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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 사용자 매뉴얼  

클린 페달 플랫폼, 스피커 케비넷 시뮬레이터, 무소음 스테이지 솔루션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매뉴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사용자분과 기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작 되었습니다. 

제작사  

OROSYS SAS (Two Notes Audio Engineering) 

76 rue de la Mine 

34980 Saint-Gély-du-Fesc France 

Tel: +33 (0)484 250 910 

Fax: +33 (0)467 595 703 

Contact and support: http://support.two-notes.com 

Website: http://www.two-notes.com 

http://www.two-not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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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표시가 있는 항목은 특별히 더 

주의하셔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주의 사항 

1. 제품에 명시된 적합한 볼트의 파워 아답터(혹은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2V 

200mA). 적합하지 않은 파워 아답터 혹은 불량 제품을 사용할 경우 제품의 파손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파손 시 A/S가 불가하며 별도의 수리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사용 시 과도한 열이 발생하는 환경, 축축하거나 물에 닿는 환경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하

십시요. 

3. 제품을 닦을 때는 마른 천만을 사용하고 알콜 및 기타 알콜 성분이 함유된 세정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4. 모든 A/S 사항은 Two Notes Audio Engineering에서 인증된 테크니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직접 수리를 진행할 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절대 직접 수리를 시도하지 마십시요.

고장 및 제품 불량이 의심될 경우 반드시 구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사 : Orosys Sas 

제품군 : 디지털 오디오 프로세서 

제품명 : Torpedo C.A.B.M 

테스트 매니저 : Guillaume Pille 

수입처 : 사운드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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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 소개 

Two Notes Audio Engineering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해는 Torpedo C.A.B.M+(Cabinets in A Box +)는 

기타리스트의 연주장비와 PA,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이의 사라진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기기입니다. 

기기에 탑재된 하이엔드 기술로 만들어진 최고급 가상 케비넷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연주자가 직

접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IR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는 

Torpedo 하드웨어 시리즈 중에서도 많은 연주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작은 페달형으로 공

연무대, 가정 및 스튜디오 녹음에 적합하게 개발된 기기입니다. 이 제품은 무대 위나 스튜디오에

서 기타리스트, 베이스 연주자, 음향 기술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며 다년간의 기술연구개발 끝에 

개발되었습니다. Two Notes Audio Engineering의 목표는 사용 편의성, 신뢰성, 다기능성, 그리고 무

엇보다도 최상의 오디오 음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Torpedo 테크놀로지는 원하는 음량으로 연주하기 힘든 앰프와 운반이 어려운 케비넷 등 부족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장비 안에서 항상 쫓기는 뮤지션들의 요구에 의해서 탄생하였습니다. 덧붙이

자면 많은 수의 뮤지션들이 아날로그 앰프와 이펙터 페달이 편안하고 익숙하며 스타일과 사운드

의 성향이 디지털 멀티 이펙터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연주자분들을 위해 프리앰프, 

튜너기능까지 담았으며 멀티 이펙터 유저의 경우도 마이킹, 케비넷, EQ등 다양한 옵션과 최고의 

사운드로 제한적인 부분없이 사운드의 영역을 더 넓게 그리고 손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

다. 

 

연주자들에게 Torpedo C.A.B.M+는 마이킹에 대한 최상의 "가상공간"을 제공하며, 컨벌루션 리

버브에서 파생된 기술을 사용한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생생한 

사운드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는 소리를 PA나 레코딩 장비로 직접 보내

기 위해 페달 보드의 마지막 단계 또는 앰프 섹션 뒤에 장착가능하며 연주자들이 갖춰야 할 완벽

한 라인 출력기기 입니다. 

 

Torpedo C.A.B.M+ 업데이트(v 5.03 이상)에는 파워앰프 시뮬레이터, CAB SIM 및 기존 Torpedo 

C.A.B.M의 이미 널리 알려진 놀라운 기능들과 함께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놀랍도록 깔끔한 프

리앰프, 오디오 인핸서, 튜너, 추가 리버브 및 노이즈 게이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구매하

신 유저분들은 반드시 사용 전 기기를 PC 혹은 Mac에 연결하여 업데이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펙터 페달은 지난 25년 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많은 연주자들이 페달을 사용하여 톤을 

완성해왔습니다. 새로운 클린 프리앰프와 8개의 파워앰프는 Torpedo C.A.B.M+를 완벽하게 페달보

드를 라이브, 녹음용 플랫폼으로 끌어올렸습니다. Torpedo C.A.B.M+를 보드의 끝에 놓고 P.A.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직접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로써 연주자들이 평소에 조금씩 아쉬워한 톤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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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앰프를 사용하는 연주자의 경우는 앰프헤드와 케비넷 사이에 Torpedo C.A.B.M+를 배치하

여 완벽한 사운드를 믹싱 데스크에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Two Notes CAB SIM은 당신의 스

피커에서 나오는 것만큼 FOH나 DOW 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운드로 끌어올려 줄 것

입니다. 

 

Torpedo C.A.B.M+는 엄선된 32개의 Two Notes 케비넷, 오리지널 '74 SilverFace B'man을 기반으

로 한 깔끔한 프리앰프, 튜브 파워앰프 에뮬레이션, 그리고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재현하도록 

고안된 다양한 이펙팅 효과와 함께 제공됩니다. 

 

원스톱 온라인 CAB SIM 스토어인 Two Notes 스토어를 통해 라이선스(및 제품) 케비넷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CAB SIM도 기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장된 최상 등급 수준의 가상 마이크는 1개의 케비넷에 2개의 마이크로폰을 선택하고, 마이크

로폰의 위치를 케비넷 앞 혹은 뒤에 배치, 섬세하게 조정함으로써 연주자가 원하는 완벽한 수음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는 연주자가 전문 스튜디오에서 음향 엔지니어의 역할

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Two notes는 현실감과 편안함을 주기 위해 콘볼루션 테크닉들의 적용을 바탕으로 독특한 기술

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케비넷과 마이크 설정의 측정을 시작으로 Torpedo C.A.B.M+는 측정된 대

로 시스템을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이크의 공간 위치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디지털 알고리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최고급의 오디오 디자인은 완벽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과 넓은 Dynamic Range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사실적인 연주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해당 기기는 다양한 전문 스튜디오와 무대 환경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으며, 많은 연주자들

이 본인 장비의 사운드를 전문가의 수준으로 캡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Torpedo C.A.B.M+

는 언제 어디서나 프로 녹음 스튜디오의 프로듀서들도 놀랄 만한 사운드를 완성해 줄 것입니다. 

 

Torpedo C.A.B.M+는 로드박스가 아닙니다. 해당 기기를 앰프헤드와 사용

할 경우 반드시 기기의 Speaker Out을 통해 케비넷과 연결해주시기 바랍

니다. 이 경우 앰프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스피커 케비넷 임피던스와 일치

해야 합니다. 스피커를 연결하지 않을 시 앰프와 기기 모두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A/S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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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 각 부위별 명칭 

1- Parameter/Preset Encoder 파라미터/프리셋 인코더 

2- Value/Volume Encoder 벨류/볼륨 인코더 

3- OLED display screen  OLED 디스플레이 스크린 

4- Amp/Instrument/Line input  앰프/악기/라인 인풋 

5- Speaker Output  스피커 아웃풋(경고! 만약 튜브 앰프헤드를 직접 연결할 경우 반드시 케비넷 

혹은 로드박스를 해당 스피커 아웃풋에 연결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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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put level selector 인풋 레벨 셀렉터 

7- USB for Remote application 리모트 프로그램 연결 USB 포트 

8- Mains power adapter connector 메인 파워 커넥터 

9- Headphones output 헤드폰 아웃풋 

10- Auxiliary input Aux 인풋 (MP3 플레이어 등, 음원 재생 플레이어 연결) 

11- Ground lift switch 접지 스위치 

12- Balanced XLR DI output 발란스드 XLR 다이렉트 아웃풋 

13- Balanced TRS jack output 발란스드 TRS잭 아웃풋 

 

오로지 스피커 시뮬레이션으로만? 

