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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PTOR X 사용자 매뉴얼  

컴팩트 리액티브 로드 박스, 튜브 앰프 어테뉴에이터, 마이크 캡 시뮬레이터, IR로더, 스테레오 익스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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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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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봉된 아답터 혹은 제품에 명시된 적합한 볼트의 파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12V DC). 적합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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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기는 천둥번개가 

동반되는 날씨에서는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천둥번개의 위험이 있는 날씨인 경우 파워 아답터를 

분리하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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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시요. 그리고 제품을 휴대하여 이동하실 경우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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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프로세서 

제품명 : Torpedo Captor X 

테스트 매니저 : Guillaume Pille 

수입처 : 사운드젠 

 

 

 

 

 

 

 

 

 

 

 



 

3 

튜브 앰프와 로드 박스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추천  

 

로드 박스란? 

 

튜브 앰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는 항상 전원을 켜기 전 스피커 캐비넷에 연결 후 전원을 연

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커 캐비넷(4, 8 또는 16Ω)은 항상 앰프의 해당 스피커 출력에 맞춰 연

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튜브 앰프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

습니다.  

대부분의 튜브 앰프 제조업체는 퓨즈나 기타 보호 시스템으로 제품을 보호하지만 일부 앰프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앰프가 이러한 위험

에 노출될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앰프와 관련하여 스피커 캐비닛을 설명하는 전자 용어는 "로드(Load-부하)"입니다. 우리는 흔히 

캐비닛이 앰프를 "로드" 한다고 합니다. "로드 박스"라는 캐비닛과 같이 앰프의 출력을 로드 해 주

는 역할을 합니다. 로드 박스의 주요 파라미터는 임피던스이며 흔히 옴(Ohms)으로 표시하며 8옴 

로드 박스는 앰프의 8옴 스피커 아웃풋에 연결해야 합니다. 

로드박스로 보내진 파워는 열로 변화하며 로드박스 자체에서 그 열을 식히며 소화를 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기기에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로드 박스와 앰프 모두 손상

을 입을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는 로드박스로 기존 앰프의 캐비닛을 대체하여 앰프에서 나오는 파워를 받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Reactive Load(반응성 부하)로 실제 스피커의 복잡한 임피던스를 시

뮬레이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튜브앰프를 적절한 스피커 혹은 로드박스에 연결하세요. 톨피도 캡

터 X의 최대 파워 허용 범위는 100w 입니다. 연주 시 앰프는 100w 이상

으로 설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용중인 앰프가 100w 이상인 경우에

는 아래의 안내를 참조하세요.   

 

Q : 톨피도 제품의 정격 전력보다 더 강력한 앰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A : 네, 톨피도 제품의 정격 전력보다 더 강력한 앰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톨피도 스튜디오 또

는 톨피도 리로드로 150W 이상의 앰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톨피도 라이브 또는 톨피도 캡터 

X를 사용하면 100W 이상의 앰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앰프의 출력량(볼륨)을 적절히 낮

게 유지하면 됩니다. 

 

내 앰프의 아웃풋 볼륨량은 얼마나? 

 

앰프를 로드박스와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몇 가지 미리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연주를 

하는 동안 사운드를 작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앰프 제작자가 일반 케비넷과 연결 시 설정한 합리

적인 범위를 자칫 넘길 수 있습니다. 이는 진공관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때때로 상당히 심

각하고 영구적인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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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앰프를 높은 볼륨에서 테스트 할 때 진공관의 색과 앰프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하세요. 빨갛게 진공관이 달아오르거나 어떠한 연기 발생 등

의 증상을 보일 시 앰프의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항상 스윗스팟(Sweet Spot –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내는 지점)을 생각하세요. 앰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만들고자 하는 톤이 아주 높은 볼륨량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덧붙여서 앰프

의 볼륨 컨트롤은 최초 포텐셔미터를 돌려 12시에 이를 때 거의 최고 치에 다다르며 이 이후로는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볼륨 포텐셔미터가 최고치에 다다르지 않아도 사용하는 

앰프는 최고치의 볼륨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볼륨 노브를 올려 앰프의 아웃풋 파워를 최고치에 다다르면 디스토션(음찌그러짐) 현상이 두드

러지며 이와 같은 사운드는 아마도 결코 듣기 좋은 사운드는 아닐 것 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앰

프는 볼륨량을 과도하게 올렸을 때 결코 사운드가 좋지 않습니다. 앰프는 기본적으로 최대치의 

볼륨에서 긴 시간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나치게 높은 볼

륨량에서 앰프를 사용하게 될 시 진공관의 수명이 단축되고 여러가지 오작동과 파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앰프의 볼륨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앰프가 최대 볼륨

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앰프의 볼륨량을 올바르게 조절

하는 좋은 습관은 노브에 표시된 볼륨 숫자 표시를 따르기 보다 리허설, 

공연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볼륨 설정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로드박스를 사용하는 것은 조용하게 사용하기 위함 인가요? 

 

일반적으로 ‘로드박스’를 이야기 할 때는 항상 ‘사일런트 레코딩’을 말하곤 합니다. 로드박스 솔

루션과 전통적인 케비넷 마이킹 솔루션을 비교하자면 분명 몇 배는 더 조용하지만 여전히 사소한 

소리나 노이즈는 생깁니다..  

-연주할 때 톨피도 기기에서 마치 아주 작은 스피커가 있는 것처럼 어떤 노이즈가 흘러나오는 것

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정상이며 전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톨피도 캡터에 있

는 리액티브 로드 장치의 코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갈 때 나오는 소리로 톨피도 기기에 연결된 앰

프에서 나오는 출력과 신호의 주파수 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연주되는 음이 들림) 앰프 자체에

서도 이와 비슷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아웃풋 트랜스포머 레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케비넷에서 나오는 큰 사운드에 덮여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평소 앰프를 사용할 때도 들을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에는 팬이 장착되어 있어서 앰프로부터 나오는 많은 양의 전류를 소화할 때 발생

하는 열을 기기 자체적으로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일런트 팬(무소음 팬)’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치는 매우 빠르게 돌아가므로 완전한 무소음은 아닙니다. 해당 소리는 모니터 스피커나 헤드폰

사용 시 거의 들리지 않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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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deo Captor X 소개  

  

튜브 앰프를 훌륭한 울림을 가진 공간에서 최상의 스피커 케비넷, 마이크와 연주하고 녹음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이자 가치입니다. 톨피도 캡터 X는 이러한 환경에서 

항상 연주하기를 갈망하는 튜브 앰프 사용자를 위한 장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튜브 앰프를 사

용, 스윗 스팟을 찾고 조절하며 볼륨을 원하는 만큼 감쇄기능(Attenuator)을 활용하여 공간에 따

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0와트의 튜브앰프를 조용하게 헤드폰으로 사용하면서도 최상급

의 사운드를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무거운 스피커 케비넷을 옮기는 수고와 설치 후 일정하지 않은 사운드, 스테이지 볼륨 문제를 

