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BOSS 디지털·레코더 MICRO BR 를 구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용 설명서

이 기기를 정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용 전에

• 안전상의 주의(P. 2 ~ 3)

• 사용상의 주의(P. 4 ~ 5)

를 자주 읽어 주세요.

또, 이 기기가 뛰어난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도 사용 설명서
를 자주 읽어 주세요. 취급 설명서는 필요한 때에 곧바로 볼 수가 있도
록 곁에 두어 주세요.

■ 문장 표기에 대해
• [ ] 그리고 둘러싼 영문자/숫자는 패널상의 버튼을 나타냅니다.

［POWER］ POWER 버튼
［UTILITY］ UTILITY 버튼

• 문장(P. **)는 참조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ICRO BR 를 사용하기에 즈음해 특별히 주의하면 좋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편리한 조작과 음악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작 설명에 대해서 보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조 페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용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흰트

주의!

메모

Ⓒ 2006 보스 주식회사
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사·배포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스 홈 페이지 http://www.roland.co.jp/B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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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안전상의 주의」

이외에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세요.

● 설치 조건(설치면의 재질, 온도 등) 에 따라서 본
체의 고무받침이 설치한 받침대등의 표면을 변색
또는 변질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고무다리아래에 펠트등의 누노를 깔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체가 미끄러져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사용해
주세요.

전원, 전지세트나 교환에 대해

● 본체를 냉장고, 세탁기, 전자 렌지, 에어콘등의 인
버터 제어의 제품이나 모터를 사용한 전기 제품이
접속 되어있는 콘센트와 같은 콘센트에 접속 하지
마세요. 전기 제품의 사용 상황 에 따라서 전원 노
이즈에 의해 본체가 오동작 하거나 잡음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원 콘센트를 나누는 것이 어
려운 경우는 전원 노이즈·필터를 설치해 주세요.

● AC 아답터를 장시간 사용하면 AC 아답터 본체가
다소 발열합니다만, 고장이 아닙니다.

● 이 기기는 소비 전류가 크기 때문에 AC 아답터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전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알칼
리 전지를 사용해 주세요.

● 전지세트나 교환은 오동작이나 스피커등의 파손
을 막기 위해, 다른 기기와 접속 하기 앞서 이 기
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해 주세요.

● 이 기기는 전지가 부속품 되고 있습니다. 이 전지
는 기기의 동작 확인용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 접속할 때는 오동작이나 스피커등의 파손을 막기
위해 반드시 모든 기기의 전원을 꺼 주세요.

● 이 기기의 근처에 파워·앰프등의 대형 트랜스를
가지는 기기가 있으면 험(신음소리)을 유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기기와의 간격이나
방향을 바꾸어 주세요.

● 텔레비젼이나 라디오의 근처에서 이 기기를 동작
시키면 텔레비젼 화면에 얼룩이 나오거나 라디오
로부터 잡음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 기기를 멀리해 사용해 주세요.

● 휴대전화등의 무선기기를 본체의 근처에서 사용
하면 착신시나 발신시, 통화시에 본체로부터 잡음
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러한 기기
를 본체로부터 멀리하는지 혹은 전원을 꺼 주세요.

● 직사 광선이 맞는 장소나, 발열하는 기기의 근처
꼭 닫은 차내 등에 방치 하지 마세요. 변형, 변색
하는 일이 있습니다.

● 극단적으로 유타카 습도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내부에 물방울이 붙는(결로) 일이 있습니다. 그대
로 사용하면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시간
방치해 결로가 없어지고 나서 사용해 주세요.

설치에 대해

손질에 대해
● 통상 손질은 부드러운 옷감으로 마른 걸레질 하는

경우 딱딱함을 줄인 옷감으로 더러움을 닦아내 주
세요. 더러움이 심할 때는 중성 세제를 포함한 옷
감으로 더러움을 닦아내고 나서, 부드러운 옷감으
로 마른 걸레질 해 주세요.

● 변색이나 변형의 원인이 되는 벤진, 시너 및 알코
올류는 사용하지 마세요.