 

Torpedo C.A.B.M+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기타, 베이스 연주 시 다 

음과 같이 필요한 셋업 상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베이스 프리앰프 

-기타/베이스 파워앰프 

-스피커 케비넷 

-마이크로폰  

-마이크로폰, 앰프 

 

위의 모든 셋팅에서 기타/베이스 마이킹을 프로 스튜디오 환경에 가까운 최상의 사운드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 마이킹 3단계  

 

1. 프리앰프를 켠 후 파워앰프(만약 앰프 헤드와 케비넷 사이에 연결하여 사용할 시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off)와 원하는 스피커 케비넷, 두 가지의 마이크를 각각 선택합니다.  

2. 버츄얼 스튜디오 안에 마이크의 위치를 바꿔가며 원하는 위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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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후 다른 이펙터의 톤을 잡습니다(EQ, Enhancer 그리고 리버브 등) 

 

Two Notes는 각 단계에서 오디오 엔지니어링 시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고 

음악가(연주 감각)와 청취자(음질) 모두에게 최대한 리얼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자체적인 노하

우를 구현하였습니다. Two notes Torpedo C.A.B.M+에는 최대 32개의 Two notes 케비닛을 로드할 

수 있으며 Two notes Audio Engineering 웹사이트에서 무료 Torpedo Remote 소프트웨어(Mac OS 

X 및 Windows PC)를 다운로드하면 프로그램안에서 케비넷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Two notes Store에는 현재 300개 이상의 Two notes 케비넷이 있으며, 실시간으로 사운드를 테스

트해보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연결 필요). 

 

프리앰프 

 

프리앰프는 오리지널 '74 Fender SilverFace B’man 앰프를 구현하였습니다. 

 

파워앰프 

 

기타/베이스 프리앰프를 다른 스피커 에뮬레이터와 함께 사용할 때 연주자는 전체 사운드 질감

에서 파워앰프의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뮤지션들은 이 부분을 사운드의 필수적인 요소

로 보고 있으며, Torpedo C.A.B.M+는 놓치지 않고 이 부분을 프로 스튜디오 사운드의 눈높이에서 

접근했습니다. Two notes audio engineering은 AB클래스 푸시풀(PP)에서 4개의 튜브 모델(6L6, 

EL34, EL84, KT888)을 선택하거나 A급 클래스에서 싱글엔드(SE)를 선택할 수 있는 오리지널 튜브 

스테이지 모델링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앰프처럼 이 단계를 활용하여 클리핑/압축된 파워앰프 섹

션이 주는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는 키보드의 Super DI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리스트와 베이시스트들을 

위해 개발된 튜브앰프 시뮬레이션 기능도 신디사이저나 오르간, 디지털 피아노의 소리를 따뜻하

게 만들어주는 매우 흥미로운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Q섹션 

 

기타나 베이스를 녹음할 때, PA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기 전 다양한 이펙팅을 추가하여 

사운드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orpedo C.A.B.M+에 탑재된 EQ는 기타용, 베이스용, 커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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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총 3가지이며 간단하지만 효율적으로 EQ 필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리버브 

 

기타나 베이스를 녹음할 때 특히 멀리 떨어진 마이킹과 함께 룸 사운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Torpedo C.A.B.M+를 사용하면 각각의 다른 울림을 제공하는 녹음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며  Custom 모드를 통해 본인 만의 리버브 사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   

 

Torpedo 테크놀로지, 컨벌루션과 임펄스 리스폰스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IR)는 매우 디테일한 필터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콘볼루션 기

법은 IR과 리버브, 스피커, EQ와 같은 내부 시스템과의 원활한 상호 동작을 만들어 냅니다. 

 

이 때 선형 Linear(즉, 왜곡이 없는)과 시간 변광성 Time-invariant (즉, 변조, 압축 이력 없는)은 고

유의 사운드 시그니처를 시뮬레이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특히 스피커 마이킹 시뮬레이션에 

매우 적합합니다. 

Two Notes는 콘볼루션 기법 적용을 바탕으로 독특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실제 케비넷 + 마

이크 설정의 측정부터, Torpedo C.A.B.M+는 IR 합성을 통해 마이크의 공간 위치를 포함해 측

정된 대로 시스템에서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제 3 임펄스 리스폰스(3rd party Impulse Response) 

 

Torpedo C.A.B.M+는 당사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최고의 기타와 베이스톤을 만들 수 있지만, 타

사에서 구입하거나 다운로드한 .WAV 또는 .AIFF 형식의 IR을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료 

Torpedo Remot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Torpedo C.A.B.M+에 해당 IR들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Torpedo C.A.B+에는 40ms에서 200ms 사이의 IR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512메모리 슬롯이 타사 

IR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메모리 카드를 사용하여 Torpedo C.A.B.M+에 더 많은 타사 

IR을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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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 IR 만들기 

 

무료 Torpedo BlendIR 프로그램을 Two notes 웹 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소프트웨어로 

본인 고유의 케비넷 + 마이크 설정을 캡처할 수 있고 만들어진 해당 사운드 시그니처를 Torpedo 

C.A.B.M+에 저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 연결하기  

 

해당 기기는 다음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사용중인 페달과 함께 페달보드에서 사용,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PA에 연결 

- 앰프헤드와 스피커 케피넷 사이에 연결하여 다이렉트 사운드를 PA로 연결 

- 로드박스에 연결하여 녹음용으로 사용 

 

Torpedo C.A.B.M+는 보다 가벼운 페달보드를 위해 소형 경량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기기를 공간

계 이펙터(코러스, 딜레이, 리버브등…) 앞에 놓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운드가 더 

밝고 선명해집니다. 또한 이 위치는 이러한 이펙터들의 스테레오 효과 이용에도 탁월합니다. 이는 

녹음 후 기타와 베이스 트랙에 추가로 사운드를 입힐 때 많은 스튜디오의 하는 후작업과 비슷하

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상의 사운드를 잡는 방법은 'Torpedo C.A.B.M+'를 '앰프'로 생각한 후 이펙터들을 시그널 체인

에 넣는 것입니다. 이펙터들의 역할에 맞춰 FX-Loop 단계, 프리앰프부 연결 등을 확인한 후 페달

보드를 완성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르기 보다 연주자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최상의 사운드가 맞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달보드만으로 사운드를 완성할 

경우 Two Notes사의 Le Preamps와 같은 자체 모든 구성이 가능한 프리앰프를 사용하시면 더욱 

간편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를 앰프 DI로 사용하려면 앰프헤드의 스피커 출력(Speaker Out)을 Torpedo 

C.A.B.M+의 앰프 Input에 연결하고 C.A.B.M+의 Speaker Output에 케비넷을 연결하여 앰프의 뒤

에 배치하십시오. (주의사항: Torpedo C.A.B.M+는 로드 박스가 아닙니다. 앰프헤드 사용 시 전원을 

켜기 전 반드시 스피커 케비넷에 연결하여 사용하세요). Torpedo C.A.B.M+를 이렇게 사용하면 보

다 정확한 기타 톤을 PA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 매번 재생할 때마다 동일한 품질의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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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디오급 사운드를 낼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는 앰프헤드에 연결한 경우 스피커 케비넷 대신 로드박스(Torpedo Captor X등)

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드 박스의 라인 인풋을 C.A.B. M+의 라인 인풋에 연결하기

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사운드 레벨 문제를 겪을 필요없이 앰프의 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입력장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In Level 스위치 셋팅하기 

 

Torpedo C.A.B.M+에는 입력 게인 조절 스위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IN LEVEL, 제품 우측면, 5p 

제품사진 6번). 신호 대 노이즈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페달보드에서 들어오는 적정 레벨(악기, 

페달, 앰프)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셋팅은 최대한 입력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클리핑

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맞추기 위해선 먼저 IN LEVEL 스위치를 +12dB로 설정하고, 입력 클

립(클립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됨)을 보면서 적절히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들은 Torpedo C.A.B.M+의 입력에 연결에 관하여 각각의 In Level 권장사항입니다.  