경험하셨나요? 톨피도 캡터 X를 PA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바로 연결하고 전설적인 스튜디오 등

급의 케비넷 시뮬리에션을 경험하세요. 톨피도 테크놀로지는 부족한 시간과 제한적인 장비 가용

성, 무겁고 옮기기 힘든 케비넷 및 장비, 라우드한 앰프의 볼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뮤지션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모델링 시스템을 원치 않는 본인 만의 개성있는 사운드

를 원하는 많은 뮤지션들이 아날로그 앰프와 이펙터 페달을 편안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플레이어들을 위해 톨피도 캡터 X는 전통적인 마이킹을 이상적인 버츄얼 시뮬레이션 형

태로 구현하였으며 이는 독보적인 Convolution Reverberation 기술을 통해 다른 시뮬레이터 들에

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리얼함을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는 튜브 앰프를 사용

하는 모두에게 필요한 완벽한 라인 아웃풋으로 PA 혹은 레코더에 바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톨피도 캡터 X는 컴팩트한 리액티브 로드 박스, 튜브 앰프 감쇄기(Attenuator), 마이크 케비넷 

시뮬레이터, IR 로더이자 스테레오 익스펜더(Expander)로 가정, 공연장 그리고 스튜디오등 모든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톨피도 캡터 X에는 총 32개의 케비넷과 각 케비넷에 완벽하게 매치된 8개의 마이크가 담겨져 

있으며 투 노츠 스토어에 접속하여 원하는 케비넷을 별도로 구매, 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마이킹은 하나의 케비넷에 두 개의 마이크가 선택되어 거리와 각도, 심지어 마이크를 케

비넷의 앞뒤로 자유롭게 위치시키는 프로 스튜디오에서 전문 사운드 엔지니어의 역할을 직접 해

볼 수 있습니다.   

톨피도 테크놀로지: 보다 생생하고 편안한 연주를 위해 투 노츠는 컨벌루션(Convolution) 테크

닉에 기반을 둔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실제 케비넷과 마이크 거리 등의 수치부터 시작

하여 톨피도 캡터 X는 정확히 측정된 마이크의 위치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

지털 알고리즘의 장점을 십분 살리기 위해 최상급 품질의 오디오 디자인으로 완벽한 아날로그-디

지털 간의 교류를 구현했고 그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현실 감을 연주 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는 다양한 프로페셔널 스튜디오와 무대의 환경에서 폭넓게 테스트 후 완성하였으

며 앰프 사운드를 전문가 수준으로 캡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톨피도 캡터 X는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레코딩 스튜디오, 프로듀서 수준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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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스피커 시뮬레이션 만? 

 

톨피도 캡터 X는 어떠한 환경에서든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비로 케비넷에서 나오는 사운드

를 조절하여 보다 조용하게 연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기타, 베이스 셋업에서 대체되어 질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

습니다.  

-스피커 케비넷 

-마이크 셋업 

-마이크 프리앰프와 몇몇 온보드 이펙터들  

 

위 모든 셋팅에서 전통적인 기타/베이스의 마이킹을 프로페셔널한 스튜디오 환경에 가장 근접

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톨피도 캡터 X에서 마이킹을 하는 3단계  

 

1. 원하는 케비넷과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2. 버츄얼 환경에서 마이크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3. 내장 이펙터들을 통해 사운드를 조정합니다.(EQ, 인핸서, 트윈 트랙커, 리버브) 

 

이 모든 단계에서 투 노츠 오디오 엔지니어링은 연주자와 듣는 관객 모두에게 완벽하게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당사가 가진 모든 경험치를 쏟아 부었습니다. 총 32개의 내장 

되어 있는 케비넷을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통해 PC혹은 모바일 기기로 편안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투 노츠 스토어 사이트에 있는 350가지가 넘는 케비넷을 별도로 구매 사용할 수 있습니

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PC)를 통해 미리 케비넷의 사운드를 들어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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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PTOR X 부위별 명칭 

 

앞면 

 
1- 이 그릴 LED의 색상으로 인풋과 아웃풋 레벨 모니터합니다(ex.붉은색 = 클리핑 시그널) 

2- 헤드폰과 XLR DI 아웃풋 레벨을 조절합니다. 

3- 튜브 앰프와 사용환경에 따라 전체적인 톤을 조율 

4- 헤드폰과 XLR DI 아웃풋의 룸 스페이스(공간의 느낌)를 넓혀주는 역할 

5- 공기의 흐름을 깔끔하게 유지(냉각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6- 헤드폰 단자 

7- 인풋 레벨에 클립이 뜨지 않도록 조절 

8-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바로 바꿀수 있도록 하는 프리셋 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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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A- 아답터 파워노브(반드시 표시된 적합한 아답터 or 파워 서플라이 사용) 

B- 스테레오, 모노 혹은 Dry/Wet 시그널 XLR 아웃풋 

C- 접지. 그라운드 루프로 인한 원치 않은 노이즈 방지 

D- 냉각팬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 미디 컨트롤을 위한 1/8인치 미디 케이블(아답터 케이블 동봉) 

F- 톨피도 캡터 X를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으로 조절하기 위한 USB 포트(USB 케이블 동

봉) 

G- 스피커 케비넷 연결을 위한 1/4인치 스피커 케이블 용 아웃풋  

H- 3단계 케비넷 볼륨 선택 

- Low 위치는 “가정”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레벨 

- 중간 위치는 “클럽”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레벨 

- Full 위치는 “스타디움” 급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레벨 

I- 앰프의 아웃풋을 해당 단자에 1/4인치 스피커 케이블 사용 연결(100W RMS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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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PTOR X 연결하기  

 

감쇄기능(Attenuator)의 활용 

 

앰프의 아웃풋을 캡터 X의 빨

간색인 스피커 인풋 단자에 연

결합니다. 반드시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캡터 X의 스피커 아웃

풋에서 케비넷의 스피커 인으

로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반

드시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사

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시된 3

단 볼륨 레벨 스위치를 상황에 

맞게 설정 후 사용합니다. 케비

넷으로 출력되는 사운드는 톨

피도 프로세싱(케비넷 시뮬레

이션, 이펙팅)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사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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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레오로 앰프를 조용하게 사용하기  

 

앰프의 아웃풋을 캡터 X의 빨

간색 스피커 인풋 단자에 연

결합니다. 반드시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

다. 사용하시는 헤드폰을 전면

부 헤드폰 단자에 연결하고 

아웃풋 레벨로 음량을 조절합

니다. XLR 아웃풋을 활용하여 

그림과 같이 오디오 인터페이

스에 연결하고 사용합니다. 