수리에 대해
● 고객이 이 기기나 AC 아답터를 분해 개조되었을

경우 이후의 성능에 대해 프로텍션할 수 없게 됩
니다. 또,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리에 나오는 경우 기억한 내용이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기억 내용은, 메모리·카드나 가
지고 계신 컴퓨터에 저장하든지 기억 내용을 메모
해 두어 주세요.
수리할 경우에는 기억 내용의 저장에 세심의 주위
를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메모리부의 고장등으로
기억 내용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어진 기록 내용의 수복에 관해서는 보상도 포함
하고 용서 바랍니다.

● 당사은 이 제품의 보수용 성능 부품(제품의 기능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을, 제조타절 후
6 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보유기간을
수리 가능의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도 고장 개소에 따라
서 수리 가능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입점, 또는
근처 롤랜드·서비스에 상담해 주십시오.

그 외 주의에 대해
● 기억한 내용은 기기 고장이나 잘못한 조작등에 의

해 없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잃어도 곤란하지 않
게 중요한 기억 내용은 백 업으로서 메모리·카드
나 가지고 계신 컴퓨터에 저장 해 두어 주세요.
(*** 는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메모리·카드나 가지고 계신 컴퓨터내가 없어진
기억 내용의 수복에 관해서는 보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버튼, 노브, 입출력
단자 등에 과도의 힘을 더하지 말아 주세요.

● 디스플레이를 강하게 누르거나 치거나 하지
마세요.

● 케이블의 빼고 꽂기는 쇼트나 단선을 막기 위해
플러그를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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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저작물(음악 작품, 영상 작품, 방송, 공연,
그 외) 일부 또는 전체부를,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녹음해 배포, 판매, 대여, 공연, 방송등을 실시하
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제3자 저작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는 용도에 본
체를 사용 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체를 이용해 다
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폐사는 일절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 음악을 즐기는 경우 이웃에 폐가 되지 않게 특히
야간은 음량에 충분히 주의해 주세요.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 폐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 지하철 안 등 공공의 장소에 음량을 너무 올리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부터 소리가 빠져 주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있다.

● 수송이나 이사를 할 때는 이 기기가 들어가 있던
패키지와 완충재 또는 동등품으로 포장하세요.

● 이 기기가 들어가 있던 곤포상자이나 완충재를
폐기하는 경우 각시읍면 쓰레기 분리 기준에 따라
해 주세요.

● 접속 케이블에는 저항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본체와의 접속에는 저항이 들어가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지 마세요. 소리가 극단적으로 작아지거나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케이블의 사양에 대해서는 케이블 메이커에 문의
해 주세요.

● 메모리·카드는 확실히 안쪽까지 넣어 주세여.

메모리·카드를 사용하기 앞서 메모리·카드의
취급

● 메모리·카드 단자의 부분에 접촉하거나 더럽히

거나 하지 마세요.

● 메모리·카드는 정밀한 전자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취급에 대해서는 다음 점에 주의해
주세요.
○정전기에 의한 파손을 막기 위해 취급하는 전에

신체에 대전하고 있는 정전기를 방전해 둔다.
○단자부에 손이나 금속으로 접하지 않는다.
○굽히거나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주거나

하지 않는다.
○직사 광선이 맞는 장소나 꼭 닫은 자동차안 등

에 방치하지 않는다.
○물에 적시지 않는다.
○분해나 개조를 하지 않는다

저작권에 대해

● 본서는 Microsoft Corporation 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화면 사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Windows 의 정식명칭은
Microsoft ⓡ Windows ⓡ operating system 
입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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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BR 의 소개

주된 장점

■모바일·사이즈의 멀티트랙·레코더

■간단한 조작계

■1대로 음악을 완성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편리한 MP3/WAV 재생 기능