 

-다른 페달 연결 없이 기타 혹은 베이스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12dB 설정이 가장 잘 작

동할 것입니다. 만일 악기의 출력이 강하면 0dB로 낮춰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페달 또는 라인 소스(일반적으로 사운드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경우 0dB가 가장 적절할 것입니

다. 

-앰프를 사용하면 꽤 강한 신호를 받게 되므로 -24dB가 권장됩니다. 암페어가 10w 이하와 같이 

저전력이면 0dB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위 가이드라인은 상황 혹은 사용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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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 페달보드에서 사용하기 

 

페달 보드의 마지막 모노 페달로 Torpedo C.A.B.M+를 배치한 후(예: 디스토션 페달 후). 

AMP/INST/LINE IN에 악기를 연결하고 DI OUT 또는 LINE OUT을 믹싱 데스크 또는 오디오 인터

페이스에 연결하십시오. Torpedo C.A.B.M+는 페달 보드에 깨끗한 기본 음색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IN LEVEL" 스위치를 0dB인 unity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력을 활성화하고 

+12dB 설정(입력 게인이 증가하여 일부 노이즈를 유발할 수 있음)을 사용하려면 가능한 한 톤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노이즈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터(p26 하이게인 입력 필터 참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필터는 기본적으로 37%로 설정되어 있지만, 연주자에게 적합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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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 및 모듈레이션 계열의 이펙터(코러스, 딜레이, 리버브)의 경우 C.A.B.M+ 다음으로 배치

하면 최상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페달보드를 구성하세요. 특히 스테레오 효과가 있

는 이펙터를 사용할 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튜디오에서 기타와 베이스 트랙을 녹음한 후 

추가 이펙터를 입히는 작업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앰프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기기 자체에 탑재된 파워앰프 섹션을 사용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페달보드와 에뮬레이트된 프리앰프, 파워앰프의 조합으로 완벽한 시그널 체인을 완

성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의 추천은 모든 모듈레이션, 리버브와 딜레이 계열의 이펙터는 

Torpedo C.A.B.M+ 뒤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런 방식은 스튜

디오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특히 스테레오 이펙터를 사용하는 경

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Torpedo C.A.B.M+는 모노이기 때문에 모든 

인풋 신호는 모노로 처리됩니다. 게다가 만약 파워앰프 시뮬레이션의 

볼륨을 올린 상태라면 약간의 자체 드라이브가 걸리는 현상이 발생합니

다. 리버브나 딜레이류의 사운드를 디스토션 단계로 보내는 것과 디스

토션 사운드를 리버브나 딜레이로 보내는 것은 각각 완전히 다른 사운

드가 납니다. 이 부분을 염두하시여 각각의 사운드를 테스트 해본 후 

페달보드의 구성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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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 앰프와 함께 사용하기 

 

해당 기기를 앰프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Torpedo C.A.B.M+에 탑재되어 있는 프리앰프와 파워앰

프 기능은 모두 끄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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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과 사용 시 

 

케비넷과 함께 Torpedo C.A.B.M+를 앰프와 케비넷(혹은 로드박스) 사이에 삽입하십시오. 이렇게 

연결 하려면 C.A.B.M+의 AMP/INST/LINE IN을 앰프의 스피커 아웃(Speake Out)과 연결한 후 스피

커 케이블을 Torpedo C.A.B.M+의 스피커 아웃(Speaker Out)과 스피커 케비넷에 연결합니다. 이 

연결(앰프헤드- C.A.B.M+ input - C.A.B.M+ Speaker Out - 케비넷 순서입니다)은 매우 중요합니

다. 스피커 아웃으로 케비넷과 연결하지 않을 경우 과전압으로 기기와 앰프 모두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 발생 시 A/S가 불가능합니다.  

 

앰프의 출력 수준에 따라 페달의 IN LEVEL을 적절한 입력 레벨로 설정하십시오. 앰프의 경우, 0dB

의 IN LEVEL 스위치로 시작 해보시고 클리핑이 발생하는 경우(입력 표시줄의 화면에 메시지가 표

시됨) -24dB로 낮추십시오. 

 

로드박스 사용 시 

 

앰프헤드의 스피커 아웃을 C.A.B. M+의 AMP IN에 연결한 다음 C.A.B.M+의 스피커 아웃

(Speaker Out)을 로드 박스의 앰프/스피커 입력에 연결하십시오(사용할 로드 박스에 따라 입력부

는 Torpedo Captor와 같은 Amp Input 혹은 Speaker Input으로 나와있습니다). Torpedo C.A.B.M+

의 Speaker Out 포트는 어떠한 사운드 채색/프로세스가 없는 드라이 시그널입니다.  

 

C.A.B.M+ 이전 위치에 로드 박스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로드 박스를 앰프의 스피커 아

웃풋에 연결한 다음, 출력 레벨에 따라 로드 박스의 보정되지 않은 출력(필터/아날로그 스피커 시

뮬레이션, 드라이 시그널)을 Torpedo C.A.B.M+의 입력에 연결합니다. 로드 박스의 아웃풋 레벨에 

따라 스크린에 표시되는 적절한 기기의 IN LEVEL을 조절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Torpedo C.A.B.M+는 로드박스가 아닙

니다. 만약 고전압의 앰프헤드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케비넷 

혹은 로드박스와 연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설명이 이해가지 않으시

면 구매처에서 반드시 안내를 받으신 후 기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케비넷 혹은 로드박스 없이 연결하게 되면 기기 뿐만 아니라 앰프헤드

가 파손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혀 A/S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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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컨트롤 

 

* 컴퓨터와 함께 사용하기 

 

Torpedo C.A.B.M+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USB 연결을 사용하여 Torpedo 

Remote 소프트웨어로 컴퓨터(PC Windows 또는 Mac OSX)에서 프리셋 생성, 저장 및 로드, 새 케

비넷 또는 IR(Impulse Respose) 파일 로드 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Two notes Audio Engineering 

웹 사이트에서 Torpedo Remote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세요.  