XLR/TRS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 인터페이스 연결도 가

능합니다. 아웃풋 레벨 노브는 

헤드폰과 XLR 아웃풋의 음량

을 동시에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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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에서 사용시 DUAL/MONO 라우팅 

 

앰프의 아웃풋을 캡터 X의 빨간색인 

스피커 인풋에 연결합니다. 반드시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에

서 DUAL/MONO 라우팅을 선택하고 

톨피도 캡터 X의 시그널을 그림과 

같이 PA와 모니터 스피커에 각각 보

냅니다. 캡터 X의 스피커 아웃 단자

에 케비넷을 연결하여 무대에서 드

라이 시그널을 추가 모니터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캡터 X의 스피커 아

웃 단자에서는 톨피도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앰프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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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를 조용한 상태로 녹음하기  

 

앰프의 아웃풋을 캡터 X의 빨간색

인 스피커 인풋에 연결합니다. 반드

시 스피커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

기 바랍니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

램에서 DUAL/MONO 라우팅을 선

택한 후 오른쪽(Right) XLR 아웃풋

을 바이패스 시킵니다. 왼쪽(Left) 

XLR 아웃풋을 통해 톨피도 시그널

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고 오

른쪽 XLR 아웃풋으로 앰프의 드라

이 시그널을 보냅니다. 오른쪽 XLR

로 출력한 드라이 시그널에 톨피도 

Wall of Sound 등의 VST를 적용하

여 레코딩에 활용합니다.   

 

톨피도 캡터 X 사용하기  

 

톨피도 캡터 X는 빠르고 쉽게 사운드를 조절하기 위한 몇가지 노브들이 기기 전면부에 있습니다. 

OUT LEVEL 노브는 유닛의 글로벌한 레벨을 조절하며 VOICING 노브는 전체적인 EQ를 한번에 조

율합니다(일반 오버드라이브의 TONE 노브 역할과 유사). 그리고 총 6개의 프리셋을 바로 바꿀 수 

있는 PRESET 노브가 있습니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 : 톨피도 캡터 X의 모든 파라미터(설정값)을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USB 커넥션 

 

제품에 동봉된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톨피도 캡터 X를 컴퓨터에 연결합

니다. 옆 사진에 보이는 대로 마이크로 USB 잭으로 캡터X에 연결 후 다

른 쪽을 PC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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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셋업하기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은 투 노츠 오디오 엔지니어링 웹사이트(www.two-notes.com) TORPEDO 

CAPTOR X 페이지 하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환경에 따라 OS

를 선택(Window & MacOs) 후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톨피도 캡터 X를 컴퓨터와 USB로 연결 후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최초 사용자의 계정을 생성하는 단계가 나오며 계정을 만들

거나 아니면 게스트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추후 업데이트나 펌웨어 업그레이드등 다양한 

편의를 위해 반드시 계정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톨피도 캡터 X를 계정

에 등록하게 되면 계정을 만드신 감사의 의미로 3가지의 추가 무료 케비넷 시뮬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이 추가 3가지의 케비넷은 최초 구매한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며 중고로 구매하시는 경우

에는 다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번 기기가 투 노츠 계정에 등록되면 바로 3가지 케비넷이 주어

지며 해당 기기의 시리얼 넘버로는 다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게스트 모드에서는 본인의 계정에 있는 케비넷 시뮬들을 지우거나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용을 위해 계정을 생성하세요.  

 

와이어리스 연결  

 

톨피도 캡터 X는 블루투스 기능을 통해 사용하시는 모바일 기기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

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결됩니다.  

 

-모바일기기(스마트폰 혹은 테블릿)에 무료 어플을 다운받습니다.(Two notes 검색) 

-모든 요청된 사항을 OK 합니다.(어떤 기기냐에 따라 접근 허용 사항들) 

-연결하는 과정이 설명된 창이 뜨면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합니다.  

-6자리 핀 코드를 입력합니다. 핀 코드는 앞 3자리를 000으로 입력 후 톨피도 캡터 X의 시리얼 

번호 마지막 3자리를 붙여 6자리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 

 

만약 핀 코드를 입력한 이후에 톨피도 와이어리스 리모트 창 “Devices” 메뉴에 기기가 표시되

지 않는다면 사용하는 모바일기기의 블루투스 메뉴에서 기기 페어링을 해제한 후 위의 과정을 동

일하게 반복합니다. 톨피도 캡터 X 기기에서는 페어링을 진행할 수 없으며 오로지 톨피도 와이어

리스 리모트 앱에서만 가능합니다. 몇몇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페어링을 진행하기 위해 위치 기능

(GPS)을 켜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치 기능(GPS)과 블루투스 기능 모두를 켠 후 페어링을 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츄얼 캐비닛 / IR 로더 모드 

 

톨피도 캡터 X는 버츄얼 케비넷과 IR 로더 모드 두 가지의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버츄

얼 케비넷 모드는 투 노츠 전용 버츄얼 케비넷을 위한 모드로 기기에 총 32가지의 케비넷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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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습니다.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 생성 시 첫 구매자 분께 추가로 3가지

의 케비넷과 추가 프리셋들도 함께 무료로 제공됩니다.(이는 최초 구매자에게만 전용되며 중고판

매 등 2차로 기기를 사용하는 분들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IR 로더 모드는 .wav 포맷의 타사 혹

은 자작 IR 파일을 활용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두 가지 모드다 같은 내장 이펙터들이 적용되며 

동일한 방식으로 XLR 아웃풋을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컴퓨터를 사용(Window 혹은 

MacOs)할 때 아래와 같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버츄얼 케비넷 프리셋 만들기  

 
프리셋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캐비넷 

-두 가지의 마이크(각각 8가지 중 선택)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간 

-이펙터 셋팅(EQ, 인핸서, 리버브, 트윈트랙커) 

-좌우측 레벨 조절 

 

 

 

 



 

15 

케비넷 선택 

 

프리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초 케비넷을 선택합니다. 

톨피도 캡터 X는 총 32가지의 버츄얼 케비넷이 내부 

메모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파란창 

혹은 옆 화살표을 클릭하면 기기의 케비넷 리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 위에 표시된 체크 박스

들을 통해 케비넷을 종류별, 위치별로 표시할 수도 있

습니다. 예를 들어 TORPEDO 체크박스와 GUITAR 체

크박스만 표시하면 기기에 담긴 기타 케비넷만 표시

됩니다. Computer는 USB로 PC에 연결 시 나타나는 

체크박스로 온라인 상태에서 투 노츠 스토어 사이트

에 자동으로 접속되어 350종이 넘는 추가 유료 케비

넷들을 미리보고 사운드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 선택하기 

모든 투 노츠 버츄얼 캐비넷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선별되어 최적화된 8가지의 마이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이크 채널의 파란창을 클릭하시면 해당 마이크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으며 기능별로 

다이나믹(DYN), 콘덴서(CND) 그리고 리본(RBN)으로 표시됩니다.  

 

포지셔닝 하기 

 

선택한 마이크 2가지는 리모트 프로그램 상에 마름모 

꼴 이미지로 표시된 케비넷의 앞과 뒤 공간 안 어디

든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PC 상에서는 마우스로 자

유롭게 조작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손가락

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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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A/B 

 

마이크 채널의 페이더를 위아래로 조절하여 볼륨량을 조절하며 

FRONT/BACK 버튼으로 마이크를 케비넷의 앞/뒤에 각각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B(바이패스) 버튼으로 마이크를 거치지 않은 드라이시

그널을 보낼 수 있으며 M(뮤트), Phase(위상) 버튼이 있습니다. 

