FX 모드”가 있습니다. 조정하실 수 있는 항목은 어떤 모드가 설
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멀티 FX 모드: 이펙트 기기 당 최대 세개의 이펙트를 선택하실 수 있
고, 각 이펙트는 하나의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 싱글 FX 모드: 이펙트 기기 당 하나의 이펙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
복수의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1 이펙트 파라미터 1 컨트롤
멀티 FX 모드:
첫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싱글 FX 모드:
이펙트 파라미터 1을 조정합니다.

2 이펙트 파라미터 2 컨트롤
멀티 FX 모드:
두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싱글 FX 모드:
이펙트 파라미터 2를 조정합니다.

3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
멀티 FX 모드:
세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싱글 FX 모드:
이펙트 파라미터 3을 조정합니다.

4 FX BEATS 컨트롤
이펙트 시간을 조정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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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X ASSIGN 1 버튼
누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1에 대한 FX1를 켜고 끕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1에 대한 FX2를 켜고 끕니다.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가 켜져 있을 때
1

2

3

4

1

연결 및 부품명

[SHIFT] + 누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3에 대한 FX1를 켜고 끕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3에 대한 FX2를 켜고 끕니다.

1
3

2

2
4

6 FX ASSIGN 2 버튼
누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2에 대한 FX1를 켜고 끕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2에 대한 FX2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4에 대한 FX1를 켜고 끕니다.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데크 4에 대한 FX2를 켜고 끕니다.

7 TAP 버튼
누릅니다:
자동 템포 모드시 [TAP] 버튼을 3번 이상 누르시면, 모드가 수동 템
포 모드로 전환됩니다.
수동 템포 모드시 [TAP]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시면, 모드가 자동 템
포 모드로 전환됩니다.
= 이펙트의 템포 모드 전환하기 (p.9)
[SHIFT] + 누릅니다:
DJ-FX 모드를 전환합니다.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멀티 FX 모드 및
싱글 FX 모드 간에 모드가 전환됩니다.

8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
멀티 FX 모드:
누릅니다:
세번째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세번째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싱글 FX 모드:
누릅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5를 전환하거나 이펙트 파라미터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9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
멀티 FX 모드:
누릅니다:
두번째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두번째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싱글 FX 모드:
누릅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4를 전환하거나 이펙트 파라미터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a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
멀티 FX 모드:
누릅니다:
첫번째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첫번째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ON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PANEL SELECT

8

7

6

5

Serato Video 사용시,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가 켜져 있을 때, 이펙
트 부분에 있는 일부 컨트롤 및 버튼을 사용하여 Serato Video 기능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1 이펙트 파라미터 1 컨트롤
비디오 이펙트 슬롯 1 비디오 이펙트를 조정합니다.
=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로 전환하기 (p.17)

2 이펙트 파라미터 2 컨트롤
비디오 이펙트 슬롯 2 비디오 이펙트를 조정합니다.

3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
왼쪽 컨트롤: 이미지 이펙트의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오른쪽 컨트롤: 텍스트 이펙트의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4 FX BEATS 컨트롤
페이더 전환 타입을 전환합니다.

5 TAP 버튼
누릅니다:
[TAP]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페이더 전환 타입이 순서대로 전환됩
니다.
[SHIFT] + 누릅니다:
페이더 전환 크로스페이더 링크를 켜고 끕니다.

6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
누릅니다:
왼쪽 버튼: 이미지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오른쪽 버튼: 텍스트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왼쪽 버튼: 이미지 이펙트의 애니메이션을 전환합니다.
오른쪽 버튼: 텍스트 이펙트의 애니메이션을 전환합니다.

7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
누릅니다:
비디오 이펙트 슬롯 2 비디오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비디오 이펙트 슬롯 2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8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
누릅니다:
비디오 이펙트 슬롯 1 비디오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비디오 이펙트 슬롯 1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싱글 FX 모드:
누릅니다:
이펙트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이펙트 타입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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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LICER 모드 버튼

데크 부분
1 2 3

4

4
PANEL SELECT

AUTO LOOP
SLIP

CENSOR

PARAM.1

REL.

INT.

PARAM.2

5

SYNC
OFF

b
a

HOT CUE
HOT LOOP

ROLL

SLICER

AUTO LOOP

MANUAL LOOP

LOOP ACTIVE

SAVE

SAMPLER
VELOCITY

SLOT

6
7

• BACK
— UTILITY

LOAD
PREPARE

VIEW

AREA

LOAD

LOAD

SHIFT

IN

OUT

RELOOP / EXIT

SLOT

SAMPLER VOL

누릅니다:
슬라이서 모드를 설정합니다.
!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모드가 슬라이서 모드 1 및 슬라이서 모드
2 간에 전환됩니다.
! 슬라이서 모드를 취소하시려면, [ROLL] 모드, [SAMPLER] 모드
또는 [HOT CUE] 모드 버튼 중 하나를 누릅니다.
= 슬라이서 기능 사용하기 (p.10)
[SHIFT] + 누릅니다:
수동 루프 모드를 설정합니다.
= 수동 루프 사용하기 (p.12)

8 SAMPLER VOLUME 페이더
샘플러의 전체 사운드 레벨을 조정합니다.

9 퍼포먼스 패드
9

8

1 SYNC 버튼
누릅니다:
복수의 데크 상에서 트랙간의 템포 (피치) 및 비트 그리드를 자동 동
기화 하실 수 있습니다.
[SHIFT] + 누릅니다:
동기화 모드를 취소합니다.

2 SLIP 버튼
누릅니다:
슬립 모드를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Serato DJ를 상대 모드로 설정합니다.

3 CENSOR 버튼
누릅니다:
[CENSOR] 버튼을 누르시는 동안 트랙이 역방향으로 재생되고, 버
튼에서 손을 떼어 내시면 정상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SHIFT] + 누릅니다:
Serato DJ를 내부 모드로 설정합니다.

4 PARAM.1/PARAM.2 버튼
누릅니다:
루프 롤, 자동 루프, 슬라이서, 수동 루프 및 샘플러 모드에 대한 파
라미터를 설정합니다.
[SHIFT] + 누릅니다:
자동 루프, 슬라이서 및 수동 루프 모드에 대한 다른 파라미터를 설
정합니다.
= 퍼포먼스 패드 사용하기 (p.10)

5 AUTO LOOP 컨트롤
돌리기:
자동 루프 비트를 선택합니다.
누릅니다:
자동 루프 기능을 켜고 끕니다.
[SHIFT] + 누릅니다:
Serato Video의 사용에 대한 모드를 전환합니다.

6 SAMPLER 모드 버튼
누릅니다:
샘플러 모드를 설정합니다.
[SHIFT] + 누릅니다:
샘플러 속도 모드를 설정합니다.
= 샘플러 속도 모드 사용하기 (p.13)

6

Ko

핫 큐, 핫 루프, 루프 롤, 자동 루프, 슬라이서, 수동 루프 및 샘플러
재생에 대해 사용됩니다.

a ROLL 모드 버튼
누릅니다:
롤 모드를 설정합니다.
[SHIFT] + 누릅니다:
자동 루프 모드를 설정합니다.
= 자동 루프 사용하기 (p.12)

b HOT CUE 모드 버튼
누릅니다:
핫 큐 모드를 설정합니다.
= 핫 큐 사용하기 (p.10)
[SHIFT] + 누릅니다:
핫 루프 모드를 설정합니다.
= 핫 루프 사용하기 (p.11)

브라우저 부분

본체 측면 패널
3

4

PANEL SELECT

1 2

1

3

연결 및 부품명

1

2
5
4

• BACK
— UTILITY

LOAD
PREPARE

VIEW

AREA

LOAD

LOAD

DIMMER MODE

3
4

SHIFT

1 USB 포트
1 DECK 버튼
누릅니다:
사용하실 데크를 선택합니다.
데크 3 또는 데크 4를 선택하실 때 [DECK] 버튼이 점등됩니다. 데
크 1 또는 데크 2를 선택하시면 점등되지 않습니다.
[SHIFT] + 누릅니다:
[REC] 패널, [DJ-FX] 패널 또는 [SP-6] 패널을 선택하고 엽니다.