 

* 모바일 디바이스(스마트폰, 타블렛)과 함께 사용하기 

 

Torpedo Wireless Remote로 모바일 기기(타블렛 또는 스마트폰)에서 Torpedo C.A.B.M+를 제어할 

수 있으며 유닛의 모든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USB를 통해 컴퓨터와 함께 사용되는 

Torpedo Remote와 달리 모바일 기기의 앱에서는 페달에 새 케비넷이나 IR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공유하기  

Two Notes Audio Engineering 사이트 및 SNS에 오셔서 많은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Community에서 다양한 정보와 프리셋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투 노츠 오디오사는 언제나 여러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Torpedo C.A.B.M+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명 

 

Torpedo C.A.B.M+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면 패널에 있는 2개의 인코더(푸시버튼 기능포함)인 

PERFORM과 MENU 두 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인코더를 돌리면 디스플레이에서 파라미터(설정값)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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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 환경 

 

Perform 메뉴는 Torpedo C.A.B.M+를 처음 사용할 때 표시되는 기본 메뉴로, 다음과 같이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1. 프리셋 번호 

2. 프리셋 이름 

3. 버츄얼 케비넷(VC), IR 로더(I) 모드 표시 

4. 바(Bar)그래프 형식으로 된 인풋과 아웃풋 레벨 

5. 아웃풋 레벨(음소거 단계부터 +12dB) 

 

이 메뉴에서 프리셋을 탐색하고 장치의 아웃풋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편집하

거나 수정하지 않고 평소 연주할 때는 이 메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손

쉽고 빠르게 볼륨을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먼저 Two Notes 사에서 입력한 다양한 프리셋 사운드

를 체크해보시고 원하는 사운드와 가장 가까운 프리셋의 세부사항들을 조절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프리셋 이름입력은 최대 32 자까지 가능합니다. 대문자로 A부터 Z까

지 숫자 0부터 9까지 그리고 공백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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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 환경 

 

MENU 환경은 사용자가 프리셋의 파라미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프리셋을 수정하거나 처

음부터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PERFORM 환경에서 MENU 환경으로 들어가려면 왼쪽(MENU) 또는 오른쪽(ENTER) 버튼을 누르십

시오. 이렇게 하면 편집 가능한 다양한 섹션이 있는 MENU 환경의 상단 레이어가 표시됩니다. 이 

섹션 중 하나로 들어가 보면 해당 섹션의 파라미터에 액세스하여 각각 수정할 수 있습니다.  

 

MENU 환경에서 인코더는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합니다. 

 

-왼쪽(PARAM) 인코더를 돌리면 편집할 섹션 또는 파라미터 선택 

-오른쪽(VALUE) 인코더를 돌리면 선택한 섹션 또는 파라미터의 설정값을 변경 

-왼쪽(MENU) 인코더를 누르면 메뉴의 한 단계 이전으로 이동 

-오른쪽(Enter) 인코더를 누르면 선택한 섹션으로 들어가거나 선택한 파라미터를 조절가능 

 

모든 것을 가장 처음 섹션부터 시작하게 되면 가상 케비넷 또는 IR Loader에서 작업할 모드를 선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섹션에 들어가고 해당 파라미터를 편집하려면 PARAM 인코더를 돌려 관련 섹션으로 스크롤

하고 Enter를 눌러 입력하십시오. 일부 섹션은 VALUE 인코더를 돌려서 입력하지 않고도 직접 수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는 해당 섹션을 켜거나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이미지가 네가



 

18 

티브 모드로 표시됨). 

 

MENU 환경에는 12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1. 모드 

2. 노이즈 게이트 

3. 프리앰프 

4. 파워앰프 

 

 

 

5.마이킹 

6.EQ 

7.인헨서(Enhancer) 

8.리버브(Reverb) 

 

 

 

9.프리셋 레벨 

10.세이브(저장) 

11.튜너 

12.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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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케비넷 모드(Virtual Cabinet Mode, VC) 

 

가상 케비넷 모드는 Two Notes 가상 케비넷 전용입니다. 프리셋을 만들고 하나의 가상 케비넷에

서 가능한 모든 파라미터를 편집하세요. 

 

프리셋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케비넷 

-두 개의 마이크 포지셔닝이 가능한 룸 

-이펙트 셋팅(노이즈게이트, EQ, 인헨서, 리버브) 

-프리셋 레벨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는 하이게인 앰프를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

는 노이즈를 차단하거나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픽업

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Threshold(T)는 노이즈 게이트가 

활성화 되었을 때 레벨을 설정하며, 이 레벨을 초과하면 노

이즈 게이트가 꺼지고, 레벨 이하면 노이즈 게이트가 활성

화됩니다. Learn 버튼은 자동으로 Threshold 레벨을 설정합

니다. 기타 볼륨을 최대로 유지하고 손으로 스트링을 잡아 

뮤트한 다음 Lear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노이즈 게이트는 

입력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Threshold 레벨을 설정합니다. 

Learn이 입력 신호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타를 최

소 3초 이상 뮤트하세요. 

 

프리앰프 

 

프리앰프는 파워앰프와 연결되어 Torpedo C.A.B.M+를 클

린 페달 플랫폼 앰프로 만들어줍니다. 게인은 매우 깨끗한 

클린사운드부터 높은 레벨에서 약간의 크런치 질감까지 제

공합니다. 이 게인은 페달의 In Level 스위치의 영향을 받

습니다. 프리앰프에는 트레블, 미들, 베이스의 간단하고 빠

르게 조작할 수 있는 자체 3밴드 EQ를 탑재하고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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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앰프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결합으로 기기를 완전한 클린앰프

로 만들어 줍니다.  

 

-모델: 앰프 토폴로지[Push Pull(PPP) 또는 싱글 엔드(SE)] 및 튜브 유형(6L6, EL34, EL84 또는 KT88)

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타입: triode 또는 pentode 모드에서 튜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pentode 모드는 

triode 모드보다 헤드룸과 볼륨이 더 큽니다. 

-볼륨: 가상 파워 앰프의 아웃풋 볼륨을 설정하십시오. 

-Depth: 이 설정은 튜브 단계 주파수(대역폭)에 영향을 줍니다. 

-Presence: 이 설정은 튜브 단계 주파수(Loudness)에 영향을 줍니다. 

 

마이킹 

 

마이킹 섹션은 가상 케비넷을 선택할 때 두 개의 마이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내장된 32개의 케비넷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때 총 8개의 마이크 중에서 2개의 마이크를 

선택하여 Mic A와 Mic B로 설정합니다.  

 

 

먼저 케비넷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다음 창에서 레벨, 뮤트와 Phase를 각각 설정합니다. 여기

서 마이크를 바이패스(B)함으로써 드라이 인풋 시그널을 아

웃풋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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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Two notes 가상 케비넷들의 모든 마이크는 이미 서로 단계적으로 캡처되므로 두 마이크 사

이의 Phase 파라미터는 별도로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특

정 out-of-phase 효과를 얻거나 C.A.B. M+ 마이크로폰과 외부 신호 사이의 phase를 조율할 수 있

습니다. 

 

 

다음 창은 마이크가 케비넷에 어떻게 위치하는 지를 보여줍

니다. 이 단계에서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마이크의 위치를 

설정하게 됩니다.  

 

-Axis(축): 마이크의 위치를 케비넷 스피커의 원뿔 방향으로 설정하였을 때 0%에서 마이크는 스피

커의 중앙에 배치되고, 100%에서 마이크는 스피커 가장자리(마이크가 그릴 천에 있을 때) 또는 중

심에서 1m(3피트)까지 떨어져 배치됩니다.(마이크가 케비넷의 가장 먼 거리에 있을 때). 쉽게 말

해 마이크를 스피커 옆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ist(거리): 마이크와 케비넷의 거리를 설정합니다. 0%에서 마이크는 케비넷의 격자 천 바로 앞에 

배치되고 100%에서는 케비넷에서 3m(10피트)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앞뒤 거

리를 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Side(마이크위치): 마이크를 케비넷 앞쪽이나 뒤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앰프 전면 

혹은 후면에 마이크를 배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Q 

 

 

EQ 섹션은 기타, 베이스, 커스텀의 3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

습니다. 기타와 베이스는 5밴드 Eq로 게인 범위는 -

20dB~+20dB입니다. Custom(사용자 정의) 모드에서는 5밴드 

세미 파라메트릭 eq와 하이패스 필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

니다. 

-기타모드: 120Hz, 360Hz, 800Hz, 2000Hz, 6000Hz (각 밴드의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의 

중심 주파수). 

-베이스모드: 50Hz, 120Hz, 360Hz, 800Hz, 4000Hz (각 밴드의 낮은 주파수에서 높은 주파수까지의 

중심 주파수) 

-커스텀모드: 아래와 같습니다. 