DISTANCE(거리), AXIS(각도)를 보이시는 노브로도 조작할 수 있습니

다.  

 

톤 쉐이핑 하기 

톨피도 캡터 X는 PA나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보내기 전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스튜디오 급 기능들(이펙터)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노이즈 게이트 

 

노이즈 게이트는 하이게인 앰프를 사용할 때 자주 발생하는 노이즈를 차단하거나 

빈티지 스타일의 싱글 코일 픽업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Threshold(T)는 노이즈 

게이트가 활성화 되었을 때 레벨을 설정하며, 이 레벨을 초과하면 노이즈 게이트

가 꺼지고, 레벨 이하면 노이즈 게이트가 활성화됩니다. Learn 버튼은 자동으로 

Threshold 레벨을 설정합니다. 기타 볼륨을 최대로 유지하고 손으로 스트링을 잡

아 뮤트한 다음 Learn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노이즈 게이트는 입력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Threshold 레벨을 설정합니다. Learn이 입력 신호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도록 기타를 최소 3초 이상 뮤트하세요. 

 

EQ 

 

EQ 섹션은 기타, 베이스, 커스텀의 3가지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와 베이스는 5밴드 Eq로 게

인 범위는 -20dB~+20dB입니다. Custom(사용자 

정의) 모드에서는 5밴드 세미 파라메트릭 eq와 하

이패스 필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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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low shelf, 60 - 240 Hz, +/-2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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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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나믹 및 톤 쉐이핑 도구입니

다. 

-Dry/Wet(W): CAPTOR X 시그널과 Enhancer에 의해 처리된 시그널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줍

니다. 0시(노브가 아래로 끝까지 돌리면) CAPTOR X 시그널만 들립니다. 중간 위치에서 CAPTOR X 

시그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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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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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ckness: 기타 모드의 경우 400Hz, 베이스 모드의 경우 150Hz로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Brilliance: 기타 모드의 경우 1500Hz, 베이스 모드의 경우 2000Hz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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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브 

 

총 12가지 각기 다른 공간의 리버브와 한 

가지의 ‘커스텀’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

다.  

리버브를 사용할 때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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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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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스텀 모드가 있습니다.  

-타입(ROOM/AMBIENCE) : 리버브의 캐릭터를 선택합니다.(Room : 밝고 초기 반사를 만드는 사

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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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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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ptor X로 케비넷 가져오기 

 

톨피도 캡터 X에 케비넷을 가져오거나 제거하려면 톨피도 캡터 X를 Two notes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에서 Torpedo Remote를 사용할 때는 케비넷을 가져오거나 제거할 수 없습니

다. CABINET MANAGER 탭을 사용하여 Two notes의 가상 케비넷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비넷이 표시됩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장치에 저장된 가상 

케비넷이 표시됩니다. 

 
톨피도 캡터 X에는 내부 메모리에 이미 32개의 고급 DynIR 케비넷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

다. 컴퓨터에 저장된 케비넷을 장치로 가져오려면 오른쪽 패널에 있는 하나 이상의 케비넷을  제

거하여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케비넷은 톨피도 캡터 X에서만 제거됩니다. 사용자의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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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캡터 X에서 가져올 케비넷을 왼쪽 패널(컴퓨터의)에서 오른쪽 패널로 끌어다 놓거나 로드 버

튼을 클릭하여 케비넷을 왼쪽 패널에서 오른쪽 패널로 이동합니다. CABINET MANAGE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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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로 이동하여 지정된 슬롯을 변경합니다. 

 

프리셋 저장하고 불러오기  

 

프리셋 창에서 톨피도 캡터 X에 만든 프리셋

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총 128

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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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T MANAGER 탭을 사용하여 톨피도 캡터 X의 프리셋을 관리합니다. 왼쪽 패널에는 컴퓨터

의 프리셋 폴더가 표시됩니다. 오른쪽 패널에는 장치에 저장된 프리셋이 표시됩니다. 

 
 

프리셋을 위아래로 이동하여 톨피도 캡터 X에서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장치의 전면에 있는 프

리셋 노브를 사용하여 처음 6개의 슬롯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아래 BIN(휴지통)에 끌

어와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을 왼쪽 패널(컴퓨터)에서 오른쪽 패널(캡터 X의 내부 메모리)로 

끌어다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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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IR로 프리셋 만들기 

  
톨피도 캡터 X는 외부 IR을 최대 512까지 로딩 할 수 있습니다. 모든 IR을 입력하는 과정은 (컴퓨

터를 통해) IR 관리자를 통해 Torpedo Remote로 이루어집니다. 톨피도 캡터 X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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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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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Torpedo BlendIR 혹은 외부 IR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에서 IR 로더 모드를 

선택합니다. 해당 창은 버츄얼 케비넷 모드와 대부분 유사하며 각 채널로 원하는 IR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뮤트, 바이패스, 페이즈와 볼륨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EQ, 인헨서, 리버브를 

마찬가지로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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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Captor X에 외부 IR 불러오기 

 

톨피도 캡터 X에 타사 IR을 가져오거나 제거하려면 우선 Torpedo Remote를 통해 Two notes 계정

에 기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게스트 모드에서 Torpedo Remote를 사용할 때는 타사 IR을 가져오거

나 제거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톨피도 캡터 X의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 IR Manager 창을 

선택합니다. 

 
왼쪽 패널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IR을 저장한 폴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른

쪽은 톨피도 캡터 X에 저장된 IR 파일을 나타내며 IR을 컴퓨터(왼쪽)에서 Torpedo(오른쪽)로 드래

그 앤 드롭할 수 있습니다. 페달에서 메모리 슬롯을 확보하려면 IR을 맨 아래에 있는 Bin(휴지통)

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하면 됩니다. 

 

이러한 전송을 위해 IR 파일을 수정하는 몇 가지 옵션을 알아보겠습니다. 

 

-IR 길이: IR 길이를 늘리면 Torpedo 프로세싱의 Resolution이 향상됩니다(정밀도를 높이면 로우엔

드에서 정확도가 향상됩니다). 40ms IR에는 톨피도 캡터 X의 내부 메모리 슬롯이 2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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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오프셋: IR 파일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3가지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in Phase: 알고리즘이 파일의 샘플들을 움직여서 다른 IR 파일과 단계적으로 울립니다(다른 

파일도 전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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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사운드가 변경될 수 있지만 레이턴시는 최소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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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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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며 IR A에서 한 번에 하나의 IR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IR을 사용하여 컴퓨

터에 만든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지만 기기에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IR을 사용할 때 전체 기능에 

활용하려면 기기에 해당 IR 파일을 저장한 후 사용합니다. 