2 로터리 셀렉터
돌리기:
라이브러리 내의 또는 [CRATES] 패널 상의 커서를 상하로 이동합니
다.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 USB 허브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켄싱턴 보안슬롯
3 DIMMER 스위치
ON: LED의 밝기를 흐리게 설정합니다.
OFF: LED의 밝기를 밝게 설정합니다.
! LED의 밝기를 흐리게 설정하여 소비 전력을 줄이실 수 있습니
다.
[DIMMER] 스위치를 [ON] 위치로부터 [OFF] 위치로 전환하시기
전에, 본 기기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 스위치가 [OFF] 위치에 설정되어 있으면, 인디케
이터가 더 밝아지지 않습니다.

누릅니다:
로터리 셀렉터를 누르실 때마다 커서가 [CRATES] 패널 및 라이브러
리 간에 이동됩니다.
[Files] 패널 상의 커서가 하부 레이어로 이동됩니다.
[Browse] 패널 상의 커서가 다음 카테고리로 이동됩니다.

3 LOAD PREPARE (AREA) 버튼
누릅니다:
[Prepare] 패널에 트랙을 로드합니다.
[SHIFT] + 누릅니다:
[Files] 패널, [Browse] 패널, [Prepare] 패널 또는 [History] 패널을
선택하고 엽니다.

4 LOAD 버튼
누릅니다:
선택하신 트랙을 현재 선택되어 있는 데크로 로드합니다.
! [LOAD] 버튼을 두번 누르시면, 반대편의 선택된 데크에 로드된
트랙이 [LOAD] 버튼을 누르신 데크에 로드됩니다. 트랙 재생시
이를 수행하시면, 트랙이 동일한 위치로부터 재생됩니다. (인스
턴트 더블)

5 BACK 버튼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커서가 [CRATES] 패널 및 라이브러리 간에
이동됩니다.
1초 이상 누릅니다: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 본 기기의 설정 변경하기 (p.19)
[SHIFT] + 누릅니다:
Serato DJ 레이아웃을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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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조작
시스템 시작하기

퍼포먼스 패드 사용하기

컴퓨터 및 Serato DJ 공인 DJ 컨트롤러 또는 DJ 믹서를 미리 연결하셔
야만 합니다.
! Serato DJ 소프트웨어 및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
를 조작하는 방법은 각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1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퍼포먼스 패드는 핫 큐, 핫 루프, 루프 롤, 자동 루프, 슬라이서, 수동 루
프 및 샘플러 기능을 제어합니다.
본 기능은 각 패드 모드 버튼 ([HOT CUE] 모드 버튼, [ROLL] 모드 버튼,
[SLICER] 모드 버튼 및 [SAMPLER] 모드 버튼)을 사용하여 전환됩니다.
본 예는 핫 큐 모드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 기타 패드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10페이지의 퍼포먼스 패드 사
용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2 컴퓨터의 전원을 켭니다.

1 [HOT CUE]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3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의 전원을
켭니다.
4 Serato DJ를 가동합니다.
!

!

Windows 7을 사용하실 때
Windows [시작] 메뉴로부터 [모든 프로그램] > [Serato] > [Serato
DJ] 밑에 있는 [Serato DJ]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ac OS X용
파인더에서 [Applications] 폴더를 여신 후, [Serato DJ]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USB 케이블을 통해 본 기기를 갖고 계신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본 기기 및 Serato DJ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본 기기의 패드 모드
버튼 (초기 설정으로 [HOT CUE] 모드 버튼)이 점등됩니다.
! 본 기기는 운영 체제의 표준 드라이버와 작동합니다. 본 기기를 위
해 별도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OT CUE] 모드 버튼이 점등되고 모드가 핫 큐 모드로 전환됩니다.

2 재생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 퍼포먼스 패드를 눌러 핫
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핫 큐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을 때, 그 퍼포먼스 패드가 점등됩니다.

3 핫 큐 포인트가 설정된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핫 큐 포인트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이펙트 사용하기
Serato DJ는 두개의 이펙트 기기 FX1 및 FX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펙트를 전체 사운드 또는 선택하신 데크의 사운드에 적용하실 수 있
습니다. 여기에서는 Serato DJ의 DJ-FX 모드가 멀티 FX 모드로 설정되
어 있을 때, 본 기기를 조작하여 이펙트 기기 1 (FX1)을 배정하는 과정
을 설명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10페이지의 고급조작 를 참조하십시오.

Serato DJ 이펙트 기기 화면 디스플레이

트랙 들여오기

1

1

1

2

3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여 라이브러리에 트랙을 추가합니다.
! Serato DJ 소프트웨어 및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
를 조작하는 방법은 각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트랙 로드하기
1 본 기기의 [BACK] 버튼 또는 로터리 셀렉터를 눌러
컴퓨터 화면상의 crate 패널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crate 등을 선택합니다.
3 로터리 셀렉터를 눌러 컴퓨터 화면상의 라이브러리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5
1
2
3
4
5

4

5

4

5

4

이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펙트 타입을 표시합니다.
이는 이펙트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 이펙트 기기가 배정된 데크의 번호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는 이펙트 파라미터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는 이펙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1 왼쪽에 있는 [FX ASSIGN] 버튼을 눌러 이펙트가 배정된
데크를 선택합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트랙을 선택합니다.
5 [LOAD] 버튼을 눌러 선택하신 트랙을 데크로
로드합니다.
트랙을 데크 3 또는 데크 4로 로드하시려면, 먼저 [DECK] 버튼이 점등
되도록 누릅니다. 트랙이 로드되는 데크가 데크 선택과 연동됩니다.

1

1

1

1

2

2

3

4

SLIP

3

2

ON

SYNC

2
4

트랙 재생하기
DJ 플레이어, 아날로그 플레이어, DJ 컨트롤러 등을 조작하여 트랙을
재생합니다.
! Serato DJ 소프트웨어 및 Serato DJ 공인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
를 조작하는 방법은 각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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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1에, [FX ASSIGN] 2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2에 배정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3에 배정하시고,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2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4에 배정합니다.
! 이펙트를 전체 (마스터) 사운드에 적용하시려면, 컴퓨터 상의
[M]를 클릭합니다.

2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첫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이펙트의 템포 모드 전환하기

두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하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누릅니다.
세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하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누릅니다.

Serato DJ 이펙트를 사용하여 두가지 방법으로 이펙트의 템포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템포 모드” 및 “수동 템포 모드”.
! 초기 설정으로 자동 템포 모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자동 템포 모드
트랙의 BPM 값이 이펙트의 템포에 대한 기초로 사용됩니다.

3

2

기본조작

1

2
4

ON

FX
SELECT

ON

ON

FX
SELECT

FX
SELECT

TAP

FX
MODE

3

4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펙트 타입이 Serato DJ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3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첫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눌러 두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세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수동 템포 모드
이펙트의 기초로 사용되는 BPM 값이 [TAP] 버튼을 탭하신 인터벌로부
터 계산됩니다.