Low Cut: low cut, 10 - 500Hz (12 dB per octave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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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ow shelf, 60 - 240 Hz, +/-20dB 

LMid: peak, 180 - 720 Hz, +/-20dB 

Mid: peak, 400 - 1600 Hz, +/-20dB 

HMid: peak, 1 - 4 kHz, +/-20dB 

High: peak, 3 - 12kHz, +/-20dB 

 

인핸서(Enhancer) 

 

 

Enhancer는 특히 기타 또는 베이스에 맞게 디자인된 다이

나믹 및 톤 쉐이핑 도구입니다. 

 

Dry/Wet(W)은 CAB SIM 시그널과 Enhancer에 의해 처리된 시그널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줍니

다. 0시(노브가 아래로 끝까지 돌리면) CAB SIM 시그널만 들립니다. 중간 위치에서 CAB SIM 시그

널의 레벨은 Enhancer 레벨과 동일합니다. 최대치에서는(노브를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면) 

Enhancer가 처리한 신호만 들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노브가 최대일 때는 Wet 상태로 

Enhancer의 사운드만, 최소일 때는 Dry 상태로 Enhancer를 거치지 않은 사운드만, 중간은 두 가

지 사운드가 블렌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Body(B)는 하이패스 필터(Guitar 모드에서 100Hz, Bass 모드에서 150Hz로 설정)가 장착된 컴프레

서이며 시그널의 중간 이하 주파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Body는 음색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Thickness(T)와 Brilliance(B)는 각각 톤의 낮은 끝과 높은 끝을 강조합니다. 

Thickness는 기타 모드의 경우 400Hz, 베이스 모드의 경우 150Hz로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Brilliance는 기타 모드의 경우 1500Hz, 베이스 모드의 경우 2000Hz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Thickness와 Brilliance 모두 게인 범위는 0에서 +15dB 사이입니다. 

 

리버브 

 

보다 향상된 Torpedo C.A.B.M+를 경험하기 위해, 특히 헤드폰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장비와 잘 

어울리도록 여러가지 리버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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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2가지 각기 다른 공간의 리버브와 한 가지의 ‘커스

텀’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리버브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Dry/Wet(W) : 들어오는 신호와 리버브의 레벨을 조절합니다. 중간에서는 이 두가지 레벨이 동일합

니다.  

프리셋 : 리버브가 울리는 각기 다른 환경을 선택합니다. 12가지 장소에 대한 프리셋과 하나의 커

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타입 : 리버브의 캐릭터를 선택합니다.(Room : 밝고 초기 반사를 만드는 사운드, Ambience: 보다 

감지하기 힘든 초기 반사와 헤비한 베이스 반응효과)  

 

사이즈(S) : 공간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공간을 아주 작게 시작하여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에코(E) : 반사 레벨의 정도를 조절합니다.  

컬러(C) : 어둡고 밝은 리버브 자체의 톤을 조절합니다.  

 

프리셋 레벨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프리셋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

니다. 아웃풋 레벨(PERFORM 환경에서 설정)과는 무관하며, 

이는 모든 프리셋에서 동일하게 마스터 레벨로 작용합니

다. MENU의 윗부분에서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IR 로더 

 

이 모드는 제3 IR(3rd party IR) 전용입니다. 

 

Torpedo C.A.B.M+는 IR을 최대 512까지 로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IR을 입력하는 과정은 (컴퓨터

를 통해) IR 관리자를 통해 Torpedo Remote로 이루어집니다. Torpedo C.A.B.M+에 업로드하는 IR의 

길이는 20, 40, 100 또는 200ms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IR이 길면 Torpedo Remote에서 선택

한 길이로 단축되며 짧을 경우는 선택한 길이까지 연장됩니다. 내부 메모리는 IR 길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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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20ms IR을 위한 512개의 슬롯, 128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4개의 뱅크 

-40ms IR을 위한 256개의 슬롯, 64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4개의 뱅크 

-100ms IR을 위한 84개의 슬롯, 21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4개의 뱅크 

-200ms IR을 위한 44개의 슬롯, 11개의 슬롯으로 구성된 4개의 뱅크 

 

IR 로더 모드의 인터페이스는 Simulation 모드와 유사하며 마이킹 섹션에서만 다릅니다. 다른 섹

션에 대한 설명은 위의 시뮬레이션 모드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마이킹 

 

MIKING 메뉴는 사용하고자 하는 IR을 선택하는 곳에 있습니다. 케비넷에 듀얼 마이크를 할 수 있

는 시뮬레이션 모드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사용할 IR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IR을 선택할 폴더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먼저 필요한 IR을 검색할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IR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USER 0, 1, 2, 3은 페달의 내부 메모리의 위치이며 메모리 카드는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IR을 말합

니다. FILE은 현재 선택된 IR을 보여줍니다. 변경하려면 VOLUME/VALUE 노브를 사용하십시오.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36p “메모리카드 사용하기”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창은 각 마이크에 대해 레벨, 뮤트 및 phase를 설

정하는 곳입니다. 마이크를 바이패스하여 드라이 시그널

을 아웃풋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Menu 환경에서 C.A.B M+의 두 가지 다른 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공통적인 세 가지 모드의 

섹션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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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프리셋의 레벨을 설정할 수 있

습니다. 아웃풋 레벨(Perform 환경에서 설정)과는 무관하

고, 모든 프리셋에서 동일하며 마스터 레벨로 작용합니

다. 

 

저장(Save) 

 

설정한 프리셋을 저장하는 섹션입니다. 

 

 

먼저 스크롤하여 프리셋의 이름을 설정합니다. 

 

 

이름 설정이 완료되면 Enter를 눌러(우측 인코더 노브) 

선택한 메모리 슬롯에 저장합니다. 기기창에 <Saving, 

please wait….>라고 표시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해당 

메모리 위치에 프리셋이 위치하게 됩니다. 

 

튜너 

 

디스크 이미지 옆에 위치한 튜너스틱을 선택함으로써 튜

너모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튜너는 풀 크로매틱으로 음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

다. 기본 튜닝 포인트는 우측상단에 표기되어 있으며 우

측 Value 인코더 노브를 조절하면 410hz에서 490hz까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는 440hz에 맞춰져 있습니다. 

Enter 버튼을 누르게 되면 뮤트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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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Global) 

 

해당 글로벌 메뉴에서 Aux인풋, 디스플레이, 메모리등 기

타 항목들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기기 왼쪽에 위치한 Aux 인풋의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 

엔터를 누르면 뮤트할 수 있습니다. Aux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은 C.A.B.M+의 어떤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주지 않

으며 아웃풋에 출력하기 전 레벨만 조절됩니다. Aux 인풋

은 스테레오에서 모노로 다운믹스됩니다.   

 

오디오 퍼포먼스 

 

이 설정은 사용 중인 제 3 IR의 해상도와 이 IR이 생성하

는 레이턴시(Latency)를 결합한 것입니다. Low Latency로 

설정하면 IR이 40ms로 끝이 잘리게 됩니다. IR에 대해 

더 높은 해상도(최대 200ms)를 선택하면 보다 높은 레이

턴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레이턴시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측정된 전체 장치의 실제 레이턴시입니다. 아무리 높은 설

정이라도 연주할 때 알 수 없을 정도로 레이턴시는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 디지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지연 시간이 더해져 눈에 띄는 지점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정을 조절하

면 레이턴시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하이 인풋 게인 필터(High Input Gain Filter) 

 

Torpedo C.A.B.M+는 페달 보드에 깔끔한 기본 음색을 제

공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IN LEVEL 스위치를 

0dB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를 C.A.B. M+로 바

로 연결하고 +12dB로 입력을 올리고자 하는 경우, 자잘

한 소음으로부터 적절하게 순수한 음색을 유지할 수 있

는 필터를 제공합니다. 이 필터는 기본 37%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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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카드 브라우저  

 

Torpedo C.A.B.M+에는 IR 로더 모드에서 더 많은 타사의 

IR을 사용할 수 있도록 256MB의 메모리 카드를 함께 제

공합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카드에 로드한 IR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48KHz .wav 파일만 표시됩니다). 다른 형식

의 IR 파일을 로드해야 하는 경우 하단 Torpedo Remote

를 사용하는 방법 섹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 카드 마운트 

 

Torpedo C.A.B.M+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때 

Enter(오른쪽 인코더 노브)를 누르시면 메모리 카드에 들

어있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페달이 

컴퓨터에 저장 장치로 표시됩니다.  