■크로매틱·튜너를 탑재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2 전원 방식

MICRO BR 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

■메모리·카드(SD 메모리 카드)의 초기화에 대해

■녹음 시간에 대해

각부의 이름과 일해

탑·패널

디스플레이

플레이 화면에 대해

MP3 화면에 대해

레벨·미터를 표시한다

사이드·패널(왼쪽

사이드·패널( 오른쪽

보텀·패널

MICRO BR 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전지/메모리·카드를 입금시킨다

주변기기를 접속한다

전원을 넣는다

전원을 끈다

데모·송을 듣는다

데모·송을 재생한다

현재 위치를 이동한다

새로운 송을 만든다

새로운 송을 만든다(송·뉴

입력을 선택한다

이펙트를 사용한다(인서트·이펙트

이펙트·패치를 선택한다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고 녹음한다

리듬을 사용한다

패턴을 울림

패턴의 템포를 바꾼다

녹음한다

재생한다

녹음한 연주를 재생한다

트랙의 음량을 조정한다

MP3 플레이어를 사용한다

데모·송을 재생한다

MP3 의 곡을 연습에 사용한다(프레이즈·트래이너

재생 스피드를 바꾼다(타임.스트레치

중앙의 소리를 지운다(센터·캔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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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녹음/재생한다

녹음한다
새로운 송을 만든다
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녹음 레벨을 조절한다
V 트랙을 바꾸기
녹음하는 트랙을 선택한다
2 개의 트랙·파라미터를 동시에 조작한다(스테레오·링크
녹음한다

재생한다
반복 재생시킨다(리피트
재생음의 좌우의 Pan를 조정한다

미스 했는데만 록고친다(펀치/아웃
메뉴얼·펀치/아웃
오토·펀치/아웃
같은 구간의 녹음을 반복한다(루프·레코딩

녹음이나 편집을 취소한다(un-do/re-do
1 개(살) 앞 상태에 되돌린다(un-do
un-do를 취소한다(re-do

각 트랙의 연주를 별도 트랙에 정리한다(바운스
바운스 결과를 확인한다

송에 관한 정보를 표시시킨다
송의 정보를 표시한다
녹음 가능한 남은 시간을 표시시킨다

제2 장 편집한다
트랙에 녹음된 연주를 편집한다(트랙·에디트

데이터를 카피 한다(트랙·카피
편집 범위와 카피 회수에 대해
데이터를 이동시킨다(트랙·move
데이터를 지운다(트랙·삭제
데이터를 바꿔 넣는다(트랙·익스체인지

녹음한 송을 정리한다
송을 카피 한다(송·카피
송을 지운다(송·삭제
메모리·카드 용량을 절약한다(송·업티마이즈
송에 이름을 붙인다(송·네임
송을 보호한다(송·프로텍트
현재의 설정을 송에 저장 한다(송·세이브

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한다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한다

이펙트·패치와 뱅크
인서트·이펙트의 설정을 변경한다
인서트·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이트
인서트·이펙트의 사용법을 상황에 따라 바꾼다

알고리즘 List
GT(기타) 뱅크 ［COSM GTR AMP］
MC(마이크) 뱅크 ［VOCAL MULTI］
LN/EX(라인/외부 마이크) 뱅크［MSTR TOOL KIT］

인서트·이펙트·파라미터의 기능
리버브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리버브·타입을 선택한다
트랙의 리버브 의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입력 소스의 리버브 의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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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의 리버브 의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리버브·파라미터의 기능

마스터링을 한다
마스터링을 한다
마스터링·툴·킷의 설정을 변경한다
마스터링·툴·킷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이트)

마스터링·툴·킷·파라미터의 기능
MT 뱅크［MSTR TOOL KIT］

파라미터 List

4 장 리듬을 사용한다
리듬에 대해

패턴/어레인지 란
패턴·모드/어레인지·모드에 대해

드럼의 음색(드럼·킷)을 바꾼다
패턴을 울림

패턴의 템포를 바꾼다
오리지날의 어레인지를 작성한다

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
패턴을 늘어놓는다
스텝을 삽입한다
스텝을 삭제 한다
어레인지에 이름을 붙인다

어레인지를 울림
어레인지의 템포를 바꾼다

어레인지를 카피 하는/삭제 한다
카피
삭제

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한다
MP3 란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는 오디오·포맷에 대해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지 않는 오디오·포맷에 대해
음악 전달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한 파일에 대해
음악 CD 로부터 받아 넣은 오디오·파일의 취급에 대해