수동 템포 모드 전환하기
1

1

2

자동 템포 모드시, [TAP] 버튼을 세번 누릅니다.
!

3

2

수동 템포 모드시 [TAP]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시면, 모드가 자동 템
포 모드로 전환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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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SELECT

ON

ON

FX
SELECT

FX
SELECT

TAP

FX
MODE

3

4

해당 이펙트의 [ON] 버튼이 Serato DJ 화면상에 하이라이트 됩니다.

시스템 종료하기

4 이펙트 파라미터 1 컨트롤을 조작하여 첫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1 Serato DJ을 종료합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2 컨트롤을 조작하여 두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
정합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을 조작하여 세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
정합니다.

ON

ON

FX
SELECT

ON

FX
SELECT

소프트웨어를 종료하실 때, 종료하실지를 확인하는 메시지가 컴퓨터 화
면상에 나타납니다. [Yes]를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2 컴퓨터로부터 USB 케이블을 분리합니다.

FX
SELECT

5 [FX BEATS] 컨트롤을 돌려 이펙트 시간을 조정합니다.

1

1
3

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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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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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

ON

F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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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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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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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조작
지금부터의 설명은 본 기기 및 Serato DJ를 연동하여 사용하실 경우
에 대한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능에 관
한 것입니다.

자동 루프 사용하기
자동 루프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드
사용하기 및 [AUTO LOOP] 컨트롤 사용하기.
! 또한, 퍼포먼스 패드를 사용하여 자동 루프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
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12페이지의 자동 루프 사용하기 를 참조
하십시오.

1 재생시 [AUTO LOOP] 컨트롤을 돌립니다.
지정된 비트수에 따라 루프의 길이를 설정합니다.

2 [AUTO LOOP] 컨트롤을 누릅니다.
일정한 수의 비트를 가진 루프가 현재 재생되는 트랙의 BPM에 따라 자
동으로 생성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 자동 루프시에도 [AUTO LOOP] 컨트롤을 돌려 루프 길이를 조
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 루프 취소하기

루프 롤 기능 사용하기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실 때, 그 패드에 배정된 비트수를 가진 루프가 설
정되고, 패드를 누르시는 동안 루프 재생이 계속됩니다.
루프 롤 재생시, 원래의 리듬으로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
니다. 루프 롤 재생이 취소되면, 루프 롤 재생이 취소된 지점에서 백그
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1 [ROLL]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ROLL] 모드 버튼이 점등되고 모드가 롤 모드로 전환됩니다.

2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실 때마다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된 루프 롤 비트가
전환됩니다.
다음의 네개의 설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1 1/32로부터 4비트
2 1/16로부터 8비트
3 1/8로부터 16비트
4 1/4로부터 32비트
예를 들어, “1/16로부터 8비트” 설정으로는 패드의 설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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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루프시 [AUTO LOOP] 컨트롤을 누릅니다.
루프 아웃 포인트에 도달하면, 재생이 루프 인 포인트로 되돌아가지 않
고, 정상 재생이 계속됩니다.

루프 롤에 대해 설정된 비트 범위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퍼포먼스 패드 사용하기
핫 큐 사용하기
이 기능으로 핫 큐가 설정된 위치로부터 즉시 재생을 시작하실 수 있습
니다.
! 트랙당 최대 8개의 핫 큐 포인트를 설정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HOT CUE]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HOT CUE] 모드 버튼이 점등되고 모드가 핫 큐 모드로 전환됩니다.

2 재생 또는 일시정지 모드에서 퍼포먼스 패드를 눌러 핫
큐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핫 큐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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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핫 큐 포인트가 설정된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핫 큐 포인트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 설정된 핫 큐 포인트는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퍼포먼스 패드
를 눌러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3 퍼포먼스 패드 중 하나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누르신 패드에 배정된 비트수를 가진 루프 롤이 재생됩니다. 루프 롤 재
생시,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이 계속됩니다.
! 현재 재생중인 루프 롤의 비트수는 루프 롤 재생시
[AUTO LOOP] 컨트롤을 돌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4 퍼포먼스 패드에서 손을 떼어 냅니다.
루프 롤 재생이 취소되면,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슬라이서 기능 사용하기
지정된 범위가 8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뉘어, 이 8개의 슬라이스된 부
분이 각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됩니다. 퍼포먼스 패드 중 하나를 누르시
면, 그 패드에 배정된 부분에 대한 사운드가 루프로 재생됩니다.
패드에 배정된 부분에 대한 사운드가 루프 재생시, 재생이 원래 리듬으
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패드에서 손을 떼어 내시고, 루프 재생
이 종료되면, 백그라운드에서 그 지점에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다
시 시작됩니다.
! 비트 그리드가 설정되지 않은 트랙으로는 슬라이서 기능을 사용하
실 수 없습니다. 비트 그리드를 설정하는 상세한 내용은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1 [SLICER]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SLICER] 모드 버튼이 점등되고 모드가 슬라이서 모드 1로 전환됩니다.

2 [SLICER] 모드 버튼을 눌러 슬라이서 모드를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모드가 슬라이서 모드 1 및 슬라이서 모드 2 간
에 전환됩니다.
= 슬라이서 모드 1 및 슬라이서 모드 2에 관하여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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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슬라이서 기능에 대한 도메인을 설정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실 때마다 도메인에 대해 설정된 값이 전환됩니다.
도메인을 6개의 설정 중 하나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2 비트, 4 비트,
8 비트, 16 비트, 32 비트 또는 64 비트.
도메인 설정으로 지정된 범위가 슬라이스된 8개의 동일한 부분이 다음
과 같이 각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됩니다.

ᑮ⠢

샘플러 기능 사용하기
샘플러 (SP-6)의 샘플러 슬롯에 로드된 트랙을 퍼포먼스 패드로 재생
하실 수 있습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 또는 오른쪽 [DECK]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상의 [SP-6] 패널을 엽니다.
2 [SAMPLER]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SAMPLER] 모드 버튼이 점등되고 모드가 샘플러 모드로 전환됩니다.

샘플러 (SP-6) 뱅크를 전환합니다. 샘플러는 4개의 뱅크 A, B, C 및 D를
갖고 있으며, 각 뱅크는 6개의 슬롯을 갖고 있습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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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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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조작

3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4 컴퓨터 화면상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트랙을 선택하신 후,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선택하신 트랙이 샘플러 슬롯에 로드됩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의 경우, 샘플러 슬롯에 트랙이 로드될 때, 그 설
정이 유지됩니다.

5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누르신 패드에 배정된 슬롯에 대한 사운드가 재생됩니다.

⇣∂#8

⇣∂#9

⇣∂#:

⇣∂#;

4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슬라이서 기능에 대한 퀀타이즈를 설정합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실
때마다 퀀타이즈에 대해 설정된 값이 전환됩니다.
퀀타이즈는 4개의 방법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1/8, 1/4, 1/2 및 1.
패드를 누르시는 동안 재생되는 루프의 길이를 “QUANTIZATION”
설정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QUANTIZATION”이
“1”로 설정되어 있을 때, 패드에 배정된 전체 부분이 루프로 재생되
고, “QUANTIZATION”이 “1/2”로 설정되어 있을 때, 패드에 배정
된 부분의 처음 절반만이 루프로 재생됩니다.