 

아웃풋 라우팅(Output Routing) 

 

톨피도 캡터 X는 XLR 아웃풋의 다른 라우팅을 허용합니다. 이는 기기를 스테레오부

터 듀얼/모노로 각각 셋팅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을 바꾸려면 좌측에 보이는 아웃풋 

노브 위 보라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스테레오 라우팅 

스테레오에서는 양쪽의 아웃풋이 같은 캡심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트윈 트랙커 기

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리버브는 스테레오로 출력됩니다.   

 

트윈 트랙커(Twin Tracker) 

 

트윈 트랙커는 오토매틱 더블 트랙커 입니다. 사용하는 모노 앰프의 사운드가 

좌측 아웃풋 채널로 출력될 때 트윈 트랙커 기능이 또 다른(가상의) 트랙을 만들

어 오른쪽 아웃풋 채널로 실시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사운드의 타

이밍과 어택감을 약간 다르게 바꾸어 톤을 증강시키고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

니다. 

트윈 트랙커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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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스(Balance): 트윈 트랙커의 레벨을 설정합니다. 최소치로 낮추게 되면 오로지 좌측의 아웃

풋의 시그널 만 들을 수 있습니다.  

-타이트니스(Tightness): 우측 가상 트랙의 딜레이를 조절하며 레이턴시는 최대 70ms까지 가능합

니다.(만약 우측 XLR 아웃풋만 연결된 상태에서 연주 시 상당한 레이턴시가 발생한다면 이는 스

테레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트윈 트랙커의 Tightness 노브가 최대치로 설정된 상태

일 것 입니다.)   

 

트윈 트랙커는 오로지 스테레오 라우팅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켜진 상태에서 리버브의 

Width 값은 자동으로 100%로 맞춰집니다.  

 

스테레오 리버브 

 

스테레오 상태에서는 Width 노브를 통해 어떠한 룸에서든 스테레오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

다: 모노 상태(Width 노브가 가장 왼쪽으로 최저치)부터 최대한 넓은 스테레오(Width 노브가 가장 

오른쪽으로 최대치)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SPACE) 노브 설정 

 

전면부에는 사용하기 손쉽도록 SPACE 노브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톨피도 리모

트 프로그램 상에서 이 스페이스 노브 아래 위치한 보라색 버튼을 통해 그 기

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스페이스의 두 가지 다른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트윈 트랙커가 꺼져있는 상태에서는 이 

스페이스 노브가 리버브의 Width 노브 역할을 합니다. 트윈 트랙커가 켜져 있

는 상태에서는 스페이스 노브가 트윈 트랙커의 TIGHTNESS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Width 노브가 자동으로 100%로 설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페이스 노브가 리버브의 Dry/Wet 노브 역할을 합니다. 

 

듀얼 모노 라우팅 

 

이 라우팅에서는 연주자가 독립적인 시그널을 각각의 XLR 아웃풋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른

쪽 XLR 아웃풋의 EQ와 리버브의 Dry/Wet 수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 톨피도 리

모트 상에 나온 것처럼 오른 쪽 아웃풋 페이더 옆에 추가 EQ 창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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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EQ 

 

리버브 Dry/Wet 설정 

 

각각의 XLR 아웃의 리버브 Dry/Wet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는 오로지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의 Reverb 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Space 노브의 기능 설정에 따라 리버브의 

Dry/Wet 설정값은 XLR 아웃풋의 좌측 혹은 우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른쪽 XLR 아웃풋의 EQ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라미

터(설정값)은 역할은 기존 EQ와 동일합니다. 16페이지의 EQ에 대한 설

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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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노브 설정하기 

SPACE 노브 설정 역할 

 

SPACE 노브가 왼쪽/오른쪽 XLR 모두의 리버브 Dry/Wet 레벨을 변경합니

다. 

 

SPACE 노브가 왼쪽 XLR의 리버브 Dry/Wet 레벨을 변경합니다. 

 

SPACE 노브가 오른쪽 XLR의 리버브 Dry/Wet 레벨을 변경합니다. 

 

“톨피도 프로세싱 바이패스” 하는 방법 

 

오른쪽 아웃풋 채널의 BYPASS 버튼을 누르면 해당 채널의 모든 톨피도 프로세싱

이 바이패스 되며 오로지 앰프의 드라이 시그널 만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는 앰

프로 녹음을 진행할 시 이상적인 셋업입니다. 왼쪽 XLR 아웃풋으로는 톨피도 캐

비닛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사운드로 100% 녹음하고 동시에 오른쪽 XLR 아웃풋

으로 드라이 시그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튜너 

 

톨피도 리모트 창에서 룸 이미지 하단에 보이는 포크 모양을 클릭하

면 튜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튜너는 크로매틱이며 410~490Hz 사

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440Hz로 맞춰져 있습니다.  

 

보이싱(Voicing) 노브 

 

톨피도 캡터 X의 전면부에는 VOICING 노브가 있으며 XLR 아웃풋으로 출

력되는 사운드의 전체적인 사운드를 컨트롤 할 때 사용됩니다. 이는 단순

한 원 밴드 이퀄라이져로 900Hz 중심에 맞춰져 있고 -12부터 +12 dB 범

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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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 컨트롤 

 

톨피도 캡터 X는 미디로 컨트롤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미디 컨트롤러는 모

두 사용 가능합니다. 미디를 통해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미니 변환잭이 

동봉되어 있으며 모든 설정값과 프리셋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아

래 미디 맵핑 섹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LED 깜박임  

 

톨피도 캡터 X에는 기기의 상태를 표시하는 붉은색 LED가 설치되어 다음 경우에 기기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인풋 혹은 아웃풋에 클리핑이 뜰경우  

-톨피도 리모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이 전송될 때  

-들어가는 시그널과 관계없는 시스템 에러 발생 시   

 

인/아웃풋 클리핑  

 

다양한 경우에 톨피도 캡터 X의 인아웃풋 단계에서 클리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붉은색 LED

로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웃풋 레벨을 낮춥니다. 만약 낮췄는데도 계속 붉은색 

LED 표시가 뜬다면 이는 기타 인풋에서 클리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면부의 

IN LEVEL 스위치를 Low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풋 시그널이 -15dB로 낮춰집니다. 이후에도 

혹여 계속 클리핑이 뜬다면 연결한 앰프의 볼륨을 붉은 색 LED가 사라질 때까지 낮춰야 합니다.    

 

톨피도 리모트 창을 통해 인/아웃풋 레벨의 정도를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톨피도 리모트와의 소통 

 

만약 리모트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와 파일을 이동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붉은 색 LED가 깜빡입니

다. 깜박임은 몇 %의 데이터가 보내졌는지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파일을 저장하고 설

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노츠 버츄얼 케비넷, IR파일 이동 그리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시 붉은색 LED가 깜박입니다.  

