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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Sky

　　　

　　

　

　

オープンプライス
（市場予想�格：￥52,800前後）

問：㈱オールアクセス・サポートセンター
TEL：03-5456-5032

●搭載リバーブ：12種類（Room、Hall、

Plate、Spring、Swell、Bloom、Cloud、

Chorale、Shimmer、Magneto、Nonlinear、

Reflections）　●コントロール：ディ
ケイ、プリディレイ、ミックス、トーン、
モジュレーション、パラメータ1、パラメ

〡タ2　●入出力端子：レフトイン、ライ

トイン、レフトアウト、ライトアウト、エ

クスプレッションアウト、MIDIイン／ア

ウト　●電源：付�パワーサプライ　●
外形寸法：172（W）×130（D）×33（H／

リア＝ 49）mm　●重量：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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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팩트 이펙터를 믹스에 사용하자

콤팩트 타입의 공간계 이펙터에는 플러그인에는 없는 개성적인 톤을 만들수 있는 모델이 많아
이팩트를 건채 녹음하는것 뿐아니라 믹스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믹스에 사용할 경우의 세팅방법과 
꼭 사용해봐야할 최신의 모델을 소개하겠습니다. 

콤팩트 타입의 딜레이나 리버브는 기본적으로는, 이팩터를 건채 녹음하는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DAW 소프트웨어에는 연결된 이팩터를 플러그인 처럼 취급하는 
기능이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간편하게 DAW 
소프트웨어로 믹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믹스로 사용할 경우의 중요한점은 먼저,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2in/4out
이상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2in/2out 모델의 경우 DAW 소프트웨어와 외부 이펙터가
루프되어 버려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결 방법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Output 1과 2를 모니터 스피커등의 재생장치에
연결하고, Output의 3과 4를 이펙터의 Input의 L/R(※)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펙터의 Output의 L/R(※) 부터 오디오인터페이스의 Input 1과 2에 연결합니다.

이것으로 DAW 소프트웨어의 녹음된 트랙에 이펙터의
효과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펙터에 따라서는 Bypass사운드와 Effect 사운드를
별도로 출력하는 것이 가능한 모델도 있어서, DAW 
소프트웨어에 2개의 트랙을 만들어 놓고, Bypass 
사운드와 Effect 사운드를 별도로 녹음하고 나중에 다시
믹스를 하는 테크닉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 사양의 모델의 경우 세팅 예입니다.
   모노의 경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아웃풋의
   3부터 이펙터의 인풋에 연결합니다.

스프링이 흔들리는 텐션감까지 재현한 리얼한
스프링 리버브, 공간에 음의 입자가 떠다니는 듯한
신감각의 클라우드 등... 12종류의 리버브를 탑재한
페달 타입의 디지털 리버브.
본체에는 리버브 타입을 선택할 수 있는 노브 이외에
잔향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Decay, 리브버 효과의
시간을 조절하는 Pre- Delay, 리버브의 고역을 조정하는 
Tone, 리버브의 모듈레이션을 추가하는 Mod, Bypass된 
소리와 이팩터 처리된 소리의 발란스를 조절하는 Mix등의 
콘트롤을 외부 노브로 조절가능하며, 디테일한 조절역시 
가능합니다.
이러한 노브를 이용해 만든 톤은 300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MAC 녹음시에 편리한 기능도 있는데, 본체에
리버브 효과를 건 소리가 스피커를 울리고 있는것과
같은 질감(엠비언트 감도 포함)을 라인으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케비넷 에뮬레이터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스트라이몬 [Big Sky]를 로직 프로의 [I/O]
기능으로 플러그인과 사용하고 있는 예

콤팩트 이펙터를 믹스에 사용할때의 세팅방법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감싸는 공간감을
만들어 내는 디지털 리버브

Strymon

최신 인기모델을 한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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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인터페이스
모니터스피커아웃풋의 3과 4부터

이펙터의 인풋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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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

Input

아웃풋의 1과2는
모니터 스피커등의
재생기기에 연결

개성적인 공간을 만들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