5 퍼포먼스 패드 중 하나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패드를 계속해서 누르시면, 사운드가 루프로 재생됩니다.
! 루프 재생의 길이는 퀀타이즈 설정에 따라 다릅니다.
패드에서 손을 떼어 내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재생중인 위치로 재생이
돌아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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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시면, 현재 재생
중인 슬롯의 사운드가 중지됩니다.

핫 루프 사용하기
본 기능으로 루프를 저장 및 불러오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루프 인 포인트만이 실제로 저장됩니다. 트랙 당 최대 8개의 핫 루프
를 설정하여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HOT CUE]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HOT CUE] 모드 버튼이 점멸하고, 본 기기가 핫 루프 모드로 전환됩니
다.

 슬라이서 모드 1 및 슬라이서 모드 2에 관하여

2 재생시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슬라이서 모드 1

핫 큐 슬롯에 루프 인 포인트가 설정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 이 때, 루프의 길이는 자동 루프에 대해 설정된 비트수 입니다.
루프 인 포인트가 다음과 같이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됩니다.

재생 위치가 8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슬라이스된 범위의 끝까지 나아가
면, 디스플레이에 보이는 범위가 다음의 8개의 슬라이스된 부분으로 전
환되고, 이 슬라이스된 부분이 각 패드에 배정되어 이전에 배정된 부분
을 교체합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슬라이서 모드 2
재생 위치가 8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슬라이스된 범위의 끝까지 나아가
면, 재생 위치가 8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슬라이스된 범위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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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루프 기능으로는 핫 큐 포인트가 루프 인 포인트로 사용됩니다.
핫 큐 포인트가 이미 설정된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시면, 그 핫 큐 포
인트로부터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3 루프 재생시 [PARAM.1/PARAM.2c] 버튼을 누릅니다.
루프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AUTO LOOP] 컨트롤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동일한 이펙트를 실현
하실 수 있습니다.

4 루프 재생시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1 2 3 4 5 6 7 8

루프 길이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AUTO LOOP] 컨트롤을 시계방향으로 돌려 동일한 이펙트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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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루프 재생시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PARAM.1/
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HOT CUE

ROLL

HOT LOOP

AUTO LOOP

LOOP ACTIVE

SLICER
MANUAL LOOP

SAMPLER
VELOCITY

SLOT

SAVE

동일한 길이 (루프 쉬프트)가 유지되면서 루프가 이동됩니다.

6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동일한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1
IN

2
OUT

3
RELOOP / EXIT

4
SLOT

트랙이 설정된 루프 인 포인트로 돌아가고, 루프 재생이 계속됩니다.

7 동일한 퍼포먼스 패드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5

6

7

8

루프 재생이 취소됩니다.

2 패드 4 또는 패드 8을 눌러 루프를 저장하실 루프 슬롯을
선택합니다.

자동 루프 사용하기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실 때, 그 패드에 배정된 비트수를 가진 루프가 설
정되고, 패드로부터 손가락을 떼어내셔도 루프 재생이 계속됩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ROLL]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ROLL] 모드 버튼이 점멸하고, 본 기기가 자동 루프 모드로 전환됩니다.

2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 중 하나를 누르실 때마다 퍼포먼스 패드에 배정된 자동 루프 비트
가 전환됩니다.
다음의 네개의 설정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1 1/32로부터 4비트
2 1/16로부터 8비트
3 1/8로부터 16비트
4 1/4로부터 32비트
예를 들어, “1/8로부터 16비트”로 설정되어 있을 때, 패드의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프가 설정되면, 여기에서 선택하신 루프 슬롯에 자동으로 저장됩니
다.
루프를 저장하신 루프 슬롯이 선택되어 있을 때 새로운 루프를 설정하
시면, 저장된 루프가 새로운 루프로 덮어쓰기 됩니다.

3 재생시 또는 일시 정지시 패드 5를 누릅니다.
루프 인 포인트가 설정됩니다.

4 패드 6을 누릅니다.
루프 아웃 포인트가 설정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루프 재생을 취소하시려면, 패드 2 또는 패드 7을 누릅니다.

5 루프 재생시 [PARAM.1/PARAM.2c] 버튼을 누릅니다.
루프 길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6 루프 재생시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루프 길이가 두배로 늘어납니다.

7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동일한 길이 (루프 쉬프트)가 유지되면서 루프가 이동됩니다.

42;Ữ㍢

427#Ữ㍢

425#Ữ㍢

4#Ữ㍢

 저장된 루프 불러오기
1 패드 4 또는 패드 8을 눌러 루프 슬롯을 선택합니다.
5#Ữ㍢

7#Ữ㍢

;#Ữ㍢

49#Ữ㍢

자동 루프에 대해 설정된 비트 범위가 컴퓨터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3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누르신 패드에 배정된 비트수를 가진 루프가 재생됩니다.

2 패드 7을 누릅니다.
선택하신 루프 슬롯으로부터 루프가 불러오기 되고, 루프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루프 인 포인트로 이동하지 않은 채 루프 기능을 켜시려면, 패드 2를 누
릅니다.

4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PARAM.1/PARAM.2c] 또는
[PARAM.1/PARAM.2d] 버튼을 누릅니다.

 루프 인 포인트 미조정하기 (루프 인 조정)

동일한 길이 (루프 쉬프트)가 유지되면서 루프가 이동됩니다.

1 루프 재생시, 패드 5를 누릅니다.

5 동일한 퍼포먼스 패드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루프 재생이 취소됩니다.

패드 5가 점멸되고 본 기기가 루프 인 포인트 조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2 [AUTO LOOP] 컨트롤을 돌립니다.
루프 인 포인트를 미조정 합니다.

수동 루프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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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드 5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본 기능을 사용하여 트랙의 어떤 부분이라도 루프 재생하실 수 있습니다.

루프 인 포인트 조정 모드가 취소되고, 본 기기가 정상 루프 재생으로
되돌아 갑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LICER]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루프 아웃 포인트 미조정하기 (루프 아웃 조정)

[SLICER] 모드 버튼이 점멸하고, 본 기기가 수동 루프 모드로 전환됩니
다.
수동 루프 모드시 각 퍼포먼스 패드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루프 재생시, 패드 6을 누릅니다.
패드 6이 점멸되고 본 기기가 루프 아웃 포인트 조정 모드로 전환됩니
다.

패드 1

비사용

패드 2

루프 활성화 (루프 인 포인트로 비이동)

2 [AUTO LOOP] 컨트롤을 돌립니다.

패드 3

비어 있는 루프 슬롯에 루프 저장 (자동 루프의 경우에만)

루프 아웃 포인트를 미조정 합니다.

패드 4

루프 슬롯 간에 커서 이동 (위로)

3 패드 6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패드 5

루프 인 포인트 설정

패드 6

루프 아웃 포인트 설정

루프 아웃 포인트 조정 모드가 취소되고, 본 기기가 정상 루프 재생으로
되돌아 갑니다.

패드 7

루프 재생 다시 시작/루프 재생 취소

패드 8

루프 슬롯 간에 커서 이동 (아래로)

Ko

샘플러 속도 모드 사용하기

멀티 FX 모드로 조작하기

샘플러 속도 모드가 켜져 있을 때, 퍼포먼스 패드를 탭하신 강도에 따라
샘플 볼륨 레벨이 변경됩니다. 퍼포먼스 패드를 강하게 탭하시면 볼륨
레벨이 증가하고, 약하게 탭하시면 감소합니다.
샘플러 속도 모드가 꺼져 있을 때, 퍼포먼스 패드를 탭하신 강도와 무관
하게 Serato DJ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볼륨 레벨에서 사운드가 트리거
됩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TAP] 버튼을 눌러 Serato
DJ의 DJ-FX 모드를 멀티 FX 모드로 전환합니다.
버튼을 조작하실 때마다 멀티 FX 모드 및 싱글 FX 모드 간에 모드가 전
환됩니다.