메모리 카드가 마운트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C.A.B.M+의 인터페이스는 사

용할 수 없도록 잠기게 됩니다. 에디팅, 복사, 이동 혹은 파일을 지우는 것을 마치고 Enter 버튼을 

한번 누르면 다시 C.A.B.M+인터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핀 코드(BLE Pin Code) 

 

모바일 장치에서 Bluetooth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Torpedo C.A.B.M+ 와 동기화하기 위해 여기에 제공된 핀

을 입력해야 합니다. 핀을 재설정하려면 Enter 키를 눌러 

핀넘버를 바꾸고, 장치의 전원을 끈 다음(전원 어댑터 플

러그를 뽑은 후) 전원 어댑터를 다시 꽂아 장치를 재부팅

해야 합니다(전원 어댑터를 다시 꽂습니다). 

 

밝기 조절(Brightness) 

 

해당 메뉴에서 스크린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절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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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세이버(Screensaver) 

 

사용자가 설정한 1초에서 60초까지 설정한 시간 후에 

디스플레이가 흐려지거나 화면 절전 모드로 전환(꺼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 화면에 사용되는 OLED 기술은 고해상도 그래픽으로 내용을 더 잘 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동일한 그래픽을 계속 표시할 경우 번인(Burn-in) 현상에 민감

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스크린세이버 옵션을 구현했습니다. 디

스플레이 화면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트 모니터 

 

이 메뉴는 리모트 프로그램에 잘 연결되었는지 여부와 

USB 또는 Bluetooth(BL)로 Torpedo C.A.B.M+에 연결되

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원격 및 무선 소프트웨어와

의 통신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시리얼 

 

Torpedo C.A.B.M+에 설치된 펌웨어 버젼과 기기의 일련 

번호(장치 아래의 스티커에서도 확인 가능)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일련 번호는 여러 대의 Torpedo C.A.B.M+

를 사용하는 환경인 경우 Remote와 Wireless Remote 

소프트웨어에서 해당 장치들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떤 케비넷이 나에게 적합할까? 

 

Torpedo C.A.B.M+는 베이스와 기타를 위한 총 32개의 케비넷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케비넷

들 중에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으나 

전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케비넷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선 EQ, 리버브등을 비롯하여 케비넷, 마이크 이외의 모든 기능이 꺼져 있는지 확인 후 우선 

케비넷 사운드에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에 연주자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미리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케비넷을 다양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종종, 해결책은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케비넷에서 나옵니다. 일반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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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으로 작은 크기의 케비넷을 사용하면 미드, 하이 프리퀀시가 뛰어나 솔로나 클린톤에 좋

습니다. 몸집이 큰 케비넷 들은 디스토션 사운드, 리듬기타 연주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마이크가 케비넷 사용에 적합할까? 

 

Two Notes의 케비넷에는 크게 3가지 종류의 마이크가 사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각각 콘덴서, 리본 그리고 다이나믹입니다. 일반적인 마이크로폰 테크놀로지는 사운드가 어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해당 마이크를 실제 사용했을 때는 예상과는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습니

다. 이에 대한 몇 가지 마이크 사용 추천사항 입니다. 

 

-Torpedo C.A.B.M+로 부드럽고 크리미한 톤을 만들고자 한다면 리본(Ribbon) 마이크를 선택하세

요. 이는 기타나 베이스를 가볍게 믹스할 때(말하자면 많은 악기들과 섞이거나 디스토션이 없는 

순수한 악기 사운드를 찾는 경우) 혹은 마이킹 테크닉을 처음 접하는 기타리스트나 베이시스트에

게 항상 이런 종류의 마이크를 추천합니다. 리본 마이크 사운드는 전통적인 기타, 베이스 케비넷

에서 실제 듣는 사운드와 매우 가깝게 들릴 것입니다. 

 

-콘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넓은 대역폭과 높은 주파수의 우수한 디테일을 제공합니다. 밝고 깨

끗한 톤에 매우 뛰어나며, 디스토션 기타를 믹스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는 튼튼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보통 

미드에 좋은 디테일을 주지만 리본이나 콘덴서 마이크만큼 미묘하고 섬세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기기에 탑재된 여러 마이크를 테스트 해보시고, 앰프와 케비넷 톤, 그리고 무대 위

나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톤의 종류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Torpedo Remote(원격 조종 프로그램) 

 

Torpedo C.A.B.M+ 웹 페이지에서 OS(Windows 또는 MacOS)와 관련하여 적절한 버전을 선택하여 

Torpedo Remote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합니다. Torpedo Remote가 실행되면 구매한 기기를 계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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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할지 게스트로 사용할지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추후 펌웨어 업데이트 등 본사에서 제공

하는 서비스를 위해 기기 등록은 필수입니다). 

 

게스트 모드에서는 사용자 Two Notes 라이센스에서 Torpedo C.A.B.M+로 케비넷을 가져올 수 없

으며 Torpedo C.A.B.M+에서 케비넷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하드웨어 랙과 마찬가지로, 리모트는 가상 케비넷과 IR 로더라는 두 가지 모드를 중심으로 배열됩

니다. 아래와 보다시피 각각 다른 레이아웃으로 표시됩니다. 

 

Torpedo C.A.B.M+로 케비넷 가져오기 

 

Torpedo C.A.B.M+에서 케비넷을 가져오거나 제거하려면 Torpedo C.A.B.M+를 Two notes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에서 Torpedo Remote를 사용할 때는 케비넷을 가져오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CABINET MANAGER 탭을 사용하여 Two notes의 가상 케비넷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

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비넷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장치에 저

장된 가상 케비넷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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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B.M+에는 내부 메모리에 이미 32개의 고급 DynIR 케비넷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

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케비넷을 장치로 가져오려면 오른쪽 패널에 있는 하나 이상의 케비넷을  

제거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케비넷은 Torpedo C.A.B.M+에서만 제거됩니다. 사용자의 

계정 라이센스에는 남아 있으며 Torpedo Remote를 사용하여 언제든지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Torpedo C.A.B.M+에서 가져올 케비넷을 왼쪽 패널(컴퓨터의)에서 오른쪽 패널로 끌어다 놓거나 

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케비넷을 왼쪽 패널에서 오른쪽 패널로 이동합니다. CABINET MANAGER에

서 Torpedo의 DynIR 케비넷 순서를 다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케비넷 하나를 선택한 후 목록 위 

아래로 이동하여 지정된 슬롯을 변경합니다. 

 

프리셋 저장하고 불러오기  

 

PRESET MANAGER 탭을 사용하여 Torpedo C.A.B.M+의 프리셋을 관리합니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

터의 프리셋 폴더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장치에 저장된 프리셋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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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Torpedo C.A.B.M+에서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프리셋을 아래 

BIN(휴지통)에 끌어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왼쪽 패널(컴퓨터)에서 오른쪽 패널(C.A.B.M+

의 내부 메모리)로 끌어다 놓습니다. 