 

시스템 에러 

 

기기의 내부 펌웨어에서 에러를 감지하게 되면 붉은색 LED가 깜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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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프에서 발생하는 클리핑 LED와 구분하기 위해 앰프를 끄고 톨피도 기기와 분리한 다음에 기기

를 확인해봅니다. 앰프와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톨피도 캡터 X에서 붉은색 LED가 깜박인다면 이

는 시스템 에러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매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용방식  

 

감쇄기능(Attenuator) 활용 

 

감쇄기능(Attenuator)은 톨피도 캡터 X의 스피커 아웃을 통해 케비넷과 연결했을 때 활용할 수 있

는 기능입니다. 기기가 로드박스이므로 케비넷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케비넷 없이

도 앰프는 항상 안전한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쇄기능 활용을 위해서는 그림에 보이는 스피커 아웃(Speaker 

Out) 포트에 케비넷을 연결한 후 옆 볼륨 레벨 스위치를 통해 원

하는 만큼 볼륨을 감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쇄기능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ULL : 이 모드에서는 감쇄기능이 바이패스되며 앰프의 파워가 그대로 케비넷으로 전달됩니다. 

케비넷을 연결하기전 앰프와 케비넷의 임피던스(Ohms)를 확인 후(8/16Ohm) 맞춰서 연결하세요.  

-HALFWAY(중간) : 감쇄기능이 작동, 레벨이 20dB로 맞춰지며 앰프는 톨피도 캡터 X의 임피던스를 

따르게 됩니다. 이 레벨은 주로 무대에서 케비넷을 사용할 때 추천됩니다.    

-LOW : 감쇄기능이 100% 작동하며 앰프는 톨피도 캡터 X의 임피던스에 따라 -38dB로 줄어듭니

다. 이 레벨은 가정에서 케비넷을 사용 시 추천되는 레벨로 최대치로 감쇄되지만 일부 앰프의 시

그널은 그대로 케비넷을 통해 출력됩니다.  

 

가정에서 톨피도 캡터 X 사용하기  

 

조용히 사용하기  

 

톨피도 캡터 X는 리액티브 로드 박스로 튜브 앰프를 케비넷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

다. 이는 가정에서 주/야간 녹음이나 연습을 할 때 매우 이상적이며 그저 앰프를 기기의 SPEAKER 

IN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헤드폰 아웃풋이나 XLR 아웃풋으로 모니터 스피커와 연결하여 사

운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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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비넷과 함께  

 

감쇄기능(Attenuator)을 통해 실제 케비넷을 연결, 38dB를 낮추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비넷을 

톨피도 캡터 X SPEAKER OUT에 연결합니다. 이 경우에는 톨피도 캡터 X의 어떤 이펙팅(인헨서, EQ,

리버브, 트윈 트랙커 등)도 케비넷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XLR 아웃풋을 사용하여 오디오 인터페

이스나 믹싱 데스크(PA)로 직접 연결하여야 기기의 프로세싱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 무대에서 활용하기  

 

듀얼 모노 라우팅 사용 

 

톨피도 리모트에서 XLR 아웃풋의 L/R 두 채널을 각각 다르게 셋팅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Output  

Level 노브 위의 보라색 버튼을 눌러 DUAL MONO를 선택합니다.(23페이지 참조) 이 듀얼 모노 

라우팅을 통해 L/R에 각각 다른 EQ와 리버브 레벨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한 채널을 PA로 보

내고 다른 채널을 모니터 스피커에는 연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케비넷과 함께  

 

감쇄기능을 활용하여 무대위의 케비넷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쇄기능의 중간 포지션

이 무대에서 적절한 20dB로 케비넷을 추가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톨피도 캡터 X의 

SPEAKER OUT에 케비넷을 연결하세요. 이 SPEAKER OUT은 캡터 X의 프로세싱을 거치지 않은 순

수한 앰프의 사운드만 케비넷으로 출력시킵니다. 

 

톨피도 캡터 X 스튜디오에서 활용하기  

 

“톨피도 프로세싱 바이패스” 활용하기  

 

듀얼 모노(DUAL MONO) 라우팅으로 앰프에서 출력되는 드라이시그널을 XLR R(오른쪽) 채널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RIGHT 채널 페이더 위의 BYPASS 버튼을 눌러 모든 톨피도 프로세싱을 바이

패스 시킵니다. 이 드라이 시그널은 녹음 후 톨피도 Wall of Sound와 같은 플러그 인을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DAW에 두 가지 앰프 시그널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왼쪽(LEFT) XLR은 톨

피도 캡터 X의 프로세싱을 거친 사운드이며 오른쪽(RIGHT) XLR은 앰프의 드라이시그널입니다.   

 

케비넷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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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케비넷을 톨피도 캡터 X에 연결하고 실제 마이크를 사용하면 동시에 3가지 시그널을 녹

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케비넷의 볼륨 레벨을 다르게 셋팅, 녹음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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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피도 캡터 X에 있는 케비넷보다 훨씬 

긴 목록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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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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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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터X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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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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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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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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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업 매니저(Setup Manager) 

 
이 섹션은 톨피도 리모트를 통해 기기의 오디오 레이턴시, 미디 매핑, 화이트 LED 등의 하드웨어

설정값을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시리얼 넘버와 펌웨어 버전, 튜너 프리퀀시 등을 체크할 수 있습

니다.  

 

미디(Midi) 

 

톨피도 캡터 X는 프리셋 변경 명령(Program Change,PC)과 파라미터(설정값) 변경 명령(Control 

Change, CC) 두 가지를 조절 할 수 있으며 미디 페달보드나 키보드와 같은 일반적인 미디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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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프리셋 변경(PC)을 사용할지 설정값 변경(CC)를 사용할지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셋 

변경을 사용하고자 하면 CC는 끌 수 있습니다.  

2. 기기의 신호를 받도록 미디 채널을 셋팅합니다. 모든 채널을 받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는 어떤 채널로 명령이 보내질지 확실치 않을 때 유용합니다.  

3. 미디 모니터로 톨피도 캡터 X에 올바른 명령이 이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하단 미디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PC/CC등을 설정하세요.  

 

오디오 퍼포먼스(Audio Performance)  

 

표시되는 레이턴시는 전체 디바이스의 실제 레이턴시를 나타내며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시그

널을 측정하여 나타납니다. 이는 가장 높은 수치에서도 연주 시 느껴지기 힘든 정도의 레이턴시

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디지털 장비들을 함께 사용하게 되면 느껴질 만큼의 레이턴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해당 셋팅값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IR의 길이가 20ms 일 때 레이턴시 1.2ms 

-IR의 길이가 40ms 일 때 레이턴시 2.2ms 

-IR의 길이가 100ms 일 때 레이턴시 3.5ms 

-IR의 길이가 200ms 일 때 레이턴시 4.8ms 

 

임피던스 선택 가이드 

 

이상적인 톨피도 캡터 X와 스피커 케비넷의 임피던스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앰프에는 분명 임

피던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결상태 볼륨 레벨 셋팅 임피던스 

캡터 X에 스피커 케비넷을 
연결하지 않을 때 

해당 사항 없음 캡터 X의 임피던스를 따름 

캡터 X에 스피커 케비넷을 
연결하였을 때 

볼륨 레벨 LOW 혹은 
중간(HALFWAY)  

캡터 X의 임피던스를 따름 

캡터 X에 스피커 케비넷을 
연결하였을 때 

볼륨 레벨 FULL 최대치 케비넷의 임피던스를 따름 

 

실제 케비넷을 연결 할 때 볼륨 레벨이 FULL(최대치) 상태일 때는 캡터 X의 SPEAKER OUT에 

스피커 케이블을 연결하자마자 기기 내부 로드박스는 연결이 해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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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이 상태에서는 캡터 X의 로드박스 기능이 실행되지 않는 데 이유는 앰프에서 케비넷 

구동을 위해 발생하는 전류량을 그대로 실제 케비넷에 보내기 위함 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륨 레

벨이 FULL 인 상태에서 케비넷을 연결하지 않고 스피커 케이블만 ‘SPEAKER OUT’에 연결하면 앰

프의 전류가 적절히 흐르지 못해 앰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케비넷을 연결한 후 사용

하세요.  