2 왼쪽에 있는 [FX ASSIGN] 버튼을 눌러 이펙트가 배정된
데크를 선택합니다.

고급조작

샘플러 속도 모드 켜기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AMPLER]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SAMPLER] 모드 버튼이 점멸하고, 샘플러 속도 모드가 켜집니다.

1

1

ON

1

2

3

4

SLIP

3

샘플러 속도 모드 끄기

1

2

SYNC

2

2
4

[SAMPLER] 모드 버튼을 누르시면, [SAMPLER] 모드 버튼의 점멸이 중
지되고, 계속해서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며, 모드가 정상 샘플러 모드로
전환됩니다 (샘플러 속도 모드가 꺼집니다).
! 유틸리티 모드에서 속도 커브 및 애프터 터치 기능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터치가 활성화 되어 있을 때, 패드를 누르시는 강도에 따라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시는 동안 샘플의 볼륨 레벨이 변경됩니다. 또
한, 유틸리티 모드에서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을 변경하
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19페이지의 본 기기의 설정 변경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1에, [FX ASSIGN] 2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2에 배정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3에 배정하시고,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2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4에 배정합니다.
! 이펙트를 전체 (마스터) 사운드에 적용하시려면, 컴퓨터 상의
[M]를 클릭합니다.

이펙트 사용하기

두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하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누릅니다.
세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하시려면,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누릅니다.

Serato DJ는 두개의 이펙트 기기를 포함합니다: FX1 및 FX2. 이 이펙트
를 전체 사운드 또는 선택하신 데크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는 본 기기를 조작하여 이펙트 기기 1 (FX1)에 배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3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첫번째 이펙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1

1
3

Serato DJ 이펙트 기기 화면 디스플레이

2

멀티 FX 모드: 이펙트 기기 당 최대 세개의 이펙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
각 이펙트는 하나의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1

1

1

2

3

2
4

ON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펙트 타입이 Serato DJ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4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첫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눌러 두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세번째 이펙트를 켭니다.

5

4

5

4

5

4

싱글 FX 모드: 이펙트 기기 당 하나의 이펙트를 선택하실 수 있고, 복수
의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1

2

1

1
3

2

3

2
4

ON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해당 이펙트의 [ON] 버튼이 Serato DJ 화면상에 하이라이트 됩니다.

5
1
2
3
4
5

4

4

4

4

4

이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이펙트 타입을 표시합니다.
이는 이펙트 시간을 표시합니다.
그 이펙트 기기가 배정된 데크의 번호가 하이라이트 됩니다.
이는 이펙트 파라미터 상태를 표시합니다.
이는 이펙트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표시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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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펙트 파라미터 1 컨트롤을 조작하여 첫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5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또는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조작하여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전환합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2 컨트롤을 조작하여 두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
정합니다.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을 조작하여 세번째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
정합니다.

1

1
3

2

2
4

ON

!
!

ON

ON

FX
SELECT

ON

FX
SELECT

FX
SELECT

ON

ON

FX
SELECT

FX
SELECT

TAP

FX
MODE

3

4

일부 타입의 이펙트의 경우, 파라미터를 켜고 끄는 것만이 가능합니
다.
선택하신 이펙트에 따라 버튼을 조작하시더라도 점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이펙트 파라미터 컨트롤을 조작하여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FX
SELECT

6 [FX BEATS] 컨트롤을 돌려 이펙트 시간을 조정합니다.

1

ON

1
3

2

ON

FX
SELECT

ON

FX
SELECT

FX
SELECT

2
4

ON

!

ON

FX
SELECT

FX
SELECT

ON

TAP

FX
SELECT

FX
MODE

3

4

또한, [TAP] 버튼을 탭하신 인터벌로부터 이펙트 시간에 대한 기
초로 BPM 값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9페이지의 이펙트의 템포 모드 전
환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7 [FX BEATS] 컨트롤을 돌려 이펙트 시간을 조정합니다.

싱글 FX 모드로 조작하기

1

1
3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TAP] 버튼을 눌러 Serato
DJ의 DJ-FX 모드를 싱글 FX 모드로 전환합니다.
버튼을 조작하실 때마다 멀티 FX 모드 및 싱글 FX 모드 간에 모드가 전
환됩니다.

2 왼쪽에 있는 [FX ASSIGN] 버튼을 눌러 이펙트가 배정된
데크를 선택합니다.

1

1

ON

1

1

2

2

3

4

3

2
4

ON

!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또한, [TAP] 버튼을 탭하신 인터벌로부터 이펙트 시간에 대한 기
초로 BPM 값을 사용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9페이지의 이펙트의 템포 모드 전
환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Serato Video 사용하기

SLIP

Serato Video의 조작에 곤한 상세한 내용, 사용 가능한 코덱의 기능
및 정보에 관한 설명은 Serato Video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SYNC

2

2

2
4

[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1에, [FX ASSIGN] 2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2에 배정합니다.
!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데
크 3에 배정하시고,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FX ASSIGN] 2 버튼
을 눌러 이펙트를 데크 4에 배정합니다.

Serato Video 취득하기

3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이펙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1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 접속하여 [DDJ-SP1]
밑에 있는 [Software Info]를 클릭합니다.

선택되어 있는 이펙트가 Serato DJ 화면상에 표시됩니다.

2 Serato Video 다운로드 페이지로의 링크를
클릭합니다.

4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이펙트를 켭니다.

1

1
3

2

2
4

ON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버튼을 누르실 때마다, 이펙트가 켜짐 및 꺼짐 간에 전환됩니다.
! 이펙트의 [ON] 버튼이 Serato DJ 화면상에 하이라이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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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pioneerdj.com/support/
Serato Video의 취득 방법은 본 기기의 서포트 페이지에 제공됩니다.

화면상의 지시를 따라,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 및 본 기기에 부속된
Serato Video 쿠폰상에 표시된 쿠폰 코드를 입력합니다.

Serato Video 설치하기
!

4 [Install]를 클릭하여 Serato Video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컴퓨터 상에 Serato Video를 설치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Serato DJ
를 설치하셔야만 합니다.

 설치과정 (Windows)
1 다운로드하신 파일의 압축을 푸신 후, 압축이 풀린
파일을 더블클릭하여 인스톨러를 가동합니다.

고급조작

설치가 완료되면 성공적인 설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5 [Finish]를 클릭하여 Serato Video 인스톨러를
종료합니다.

2 라이센스 동의 사항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I
accept the terms in the license agreement]를 선택하신 후,
[Next]를 클릭합니다.

 설치과정 (Mac OS X)
1 다운로드 하신 파일을 더블클릭합니다.
Serato Video.pkg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더블클릭하여 Serato Video
인스톨러를 가동합니다.
!

소프트웨어 사용 라이센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Cancel]
를 클릭하여 설치를 취소합니다.

3 Serato Video의 설치 유형을 선택하신 후, [Next]를
클릭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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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속]를 클릭합니다.

5 [닫기]를 클릭하여 Serato Video 인스톨러를
종료합니다.

3 라이센스 동의 사항을 주의깊게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를 클릭합니다.