저작권에 대해
허락 조건에 대해
MP3 모드에 대해
MP3 모드로 전환한다

MP3/WAV 파일을 재생한다
곡을 반복해 재생시킨다(리피트

MP3/WAV 의 파일을 연습에 사용한다(프레이즈·트래이너
재생 스피드를 바꾼다(타임.스트레치
중앙의 소리를 지운다(센터·캔슬

MP3/WAV 로 녹음한다
녹음 시간에 대해

MP3/WAV 의 파일을 삭제 한다
MP3/WAV 의 파일명을 변경한다
MP3/WAV 의 정보를 표시한다

6 장 USB 를 사용한다
USB 를 사용하는 전에(개요

USB 를 사용해 할 수 있는 것
대응 OS
PC와의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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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의 데이터 구성
메모리·카드로 저장 된 폴더나 파일을 확인한다

백 업 되는 데이터에 대해
USB 사용시의 주의

Windows 의 경우
MP3/WAV 파일을 교환한다
MICRO BR 의 송·데이터를 백 업/recover 한다

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
Macintosh 의 경우

MP3/WAV 파일을 교환한다
MICRO BR 의 송·데이터를 백 업/recover 한다

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
BR-900CD/600 의 송·데이터의 호환성에 대해

제7 장 그 외의 편리한 기능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
악기의 튜닝을 한다(튜너

튜닝 한다
트랙·데이터와 오디오·파일의 상호 변환을 한다

트랙·데이터를 오디오·파일로 변환한다
(트랙·익스포트
오디오·파일을 트랙·데이터로 변환한다
(트랙·임포트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를 사용한다

SD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이니셜라이즈)한다
MICRO BR 의 설정을 초기화한다
전지의 소모를 억제한다(파워·세이브

파워·세이브 상태로부터 복귀한다
자동으로 전원을 off로 한다(오토·파워·off

제8 장 자료
어레인지/패턴 List

pre-set·어레인지 List
pre-set·패턴 List

이펙트·패치 List

■ GT (GUITAR/BASS) Bank
■ MC (MIC) Bank
■ LN (LINE) Bank
■ EX (EXTERNAL MIC) Bank
■ MT (MASTERING) Bank

파라미터 List
■mixer·파라미터
■레코더·파라미터
■송·파라미터
■시스템·파라미터
■리듬·파라미터
■어레인지·파라미터

고장일까?  (이)라고 생각하는 전에
에러·메세지 List

주된 사양
트랙·시트



MICRO BR 소개

MICRO BR 는 portability를 중시한 모바일·사이즈의

멀티트랙·레코더입니다.

주요 장점

■ 모바일·사이즈의 멀티트랙·레코더

MICRO BR 는 초심자라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도
록 설계된 디지털·멀티트랙·레코더입니다.
연주 녹음으로부터 믹스·다운까지, 구입하신 그 날부
터 누구라도 간편하게 디지털·레코딩 매력에 접할 수

가 있습니다.

■ 간단한 조작계

워크스테이션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성 입력과 이펙트 일렉트릭 기타나
베이스, 스테레오·마이크/라인 출력 기기를 직접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인풋·잭, 또 내장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COSM 기술을 구사한 이펙트를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특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1대로 음악을 완성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한다」(P. 61) 

「리버브를 사용한다」(P. 74)

10

○ 멀티트랙·레코딩

작품 중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음원(악기등)을 다른
트랙에 녹음하는 것을 멀티트랙·레코딩이라고 합니

다.
MICRO BR 는 4 개의 트랙이 있어 한층 더 각 트랙
에 8 개 가상 트랙(V 트랙)을 가집니다.
예를 들면 기타.솔로 트랙에 많은 테이크를 녹음해
두어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테이크만을 사용한다, 
라고 했던 것이 가능합니다.

「 제1 장 녹음/재생한다」(P. 38)
또, 4 트랙을 재생하면서 V 트랙에 믹스·다운하는

일도 가능하므로, 트랙이 가득 되어도 삭제 할 필요
가 없습니다.

「 각 트랙의 연주를 별도 트랙에 정리한다
(바운스)」(P. 50)

COSM 란 실재하는 물체의 구조, 소재등을
다른 수법으로 가상적으로 구축하는 「모델
링」기술.
COSM 는 그 수많은 사운드·모델링 기술을

발전시켜, 한층 더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롤랜드 독자적인 기술입니다.