 

케비넷을 사용할 때는 모든 전원(앰프,캡터X)를 OFF 한 상태에서 실제 케비넷, 캡터X, 앰프의 

연결을 완료한 후 캡터X에 전원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앰프를 켜는 순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실제 케비넷을 연결하지 않고 스피커 케이블 만 연결 해놓은 상태에서 앰프의 전원을 올리게 

되면 앰프의 전류가 케비넷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XLR 좌/우 아웃풋은 로드박스의 영역이 아닌 케비넷 시뮬레이터의 영역이므로 위의 사항과는 

무관하게 사운드가 항상 출력됩니다.  

 

볼륨 레벨이 FULL인 상태에서 만약 케비넷의 임피던스가 캡터 X와 다른 경우, 연결을 하고자 한

다면 다음 지침을 따라주세요.  

 

-항상 낮은 임피던스로 매칭합니다. 4옴 vs 8옴 , 8옴 vs 16옴 과 같이 연결합니다. 그러나 2옴 vs 

8옴 혹은 16옴, 4옴 vs 16옴은 안됩니다.   

-우선 최초에는 앰프의 볼륨을 낮춘 상태에서 서서히 올리며 앰프상태, 진공관 색 그리고 톤을  

각각 체크합니다. 만약 어떠한 이상이라도 감지된다면 바로 연주를 멈추세요.  

 

진공관이 아닌 트랜지스터 앰프(솔리드 스테이트 Solid State)의 경우는 디자인이 보통 다르며  

정확한 임피던스 매치 보다 “최소한의 로드”를 합니다. 이는 임피던스가 같거나 높은 경우 어떠한 

케비넷이나 로드박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앰프의 SPEAKER OUTPUT이  

“8 Ohms Min” 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8/16 옴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MIDI) 

 

미디 케이블 

 

톨피도 캡터 X는 미디 5핀 DIN 타입 A 커넥터를 TRS 잭 3.5mm(1/8”) 커넥터로 바꿔주는 젠더가 

함께 공급됩니다. 케이블의 와이어링은 미디 제작자 협회(MMA)의 공식 기준에 맞춰 제작되었으

며 MIDI 기기들과 TRS 커넥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링은 다음과 같습니다.  

* Tip is connected to pin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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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ng is connected to pin N°4 

* Sleeve is connected to pin N°2    

 

프로그램 변경(PC, Program Change) 

 

톨피도 캡터 X의 각각의 프리셋은 프로그램 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셋 001은 MIDI 

PC 1로 최대 128까지 MIDI PC 1 부터 MIDI PC 128로 적용됩니다. 적절한 MIDI PC 번호를 송출하

면 원하는 어떤 프리셋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변경(CC, Control Change) 

 

다음 테이블에 CC에 대한 숫자와 설정값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범위와 동작도 포함됩니다.  

Parameter CC# Range Behavior 

Simulation & IR Loader modes 

Cab/mic 

On/Off 6 0-1 0 = Off ; 1 = On 

Unused 7 0-1 0 = Off ; 1 = On 

Cab 8 0-x 0 = Cab #0 ; 1 = Cab #1… 

File A 9 0-x 0 = File #0 ; 1 = File #1… 

File B 10 0-x 0 = File #0 ; 1 = File #1… 

Folder A 11 0-3 0= User 0 ; 1= User1; 2 = User 2 ; 3 = User 3 

Folder B 12 0-3 0= User 0 ; 1= User1; 2 = User 2 ; 3 = User 3 

Mic A 13 0-7 0 = Mic #1 ; 1 = Mic #1… 

Distance A 14 0-127 0 = 0% ; 63 = 50% ; 127 = 100% 

Center A 15 0-127 0 = 0% ; 63 = 50% ; 127 = 100% 

Position A 16 0-1 0 = Back : 1 = Front 

Level A 35 0-107 0 = -95dB ; 95 = 0dB ; 107 = 12dB 

Phase A 36 0-1 0 = Normal ; 1 = Invert 

Mute A 37 0-1 0 = Off (no mute) ; 1 = On (mute) 

Mic B 38 0-7 0 = Mic #1 ; 1 = Mic #1… 

Distance B 39 0-127 0 = 0% ; 63 = 50% ; 127 = 100% 

Center B 40 0-127 0 = 0% ; 63 = 50% ; 127 = 100% 

Position B 41 0-1 0 = Back : 1 = Front 

Level B 42 0-107 0 = -95dB ; 95 = 0dB ; 107 = 12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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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C# Range Behavior 

Phase B 43 0-1 0 = Normal ; 1 = Invert 

Mute B 44 0-1 0 = Off (no mute) ; 1 = On (mute) 

Bypass A 51 0-1 0 = Off (Mic on) ; 1 = On (Mic Bypass) 

Bypass B 52 0-1 0 = Off (Mic on) ; 1 = On (Mic Bypass) 

EQ 

On/Off 17 0-1 0 = Off ; 1 = On 

Mode 18 0-2 0 = Guitar : 1 = Bass ; 2 = Custom 

Gain: Low 19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Low Mid 20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Mid 21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High Mid 22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High 23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Freq: Low Cut 45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Low 46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Low Mid 47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Mid 48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High Mid 49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High 50 0-127 Specific mapping to Hz 

Level 

Preset Level 24 0-95 0 = -95dB ; 95 = 0dB 

Preset Level R 86 0-95 0 = -95dB ; 95 = 0dB 

Reverb 

On/Off 25 0-1 0 = Off ; 1 = On 

Preset 26 0-7 0 = Room #0 ; 1 = Room #1… 

Dry/Wet 27 0-127 0 = 0% ; 63 = 50% ; 127 = 100% 

Dry/Wet R 72 0-127 0 = 0% ; 63 = 50% ; 127 = 100% 

Size 53 0-127 0 = 0% ; 63 = 50% ; 127 = 100% 

Echo 54 0-127 0 = 0% ; 63 = 50% ; 127 = 100% 

Color 55 0-127 0 = 0% ; 63 = 50% ; 127 = 100% 

Type 56 0-1 0 = Room ; 1= Ambience 

Width 57 0-127 0 = 0% ; 63 = 50% ; 127 = 100% 

Noise Gate 

On/Off 58 0-1 0 = Off ; 1 =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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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CC# Range Behavior 