Serato DJ와의 Serato Video 사용 활성화
하기
 Serato Video 승인하기
Serato DJ와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Serato Video를 승인하셔야만 합니
다.

1 Serato DJ를 가동하시고 Serato Video 설정을
수행합니다.
Serato Video를 설치하신 후, Serato DJ를 가동하시고 [SETUP] >
[Expansion Packs]에서 화면을 표시합니다.

2 Serato Video 시리얼 넘버를 입력합니다.
!

라이센스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동의하지 않음]를 클릭하
여 설치를 취소합니다.

4 [설치]를 클릭하여 Serato Video의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성공적인 설치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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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Packs] 화면으로부터 [AVAILABLE EXPANSION PACKS] 중
에서 [Serato Video]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Enable Serato Video]를 확인하시고, 취득하신 시리얼 넘버
를 입력하신 후, [OK]를 클릭합니다.
! 시리얼 넘버를 취득하시려면,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 상
에서 본 기기의 서포트 사이트로의 링크에 접속하신 후, 반드시
본 기기에 부속된 Serato Video 쿠폰상에 표시된 쿠폰 코드를
입력하셔야만 합니다.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로 전환하기

2 [Image]를 클릭하시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1 [LOAD] 버튼을 사용하여 비디오 파일을 데크에
로드합니다.
2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 또는 오른쪽
[AUTO LOOP] 컨트롤을 눌러 모드를 전환합니다.
AUTO LOOP

1

1

2

2

3

4

사용 가능한 이미지 파일의 포맷에 관해서는 Serato Video의 사용설명
서를 참조하십시오.

3 본 기기의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이미지 이펙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4 [Alignment]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패드를 조작하여
이미지 이펙트의 표시 위치를 조정합니다.

고급조작

5 [Animation]의 오른쪽에 있는 풀다운 메뉴로부터
애니메이션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SYNC

애니메이션의 스크롤 방법, 속도 등을 선택합니다.
본 기기가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로 전환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 또는 오른쪽 [AUTO LOOP] 컨트롤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Serato Video를 제어하는 모드가 취소됩니다.
! 이 모드에서는 본 기기로부터 DJ-FX 이펙트를 제어하실 수 없습니
다.
! Serato Video를 제어하시려면, 유틸리티 모드에서 반드시 고급
MIDI를 해제하셔야만 합니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19페이지의 본 기기의 설정 변경하기 를
참조하십시오.

6 [Size] 컨트롤을 조작하여 이미지 이펙트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7 [Output]의 오른쪽에 있는 [L], [M] 또는 [R]를
클릭하여 이미지 이펙트의 출력 채널을 선택합니다.
[L]: 왼쪽 채널
[M]: 믹스 출력
[R]: 오른쪽 채널

8

를 클릭합니다.

조정이 저장됩니다.

비디오 이펙트 사용하기

 이미지 이펙트 조작하기

각각의 왼쪽 및 오른쪽 채널에 대해 최대 두개의 비디오 이펙트를 설정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왼쪽 채널의 비디오 이펙트를 조작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립
니다.

1 본 기기의 왼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이미지 이펙트를 켭니다.
2 본 기기의 왼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을 돌려
이미지 이펙트의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이펙트 슬롯 1 비디오 이펙트 조작하기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누르시고 이펙트 슬롯 1에 대한 비디오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2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을 눌러 선택하신 비디오
이펙트를 켭니다.

텍스트 이펙트 사용하기
 텍스트 이펙트 사용을 위해 준비하기
컴퓨터 화면상의 [TEXT EFFECTS] 패널에서 주요한 조작이 수행됩니다.

3 이펙트 파라미터 1 컨트롤을 돌려 선택하신 비디오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이펙트 슬롯 2 비디오 이펙트 조작하기

1 컴퓨터 화면상의 비디오 패널에 있는
[TEXT EFFECTS] 패널을 엽니다.

를 클릭하여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누르시고 이펙트 슬롯 2에 대한 비디오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2 컴퓨터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자 입력 필드에
표시하시려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2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을 눌러 선택하신 비디오
이펙트를 켭니다.

폰트 스타일, 컬러 및 크기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3 이펙트 파라미터 2 컨트롤을 돌려 선택하신 비디오
이펙트의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4 본 기기의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본 기기의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텍스트
이펙트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선택합니다.

이미지 이펙트 사용하기

5 [Alignment]의 오른쪽에 표시되는 패드를 조작하여
텍스트 이펙트의 표시 위치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이펙트 사용을 위해 준비하기

6 [Animation]의 오른쪽에 있는 풀다운 메뉴로부터
애니메이션의 옵션을 선택합니다.

컴퓨터 화면상의 [IMAGE EFFECTS] 패널에서 주요한 조작이 수행됩니
다.

1 컴퓨터 화면상의 비디오 패널에 있는
[IMAGE EFFECTS] 패널을 엽니다.

를 클릭하여

3 [Font]를 클릭하시고 폰트를 설정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스크롤 방법, 속도 등을 선택합니다.

7 [Output]의 오른쪽에 있는 [L], [M] 또는 [R]를
클릭하여 텍스트 이펙트의 출력 채널을 선택합니다.
[L]: 왼쪽 채널
[M]: 믹스 출력
[R]: 오른쪽 채널

8

를 클릭합니다.

조정이 저장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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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스트 이펙트 조작하기

2 [SLIP] 버튼을 누릅니다.

1 본 기기의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을 눌러
텍스트 이펙트를 켭니다.

3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2 본 기기의 오른쪽에 있는 이펙트 파라미터 3 컨트롤을
돌려 텍스트 이펙트의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누르신 패드에 배정된 루프 인 포인트로부터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 루프의 길이는 자동 루프에 대해 설정된 비트수 입니다.
루프 재생시에도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4 동일한 퍼포먼스 패드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페이더 전환 기능 사용하기
여기에서는 본 기기와 연동하여 사용되는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의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여 왼쪽 채널의 비디오를 오른쪽 채널의 비디오
로 전환하는 조작을 설명해 드립니다.

1 왼쪽 또는 오른쪽 [FX BEATS] 컨트롤을 돌려 전환
이펙트의 타입을 선택합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TAP] 버튼을 누르시면, 전환 이펙트 타입이 순서대
로 전환됩니다.

루프가 취소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
다.

자동 슬립 루프
자동 루프 조작을 수행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드
사용하기 및 [AUTO LOOP] 컨트롤 사용하기. 두가지 방법에 대해 자동
슬립 루프가 가능합니다.

2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 또는 오른쪽 [TAP]
버튼을 눌러 크로스페이더 링크를 켭니다.

 퍼포먼스 패드를 사용하여 자동 슬립 루프 수행하기

크로스페이더 링크가 켜져 있을 때, 컴퓨터에 연결된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의 크로스페이더를 사용하여 왼쪽 채널의 비디오로부터 오른
쪽 채널의 비디오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ROLL]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3 컴퓨터에 연결된 DJ 믹서 또는 DJ 컨트롤러의
크로스페이더를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합니다.

2 [SLIP] 버튼을 누릅니다.

왼쪽 채널의 비디오로부터 오른쪽 채널의 비디오로 비디오가 전환됩니
다.