COSM
(Composite Object Sound Modeling）



MICRO BR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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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기능
생각난 프레이즈나, 곡의 아이디어를 녹음할 때에 편
리한 「리듬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리듬·패턴을 선택한 후, 템포를 설정

하는 것으로 간단 조작입니다.
게다가 내장된 리듬·패턴을 조합해 곡의 흐름을 만드

는 어레인지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 오디오·데이터에의 변환

완성한 곡데이터는, 본체내에서 MP3 나 WAV 라고
한 일반적인 오디오·포맷으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소지의 컴퓨터에 USB 로 전송 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랙·데이터와 오디오·파일의 상호 변환을 한다」

(P. 112)
「 제6 장 USB 를 사용한다」(P. 100)

각 트랙은 8 개 가상 트랙으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나 1 개를 선택해, 녹음/재생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최대로 4 × 8 = 32 트랙에 연주를 녹음할 수
가 있어 그 중에서 4 트랙을 선택해 재생할 수 있
게 됩니다.
이 각 트랙을 구성하는 가상 트랙을 V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V 트랙 이란

「 제4 장 리듬을 사용한다」(P. 82)

○ 바운스 기능/마스터링 기능
리듬을 포함한 모든 트랙의 연주를 2 트랙 스테레오·

데이터에 믹스·다운(바운스)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스터링 기능을 사용해 곡의 음압을 올림 등 곡
전체의 음질을 정리해 그대로 MP3등의 오디오·데이

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부록에 「트랙·시트」(P. 131)이 있기 때문에 V 트

랙을 사용한 곡을 녹음할 때 등에 copy 해 이용
하십시오.

흰트

「 제4 장 리듬을 사용한다」(P. 82)

MICRO BR 는 MP3/WAV 파일(오디오·파일) 재생 기

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 데이터를 이동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오디오·파일을 연주시키면서 악기 연주를

연습할 경우에 천천히 재생하거나 중심으로 울고 있
는 소리를 지울 수가 있는 프레이즈·트래이너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층 더 장시간 MP3 녹음에도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판 스테레오·마이크나 내장

마이크를 사용한 옥내.외 에서 녹음에도 최적입니다.

■ 편리한 MP3/WAV 재생 기능

「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한다」(P. 91)

크로매틱·튜너 탑재에 의해 기타나 베이스를 본체에

접속한 채로 튜닝 할 수가 있습니다.

■ 크로매틱·튜너를 탑재

「악기의 튜닝을 한다(튜너)」(P. 110)

단 3 건전지(알칼리 건전지 추천) 2 개로 동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운반해 어디에서도 레코딩이 가능
합니다.
또, 건전지 외에 AC 아답터(별매)를 사용할 수가 있
습니다.

■ 장소를 선택하지 않는 2 전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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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BR 는 메모리·카드로 SD 메모리 카드를 사
용해 녹음·재생을 실시합니다.

MICRO BR 로 동작 확인은 SD 메모리 카드에 대해
서는 별지 「SD 메모리 카드로 대해」를 봐 주세요.

MICRO BR 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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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의 카드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은 데이터·타입

설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됩니다

● 녹음 시간 (1 트랙 환산)

컴퓨터·샵등에서 구입하신 SD 메모리 카드나, 디지
털·카메라로 사용하고 있던 SD 메모리 카드를 그대

로 MICRO BR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SD 메모리 카드를 MICRO BR 로 사용하는
경우는 초기화(이니셜라이즈)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D 메모리 카드 초기화에 대해서는「SD 메모리 카
드를 초기화(이니셜라이즈)한다」(P. 115)를 봐 주
세요.

■ 메모리·카드(SD 메모리 카드) 초기화에

대해

■ 녹음 시간에 대해

※ 상기 녹음 시간은 기준입니다. 만들어지는 송수
에 따라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짧아집니다.

※ 상기 녹음 시간은 사용 트랙 합계입니다. 4 트랙
으로 균등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완성
되는 곡의 길이는 상기 약1/4 이 됩니다.