Mode 59 0-1 Soft = Off ; Hard = On 

Threshold 60 0-80 0 = -80dB ; 80 = 0dB 

Enhancer 

On/Off 61 0-1 0 = Off ; 1 = On 

Instrument 62 0-1 0 = Guitar ; 1 = Bass 

Body 63 0-127 0 = 0% ; 63 = 50% ; 127 = 100% 

Thickness 44 0-127 0 = 0% ; 63 = 50% ; 127 = 100% 

Brilliance 65 0-127 0 = 0% ; 63 = 50% ; 127 = 100% 

Dry/Wet 66 0-127 0 = 0% ; 63 = 50% ; 127 = 100% 

Twin Tracker 

On/Off 67 0-1 0 = Off ; 1 = On 

Tightness 68 0-127 0 = 0% ; 63 = 50% ; 127 = 100% 

Balance 69 0-127 0 = 0% ; 63 = 50% ; 127 = 100% 

Output 

Mode 70 0-2 0 = Stereo ; 1 = Dual Mono ; 2 = Dual Mono, R 
Bypass) 

Space Pot 
Assign 

71 0-1 Stereo: 0 = Stereo Expander ; 1 = Dry/Wet 
Dual Mono: 0 = Dry/Wet ; 1 = Dry/Wet L ; 2 = 
Dry/Wet R 
Dual Mono, R Bypass: 0 = Dry/Wet 

EQ R 

On/Off 73 0-1 0 = Off ; 1 = On 

Mode 74 0-2 0 = Guitar : 1 = Bass ; 2 = Custom 

Gain: Low 75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Low Mid 76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Mid 77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High Mid 78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Gain: High 79 0-40 0 = -20dB ; 20 = 0dB ; 40 = 20dB 

Freq: Low Cut 80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Low 81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Low Mid 82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Mid 83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High Mid 84 0-127 Specific mapping to Hz 

Freq: High 85 0-127 Specific mapping to Hz 



 

37 

Parameter CC# Range Behavior 

General - Preset 

Mode 34 0-2 0 or 1 = Simulation ; 2 = IR Loader 

General 

Out Level 87 0-107 0 = -95dB ; 95 = 0dB ; 107 = 12dB 

Mute 88 0-1 0 = Off (no mute) ; 1 = On (mute) 

Bypass 89 0-1 0 = Bypass ; 1 = On 

Preset 90 0-127 0 = Preset #1 ; 1 = Preset #2… 

Voicing 91 0-127 0 = 0% ; 63 = 50% ; 127 = 100% 

Space 92 0-127 0 = 0% ; 63 = 50% ; 127 = 100% 

 

 

 

케비넷 리스트 

Designation Inspired by 

GUITAR cabinets 

Brit 65O Marshall® 1965A 4×10 Celestion® G10L-35 open back 

Brit VintC Marshall® Slash Signature 4×12 with Celestion® V30 

Brownyback 4×12 cabinet Peavey 5150® with Celestion® speakers 

Calif StdC Mesa/Boogie® Rectifier® Standard 4×12 Celestion® V30 closed back 

Eddie Peavey® 5150 2×12 Sheffield 1200 

Eggbeater Egnater® Tourmaster cabinet 

FastBack 4×12 cabinet with Celestion® Pre-Rola G12M Greenback 

Forest Elmwood® 2×12 cabinet with Celestion® V30 

Free Rock2 VHT® Deliverance 2×12 Eminence® P50E 

GreenArtC Marshall® 4×12 for JMP Amplifier 

GreenTri Hughes&Kettner® Triamp 4×12 with Celestion® Greenback 

Jazz120 Vintage Roland® JC120 2×12” 

JubilGreen Marshall® 2556AV 2×12 Celestion® Greenback 

Kerozen Diezel® 4×12” Celestion® G12K-100 

RackHeroJP Custom Audio Amplifier 2×12 with Celestion® Vintage 30 

Rand RD412 Randall® Signature Series 4×12 angled with Celestion® Greenback 

SilverJen Fender® Twin Reverb® 2×12 with Jensen® spe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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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ation Inspired by 

StrongBack VHT® Fat Bottom series cabinet P50E speaker 

Tanger 30C PPC112HP© 1×12 Orange® with Celestion® Vintage 30 

The One Brunetti® Neo1512 1×15” + 1×12” 

Vibro V30 Vintage 1961 Fender® Vibrolux® 1×12 Celestion® V30 

Voice 30 Original Vox® AC30 JMI 2×12 Celestion® “Silver Bell” 

Watt FanC Hiwatt® 2×12 Fane closed back 

XTCab Bogner® 4×12” Celestion® V30 

BASS cabinets 

AluXL Hartke® XL 4×10” 

Bull Neo2 2×10” cabinet 

Fridge9 Ampeg® 9×10” 

Heaven Top David Eden® 4×10 Markbass® 2×10 

Marco Markbass® 2×10 

New York Markbass® 4×6” 

 

마이크 리스트 

 

각 케비넷에는 최적화된 8개의 마이크가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마이크의 선택은 케비넷의 종류와 

모델에 따라 최상의 톤과 반응을 위해 각기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에 “BASS”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타/베이스 앰프 어디나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Designation Inspired by 

Dynamic 57 Dynamic microphone Shure® SM57 

Dynamic 421 Dynamic microphone Sennheiser® MD421 

Knightfall Condenser microphone Blue® Dragonfly 

Condenser 87 Condenser microphone Neumann® U87 

Ribbon160 Ribbon microphone Beyerdynamic® M160N 

Ribbon121 Ribbon microphone Royer® R121 

Bass 20 Dynamic microphone Electrovoice® RE20 

Bass 52 Dynamic microphone Shure® Beta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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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diagram 

 
 

 

 

 

 

테크니컬 데이터 

Designation Characteristics 

SPEAKER IN 6.35mm (1/4 in) Jack unbalanced (TS, Tip/Sleeve) 
IN LEVEL switch affects input sensitivity 
High: 0 dB 
Low: -15 dB 

SPEAKER OUT 6.35mm (1/4 in) Jack unbalanced (TS) 

LEFT/RIGHT OUTPUTS XLR Balanced 
Maximum output level: 15 dBu. Impedance: 600 Ohms 

PHONES 6.35mm (1/4 in) Jack balanced TRS, Tip/Ring/sleeve) 

MIDI Input 1/8″ jack balanced TRS. Jack to MIDI cable adapter supplied. 

USB Micro USB B port. Micro USB-B to USB-A cable su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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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nal to Noise Ratio 95dB 

Power supply 100-240v AC / Output: 12V DC, 1A supplied. 

Dimensions 128 (w) x 175 (d) x 64 (h) mm 
Weight: 1.3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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