슬립 모드 사용하기
슬립 모드가 켜져 있을 때, 루프 또는 핫 큐 재생시, 정상 재생이 원래의
리듬으로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루프 또는 핫 큐 재생이 취소되
면, 루프 또는 핫 큐 재생시 트랙이 진행된 위치로부터 정상 재생이 다
시 시작됩니다. 리듬을 깨지 않으면서 다양한 연주를 위해 슬립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드 모드가 핫 큐, 핫 루프, 자동 루프, 또는 수동 루프 모드에 설정되어
있을 때, 슬립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슬립 모드를 설정하시면, [SLIP] 버튼이 점등되어 사운드가 백그라
운드에서 재생되는 동안 점멸합니다.

슬립 핫 큐
1 [HOT CUE]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패드 모드가 자동 루프 모드로 설정됩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3 퍼포먼스 패드를 누릅니다.
누르신 패드에 배정된 비트수를 가진 루프가 재생됩니다.
루프 재생시에도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4 동일한 퍼포먼스 패드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루프가 취소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
다.

 [AUTO LOOP] 컨트롤을 사용하여 자동 슬립 루프
수행하기
1 [SLIP]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2 [AUTO LOOP] 컨트롤을 돌립니다.
자동 루프에 대한 비트수를 선택합니다.

3 [AUTO LOOP] 컨트롤을 누릅니다.

패드 모드가 핫 큐 모드로 설정됩니다.

특정 비트수를 가진 루프가 설정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루프 재생시에도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2 핫 큐를 설정합니다.

4 [AUTO LOOP] 컨트롤을 다시 한번 누릅니다.

퍼포먼스 패드를 눌러 핫 큐를 설정합니다.

3 [SLIP]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루프가 취소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
다.

수동 슬립 루프

4 재생시 퍼포먼스 패드를 계속해서 누릅니다.
핫 큐가 설정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
고 계신 한, 재생이 계속됩니다.
핫 큐가 재생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정상 재생이 계속됩니다.

 루프 생성 및 슬립하기

5 퍼포먼스 패드로부터 손가락을 떼어냅니다.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LICER]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슬립 핫 루프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HOT CUE]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패드 모드가 핫 루프 모드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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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모드가 수동 루프 모드로 설정됩니다.

2 [SLIP]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3 패드 5를 눌러 루프 인 포인트를 설정하신 후, 패드 6을
누릅니다.
루프 아웃 포인트가 설정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루프 재생시에도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HOT CUE

ROLL

HOT LOOP

AUTO LOOP

LOOP ACTIVE

1

SLICER

SAMPLER

MANUAL LOOP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1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SLOT

SAVE

2

VELOCITY

3

4

1

1
3

IN

OUT

RELOOP / EXIT

2

SLOT

2
4

5

6

7

ON

8

루프가 취소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
다.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3 왼쪽에 있는 퍼포먼스 패드를 사용하여 속도 커브를
선택합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속도 커브가 어떤 패드가 점멸하는지에 의해 표시
됩니다.

 루프 슬롯에서 루프를 사용하여 슬립하기

⾎Ặ#4

⾎Ặ#5

⾎Ặ#6

고급조작

4 패드 2 또는 패드 7을 누릅니다.

FX
SELECT

⾎Ặ#7

1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LICER] 모드 버튼을
누릅니다.
패드 모드가 수동 루프 모드로 설정됩니다.

2 [SLIP] 버튼을 누릅니다.
모드가 슬립모드로 전환됩니다.
슬립모드를 취소하시려면, [SLIP]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커브 1

3 패드 4 또는 패드 8을 눌러 재생하실 루프를 선택합니다.
PLGL#
ᖆ#

4 패드 7을 누릅니다.
선택하신 루프가 불러오기 되고 루프 재생이 시작됩니다.
루프 재생시에도 정상 재생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속됩니다.

5 패드 7 또는 패드 2를 다시 한번 누릅니다.
루프가 취소되고 백그라운드에서 도달된 위치로부터 재생이 시작됩니
다.

⸆∶

⸆Ꭺ

⚚⦦#㏒ᖆᨦ#ኮ᨞ጾ#ಿᑮ
커브 2

본 기기의 설정 변경하기

PLGL#
ᖆ#

다음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하기

선택된 항목명

초기 설정

샘플러 속도 모드 속도 커브 선택

커브 1

샘플러 속도 모드 애프터 터치 설정

애프터 터치 해제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가기 위한 방
법 설정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AMPLER]
버튼을 누르시면,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사용하실 DJ 소프트웨어의 설정

Serato DJ 사용

데모 모드 설정

데모 모드를 켭니다

슬립 모드 점멸 설정

슬립 모드 점멸 활성화

트랙을 로드하실 때의 조명 설정

조명 타입 1

고급 MIDI 설정

고급 MIDI 해제

⸆∶
⸆Ꭺ
⚚⦦#㏒ᖆᨦ#ኮ᨞ጾ#ಿᑮ
커브 3

PLGL#
ᖆ#

⸆∶
⸆Ꭺ
⚚⦦#㏒ᖆᨦ#ኮ᨞ጾ#ಿᑮ
커브 4

샘플러 속도 모드의 속도 커브 설정 변경하기
다음의 과정을 사용하여 샘플러 속도 모드의 속도 커브를 설정합니다.
4타입의 속도 커브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커브 1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PLGL#
ᖆ#

⸆∶
⸆Ꭺ
⚚⦦#㏒ᖆᨦ#ኮ᨞ጾ#ಿᑮ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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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러 속도 모드의 애프터 터치 설정
활성화하기

Serato DJ 이외의 DJ 소프트웨어 사용하기

본 기기의 퍼포먼스 패드에 대해 샘플러 속도 모드를 켜시면, 애프터 터
치 설정을 켜고 끄실 수 있습니다.
애프터 터치 설정 해제: 샘플러 볼륨이 퍼포먼스 패드를 처음에 누르신
강도에 따라 변합니다만, 처음으로 누르신 후에 패드를 누르고 계신 동
안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애프터 터치 설정 활성화: 샘플러 볼륨이 퍼포먼스 패드를 처음에 누르
신 강도 및 처음으로 누르신 후에 패드를 누르고 계신 동안의 강도에 따
라 변합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애프터 터치 설정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Serato DJ 이외의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위한 컨트롤러로 본 기기
를 사용하시려면, 본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 초기 설정으로는 본 기기가 Serato DJ를 사용하도록 설정되어 있습
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1 [TAP]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1

1
3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1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2

ON

1

1
3

2

2

2
4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을 누릅니다.
!
!

패드 1 점등: 사용중인 Serato DJ 이외의 소프트웨어
패드 1 소등: 사용중인 Serato DJ

4

ON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4

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 또는 패드 2을 누릅니다.
!
!

패드 1 점멸: 애프터 터치 해제
패드 2 점멸: 애프터 터치 활성화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 변경하기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AMPLER] 버튼을 누르
시면, 본 기기가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데모 모드 해제하기
본 기기 상에서는 정상 사용 조건 하에서 10분 이상 아무런 조작도 수
행되지 않을 때 데모 모드가 설정됩니다. 이 데모 모드는 끄실 수 있습
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데모 모드가 켜져 있습니다.
! 데모 모드에 설정되어 있는 동안 본 기기 상에서 컨트롤 또는 버튼
을 조작하시면, 데모 모드가 취소됩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2 이펙트 파라미터 1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1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1

1
3

2

2
4

1

1
3

3

2

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

패드 1 점멸: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SAMPLER] 버튼을 누르시
면,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패드 2 점멸: [SAMPLER] 버튼을 1초 이상 누르실 때, 샘플러 속도
모드로 들어갑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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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SELECT

ON

FX
SELECT

ON

FX
SELECT

TAP

FX
MODE

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을 누릅니다.
4

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 또는 패드 2을 누릅니다.
!