 

Torpedo Remote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Two notes의 가상 케비넷이 저장되는 폴더가 

생성됩니다. • Windows™의 "%APPDATA\Two notes Audio Engineering\Cabinets" • MAC OSX™ 

Torpedo Remote의 "~/Library/Two Notes Audio Engineering/Cabinets" • Torpedo Remote 프로그램

이 자동으로 Two Notes 가상 케비넷들을 다운로드하여 이 폴더에 저장합니다. 사용자의 문서 폴

더에 "Two Notes Audio Engineering" 폴더가 만들어지며 이 폴더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C.A.B. 

M+에 저장된 모든 프리셋 설정 복사본이 들어 있는 "Presets" 폴더 • IR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

용할 수 있는 "Impulses" 폴더. 이 두 폴더는 Preset Manager와 Torpedo Remote의 User IR 

Manager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더 많은 케비넷을 원한다면? Two Notes 유료 케비넷 구매 

 

Remote를 사용할 때 라이선스에 없는 다른 케비넷들도 미리 사운드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Remote에서 케비넷을 검색할 때 라이센스 또는 Torpedo C.A.B.M+에 있는 케비넷보다 훨

씬 긴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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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비넷 항목들 앞에 3가지 종류의 아이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케비넷 

 
구매하여 라이선스에 포함되어 있으나 컴퓨터에만 저장, 기기에는 저장하지 않은 상태 

 
구매하지 않았지만 미리 테스트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케비넷  

 

컴퓨터에 있는 케비넷(즉, 사용자가 케비넷을 소유하고 있고 컴퓨터에 저장된 라이선스에 있음)을 

미리 사전 테스트할 때는, 모든 파라미터를 편집할 수 있도록 Remote에서 케비넷을 먼저 로드해

야 합니다. 이 때는 케비넷에 하나의 마이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여전히 장치를 통과

하므로 평소와 같이 C.A.B.M+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는 이와 같이 미리 테스트(Preview)하고 있음과 케

비넷 이름이 표시됩니다. 

 

 

이 박스를 통해 컴퓨터에서 프리뷰하고 있는 케비넷을 C.A.B. 

M+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슬

롯이 가능한 경우). 

소유하지 않은 케비넷을 미리 테스트할 때는, 중간중간 임의의 음소거가 발생하며 하나의 마이크

로만 케비넷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에는 이런 현상없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이런 별도 유료 케비넷들을 테스트 할 때는 기기창에 다

음과 같이 ‘La Boutique’가 표시됩니다. 

 

 

+기호가 있는 트롤리를 클릭하여 테스트한 케비넷을 스토어 

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케비넷들에 대해도 이 작업

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카트담기를 마무리하고 선택한 케비넷을 구입하려면 녹색 체

크 표시가 있는 트롤리를 클릭, 온라인 Two Notes Store로 이

동됩니다.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트롤리를 사용하면 카트에 선

택했던 케비넷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의 보안을 위해 지불 방법에 대한 청구서,정보는 Remote 프로그램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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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 파일들 

 

.tur는 Two notes Audio Engineering의 Torpedo BlendI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만든 독점 파일입

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Two notes Audio Engineering 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Torpedo BlendIR 기술을 사용하여 연주자가 사용하는 케비넷과 마이크의 사운드 특징을 매우 디

테일하고 심층적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Torpedo에 파일을 담으려면 파일을 디폴트 Impulse 디렉토리로 옮기거나 Torpedo Remote를 통

해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터리를 선택합니다(이 작업은 메뉴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Memory Manager(메모리 관리자)를 통해 파일을 Torpedo에 저장하거나 기본 Remote(원격) 윈도

우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tur 파일을 사용하면 마이크 위치 설정값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제 3 IR 파일들(.wav, .aiff 포멧) 

 

Torpedo C.A.B.M+는 .wav 또는 .aiff 형식, 16 또는 24비트, 44.1Khz ~ 96Khz의 타사 IR(Impulse 

Response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rpedo Remote에 담기 

 

Torpedo C.A.B.M+에 타사 IR을 가져오거나 제거하려면 우선 Two note 계정으로 Torpedo Remote

를 통해 페달을 등록해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에서 Torpedo Remote를 사용할 때는 타사 IR을 가

져오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Torpedo C.A.B.M+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 IR Manager 창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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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패널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IR을 저장한 폴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

쪽은 Torpedo C.A.B.M+에 저장된 IR 파일을 나타내며 IR을 컴퓨터(왼쪽)에서 Torpedo(오른쪽)로 

드래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페달에서 메모리 슬롯을 확보하려면 IR을 맨 아래에 있는 Bin(휴

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전송을 위해 IR 파일을 수정하는 몇 가지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1.IR 길이: IR 길이를 늘리면 Torpedo 프로세싱의 Resolution이 향상됩니다(정밀도를 높이면 로우

엔드에서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40ms IR에는 Torpedo C.A.B.M+의 내부 메모리 슬롯이 2개 필요합

니다. 

2.IR 오프셋: IR 파일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3가지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Min Phase: 알고리즘이 파일의 샘플들을 움직여서 다른 IR 파일과 단계적으로 울립니다(다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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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도 전송하는 경우). 

 

* Min IR 레이턴시: 파일이 잘려 첫 번째 샘플 이전에는 무음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

면 사운드가 변경될 수 있지만 레이턴시는 최소화됩니다. 

 

* Original(원본): 파일의 샘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른 IR 파일과 혼합할 경우 Phase 취소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3 IR을 사용할 시에는 마이크 위치 변경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된 IR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 테스트

(Preview) 모드가 됩니다.IR A에서 한 번에 하나의 IR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R을 사용하여 컴

퓨터에 만든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지만 Torpedo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IR을 사용할 때 전체 

기능에 활용하려면 Torpedo에 해당 IR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합니다. 

 

메모리 카드에 대하여  

 

내장 메모리의 512 슬롯보다 더 많은 IR을 사용하려면 메모리 카드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카드는 

Torpedo Remote에서 볼 수 없으며 페달 자체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카

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상위 메모리 카드 장착을 참조합니다.) 카드를 장착하려면 메뉴→ 글로벌 

섹션으로 이동한 후 "메모리 카드 마운트"로 스크롤해야 합니다. ENTER를 눌러 카드를 장착하고 

Torpedo C.A.B.M+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페달이 USB 동글과 같은 일반 대용량 저장 장

치로 인식됩니다. 메모리 카드에 저장할 IR 파일을 복사하여 붙여 넣습니다(예: 컴퓨터의 일반적인 

복사 붙여넣기). Torpedo C.A.B.M+에서 ENTER를 눌러 메모리 카드를 분리(Unmount)합니다. 

 

메모리 카드에 로드된 타사 IR은 MEMORY CARD 폴더의 IR Loader 모드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

습니다. FILE은 선택한 현재 IR을 표시합니다. 메모리 카드에서 IR을 탐색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FILE 위치의 VOLUME/VALUE 노브를 사용하여 스크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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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위치에서 ENTER를 누르면 됩니다. IR의 Wave를 보는 화면을 열어줍니다. MENU 노브를 누

르면 메모리 카드의 루트로 돌아가서 메모리 카드에 로드된 모든 IR 파일을 보고 탐색할 수 있습

니다. 