ON

2
4

ON

4

!
!

패드 1 점등: 데모 모드를 켭니다
패드 1 소등: 데모 모드를 끕니다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슬립 모드 점멸 설정

고급 MIDI 설정 활성화 하기

슬립 모드 점멸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SLIP] 버튼을 누르시면, 슬립 모
드와 관련된 버튼 및 컨트롤 ([AUTO LOOP] 컨트롤, [HOT CUE] 모드 버
튼 등)이 점멸합니다. 이 설정으로 버튼의 점멸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슬립 모드 점멸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Serato DJ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래의 기능 개선과 함께 고급 MIDI 기능
이 사용됩니다. 고급 MIDI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본 기기의 [AUTO LOOP] 컨트롤을 누르시면, 이펙트 파라미
터 컨트롤, [FX BEATS] 컨트롤, 이펙트 파라미터 버튼 및 [TAP] 버튼이
특별 MIDI 코드로 전환됩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고급 MIDI 설정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 본 기기로 Serato Video를 제어하시려면, 고급 MIDI 설정을 해제하
십시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고급조작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2 이펙트 파라미터 2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고급 MIDI 설정이 적용되는 버튼 및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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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SLOT

7

DDJ-SP1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2 [TAP]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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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1 점멸: 슬립 모드 점멸 활성화
패드 2 점멸: 슬립 모드 점멸 해제

1

1
3

2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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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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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 또는 패드 2을 누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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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 1 점멸: 고급 MIDI 설정 해제
패드 2 점멸: 고급 MIDI 설정 활성화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트랙이 로드될 때 조명 설정 변경하기
트랙이 로드될 때 조명이 점등되는 패턴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 초기 설정으로는 조명 타입 1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BACK] 버튼을 1초 이상 눌러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2 로터리 셀렉터를 돌려 FX2 이펙트 파라미터 3 버튼이
점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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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왼쪽 퍼포먼스 패드상의 패드 1 또는 패드 2을 누릅니다.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값이 어떤 패드가 점멸하는지에 의해 표시됩니다.
! 패드 1 점멸: 조명 타입 1 선택
! 패드 2 점멸: 조명 타입 2 선택

4 로터리 셀렉터를 누릅니다.
이는 본 기기의 메모리에 설정된 파라미터를 저장합니다.
파라미터가 저장되고 있을 때, 이펙트 부분의 8개의 버튼이 점멸합니
다. 이 때에 USB 케이블을 본 기기로부터 분리하지 마십시오.

5 [BACK] 버튼을 누릅니다.
본 기기가 유틸리티 모드로부터 다시 정상 조작으로 전환됩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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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문제해결
!

!

잘못된 조작이 종종 문제나 고장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컴포넌트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다음의 포인트 및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에서 [DDJ-SP1]에 대한 [FAQ]를 확인하십시오.
http://pioneerdj.com/support/
때때로 문제의 원인은 또다른 컴포넌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중인 기타 기기 및 전기 제품을 점검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까운
파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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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확인

대책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부속된 USB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속된 USB 케이블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연결된 컴퓨터의 USB 포트로부터의 전원 공급이
불충분 합니까?

충분한 전원을 제공하는 USB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DJ 연주를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장치가 다른 USB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이를 또한 분리하여 충분한 전원을 확보하십시오.
연결된 컴퓨터를 배터리 상에서 가동하시기보다 AC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으로 가동해 보십시오.

본 기기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패드
모드 버튼이 점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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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된 USB 케이블이 바르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속된 USB 케이블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USB 허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USB 허브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부속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본 기기를 직접 연결하십시오.

Serato DJ 공인 컨트롤러, 오디오 인터페이스 또는
믹서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Serato DJ 공인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십시오.

최신 버전의 Serato D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계
십니까?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십시오.

인디케이터가 흐릿합니다.

[DIMMER] 스위치가 [ON] 위치에 설정되어 있습
니까?

[DIMMER] 스위치를 [OFF] 위치에 설정하십시오.
[DIMMER] 스위치를 [ON] 위치로부터 [OFF] 위치로 전환하시기 전에, 본 기
기에 연결된 USB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USB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을 때,
스위치가 [OFF] 위치에 설정되어 있으면, 인디케이터가 더 밝아지지 않습니
다.

패드를 누르는 강도에 따라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는 동안 샘플러 볼륨이 변
경되지 않습니다.

애프터 터치가 해제되어 있습니까?

유틸리티 모드로 전환하고 애프터 터치를 활성화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트랙이 표시되지 않습
니다.

음악파일을 들여오기 하셨습니까?

음악파일을 바르게 들여오기 하십시오.
음악파일을 들여오는 상세한 내용은 Serato DJ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참조하
십시오.

아무런 트랙도 포함되지 않은 crate 또는 subcrate
가 선택되어 있습니까?

트랙을 포함한 crate 또는 subcrate를 선택하시거나 crate 또는 subcrate에
트랙을 추가하십시오.

Serato Video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Serato Video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파이오니아 DJ 서포트 사이트(http://pioneerdj.com/support/)에 접속하여
본 기기의 서포트 페이지로부터 Serato Video를 취득하신 후 설치하십시오.

DJ-FX (이펙트)를 제어하실 수 없습
니다.

[AUTO LOOP] 컨트롤의 가장자리가 빛나고 있습
니까?

Serato Video 컨트롤 모드가 설정됩니다.
[SHIFT] 버튼을 누르신 채 왼쪽 또는 오른쪽 [AUTO LOOP] 컨트롤을 눌러 이
모드를 취소합니다.

데크 3 또는 데크 4로 트랙을 로드하
실 수 없습니다.

[DECK] 버튼이 점등되어 있습니까?

[DECK] 버튼을 누르신 후, 점등되면 [LOAD] 버튼을 누릅니다.

Ko

기타 DJ 소프트웨어에 대해 컨트롤러로서
사용하기

추가정보

DDJ-SP1는 또한 버튼 및 컨트롤에 대한 작동 데이터를 MIDI 포맷으로
출력합니다. USB 케이블을 경유하여 MIDI와 호환되는 내장형 DJ 소프
트웨어를 컴퓨터에 연결하시면, 본 기기 상에서 DJ 소프트웨어를 조작
하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로서 사용하여 Serato DJ 소프트웨어 이외의 DJ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시려면, 유틸리티 모드에서 Serato DJ 소프트웨어 이외의 소프
트웨어 사용을 위한 설정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DJ 소프트웨어의 MIDI
관련 설정을 수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갖고 계신 DJ 소프트웨어의 취급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MIDI 메시지에 관하여
본 기기의 MIDI 메시지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List of MIDI
Messages”를 참조하십시오.
! “List of MIDI Messages”를 다음의 URL로부터 취득하실 수 있습
니다:
http://pioneerdj.com/support/

상표 및 등록 상표에 관하여
!
!

Pioneer는 PIONEER CORPORATION의 등록상표입니다.
Microsoft, Windows and Windows Vista는 미국 및 해당국가에 있
어 Microsoft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 Mac, Mac OS 및 Finder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 Intel 및 Intel Core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있어 Intel Corporation의
상표입니다.
! Serato DJ 및 Serato Video는 Serato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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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 을 방문하십시오.

저작권에 대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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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제품의 사양과 디자인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13 PIONEER CORPORATION. 모든 권리 소유.
PIONEER CORPORATION
1-1, Shin-ogura, Saiwai-ku, Kawasaki-shi, Kanagawa 212-0031,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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