 

사양 

파워앰프 리스트 

Designation Characteristics 

SE 6L6 Configuration Single Ended - Class A with 6L6 

SE EL34 Configuration Single Ended - Class A with EL34 

SE EL84 Configuration Single Ended - Class A with EL84 

SE KT88 Configuration Single Ended - Class A with KT88 

PP 6L6 Configuration Push-Pull - Class AB with 6L6 

PP EL34 Configuration Push-Pull - Class AB with EL34 

PP EL84 Configuration Push-Pull - Class AB with EL84 

PP KT88 Configuration Push-Pull - Class AB with KT88 

 

케비넷 리스트 

기타케비넷 

-BDeLuxe: Inspired by Fender® Blues Deluxe 1×12 

-BigBeast: Inspired by 4×12 Zilla cabinet with Celestion® Vintage 30 speakers 

-BoGreen: Inspired by Bogner® 4×12 Greenbacks G12M25 Reissue in 16ohms 

-Brit 65C: Inspired by Marshall® 1965A 4×10 Closed Back with Celestion® G10L-35 

-Brit Std: Inspired by Marshall® 1936 2×12 Celestion® G12T 

-Brit VintC: Inspired by Marshall® 1960A 4×12 closed back Celestion® Vintage 30 speakers 

-Celestion Ruby Open 1×12: Celestion® 1×12 cabinet with Celestion Ruby speaker 

-Copperback Closed 4×12 Celestion: Celestion® 4×12 cabinet with Celestion Neo 250 Copperback 

speakers 

-DarkPrinz: Inspired by Fender® Princeton 1×10 with Oxford 10J4-3 speaker 

-Eddie: Inspired by Peavey® 5150 2×12 Sheffield 1200 

-ENGL E112VB: Engl® E112VB with Celestion® Vintage 30 speaker 

-G12M Greenback Closed 4×12 Celestion: Celestion® 4×12 cabinet with Celestion G12M Greenback 

speakers 

-Greatsh: Inspired by Gretsch® 6159 amp cabinet with two Jensen® C12-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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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d RD112: Inspired by Randall® RD112 1×12 angled with Celestion® Vintage 30 

-Revv 2×12 Open Back V1: Revv® 2×12 open back with Warehouse Guitar Speakers Vet 30 and ET 

90 drivers 

-Revv 4×12 Closed Back V1: Revv® 4×12 closed back with Warehouse Guitar Speakers Vet 30 and 

ET 90 drivers 

-Sig H75 LD: Inspired by Two-Rock® 2×12 cabinet with Celestion® G12-H75 speaker 

-Silver77: Inspired by Fender® Twin Reverb® 2×12 with orange JBL® speakers 

-Superblue: Inspired by Fender® 4×10 Super Reverb 

-Tanger Fat: Inspired by PPC412HP© 4×12 Orange® with Celestion® Heritage G12H & G12M 

Heritage Greenback 

-The One: Inspired by Brunetti® Neo1512 with 1×12 and 1×15 speakers 

-Vibro V30: Inspired by Fender® Vibrolux® 1×12 Celestion® V30 speaker 

-Victory Kraken 212V Classic: Victory® Kraken® 2×12 cabinet with Celestion® V30 speakers 

-Victory Sheriff 412C Classic: Victory® Sheriff® 4×12 cabinet with Celestion® G12H speakers 

-Voice 30: Inspired by Vox® AC30 JMI 2×12 Celestion® “Silver Bell” 

-Watt FanC: Inspired by Hiwatt® 2×12 Fane closed back 

 

베이스 케비넷 

-BassFlex: Inspired by Ampeg© Portaflex© B15N with original 15“ CTS speaker 

-Fridge: Inspired by Ampeg© 8×10 

-MetalBigBass: Inspired by Hartke® 410TP 

-OCBass410: Inspired by Form Factor Audio® 4×10 

-SilverRumble: Inspired by Fender© Rumble 500 2×10 with Eminence© speakers 

-Tio: Inspired by EBS® 611 with 1×15 and 1×10 Eminence© speakers 

 

마이크 리스트 

 

Two notes 라이브러리의 각 케비넷에는 8개의 마이크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의 선택은 케

비넷의 종류와 모델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다음 목록의 일부 마이크는 선택

한 케비넷에서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Designation Inspired by 

Dynamic 57 Dynamic microphone Shure® SM57 

Dynamic 58 Dynamic microphone Shure® SM58 

Dynamic 7b Dynamic microphone Shure® SM7B 

Dynamic 80 Dynamic microphone Telefunken® M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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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Inspired by 

Dynamic 81 Dynamic microphone Telefunken® M81 

Dynamic 421 Dynamic microphone Sennheiser® MD421 

Dynamic 906 Dynamic microphone AKG® D112 

Dynamic D6 Dynamic microphone Audix® D6 

Dynamic I5 Dynamic microphone Audix® I5 

Dynamic Bass88 Dynamic microphone BeyerDynamic® M88 

Dynamic TG201 Dynamic microphone BeyerDynamic® M201TG 

Dynamic TG12 Dynamic microphone TUL G12 

Bass 20 Dynamic microphone Electrovoice® RE20 

Dynamic LowKick Dynamic microphone Subkick Yamaha® 

Ribbon 160 Ribbon microphone Beyerdynamic® M160N 

Ribbon 121 Ribbon microphone Royer® R121 

Ribbon 101 Ribbon microphone Royer® R101 

Ribbon 4038 Ribbon microphone Coles® 4038 

Ribbon 1R Ribbon microphone sE Electronics® 1R 

Ribbon 92 Ribbon microphone AEA® R92 

Condenser 184 Condenser microphone Neumann® KM184 

Condenser 201 Condenser microphone Mojave Audio MA-201 FET 

Condenser 840 Condenser microphone Beyerdynamic® Beta52 

Condenser BLX414 Condenser microphone AKG® C414 B-XLS 

Condenser BTL414 Condenser microphone AKG® C414 B-TL II 

Condenser 87 Condenser microphone Neumann® U87 

Condenser Fet 47 Condenser microphone Neumann® U47 FET 

Condenser Tube 47 Condenser microphone Neumann® U47 Tube 

Condenser Gem II Condenser microphone sE Electronics® Gemini II 

Knightfall Condenser microphone Blue® Dragon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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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테크니컬 데이터 

Designation Characteristics 

AMP / INST / LINE IN 6.35mm (1/4 in) Jack balanced (TRS, Tip/Ring/Sleeve) 
 
IN LEVEL switch affects input sensitivity and impedance: 
+12dB: Max level: 4 dBu, Impedance: 1 MOhms 
0dB: Max level: 16 dBu, Impedance: 57 kOhms 
-24dB: Max level: 40 dBu, Impedance: 47 KOhms 

AUX IN 3.5 mm (miniature) Jack stereo (TRS), downmixed to mono 

SPEAKER OUT 6.35mm (1/4 in) Jack unbalanced (TS) 
Unprocessed, unbuffered, directly connected to AMP IN 

LINE OUT 6.35mm (1/4 in) Jack balanced (TRS) 
Max level: 10 dBu, Impedance : 300 Ohms 

DI OUT XLR balanced 
Max level: 10 dBu, Impedance: 300 Ohms 
Protected against +48V phantom power 

Headphones Output 3.5 mm (miniature) Jack stereo (TRS) 

ADC/DAC Sampling frequency: 96 kHz 
Resolution: 24 bits 

Frequency response 30 Hz - 19 kHz 

Min Latency 2.2 ms (LINE IN to LINE OUT) 

THD+N ratio 0.03% (IN LEVEL 0dB, sine wave 1kHz 4dBu) 

SNR 91dB 

Memory Card Supports standard capacity cards (512 bytes block size only) 
and 최대 32GB 수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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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Characteristics 

Power supply Mains power adaptor DC Jack 2.1mm, negative center 
Input voltage: 12V DC 
Power: approx. 2 W 
Current draw: 140mA typical, 200mA max 

Dimensions Width: 100mm including connectors 
Depth: 121mm 
Height: 60mm including knobs 
Weight: 45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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