※ MP3 파일등의 오디오·데이터가 카드상에 있는

경우는 그 용량 만큼 녹음 시간이 짧아집니다.

※ 상기 녹음 시간은 기준입니다. 만들어지는 MP3/
WAV 파일수에 따라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짧아집니다.

※ 송·데이터가 카드상에 있는 경우는 그 용량 만큼

녹음 시간이 짧아집니다.

메모리·
카드
용량

데이터·타입

HiFi（MT2 STD（LV1） LONG（LV2）

32 MB 약 15 분 약 18 분 약 23 분

64 MB 약 31 분 약 38 분 약 47 분

128 MB 약 64 분 약 76 분 약 96 분

256 MB 약 128 분 약 154 분 약 192 분

512 MB 약 257 분 약 309 분 약 386 분

1 GB 약 502 분 약 604 분 약 755 분

● 녹음 시간(MP3/WAV, 스테레오 환산)

메모리·
카드
용량

MP3

64 kbps 128kbps
WAV

192kbps

약 65 분 약 32 분 약 21 분32 MB 약 2 분

약 131 분 약 65 분 약 43 분64 MB 약 5 분

약 265 분 약 132 분 약88 분128 MB 약 12 분

약 531 분 약 265 분 약 177 분256 MB 약 24 분

약 1065 분 약 532 분 약 355 분512 MB 약 48 분

약 2081 분 약 1040 분 약 693 분32 MB 약 94 분



각부의 명칭과 기능

탑·패널

13

전원 버튼입니다. 본체 전원을 on/off 합니다.

1.  [POWER](파워)

앞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EXIT]

송 관리, 트랙 편집, 메모리·카드 조작 등, 다양한

기능을 호출합니다.

3.  [UTILITY](유틸리티)

• [EXIT]를 누르면서[UTILITY]를 누르는 레코딩

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MODE(레코딩·모드)

커서의 이동, 페이지 바꾸기에 사용합니다.

4.  CURSOR [◀][▶](커서)

이펙트의 on/off나, 설정을 변경(에디트)하는 화
면을 호출합니다. 마스터링·툴·킷이나 리버브의

설정도 여기서 실시합니다.

5.  [EFFECTS](이펙트)

리듬의 on/off나, 설정을 변경(에디트)하는 화면
을 호출합니다.

6.  [RHYTHM](리듬)

MP3 나 WAV 파일 재생이나 녹음을 실시하는 모
드로 전환합니다.
또, 타임.스트레치나, 센터·캔슬이라고 하는 프레
이즈·트래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MP3/TRAINER](MP3 /트래이너)

• [EFFECT]를 누르면서 [RHYTHM]를 누르는

내장 튜너를 on로 합니다.

TUNER(튜너)

녹음하는 트랙을 선택하거나 트랙 음량을 컨트롤
하는 화면을 호출하거나 합니다.
또, 화면에 의해 기능이 다른 펑션 버튼으로서 사
용합니다.
예를 들면, 설명문중에서 [TR1](SNG)와 있으면
[TR1]를 누르는 것에 의해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어있는 SNG 가 선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8.  [TR 1]~[TR 4](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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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눌러 있는 동안 송을 앞 부분으로 되돌립
니다.

9.            (되감기) 커서가 가리키는 파라미터 설정값(value)을 변경
합니다.

16.  VALUE［-］［+］(값)

를 누르면서 를 누르면

그 곡의 선두 시각으로 이동합니다.

메모

송의 녹음, 재생을 정지합니다.

10.            (정지)

송을 재생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

11.               (플레이)

버튼을 눌러 있는 동안 송을 빨리 감기 합니다.

12.            (빨기감기)

를 누르면서 를 누르면

그 곡의 끝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메모

녹음 대기 상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이
표시됩니다. 그 후 를 누르면 녹음을
시작 합니다.

13.            (녹음)

리피트 기능으로 반복하고 싶은 구간이나, 펀치/
아웃 구간, 트랙·에디트 구간을 설정 합니다.

14. ［A         B］(AB 버튼)

입력 잭이나 내장 마이크 선택 화면 및 입력 감도
설정을 실시하는 화면을 호출합니다.

15. ［INPUT］(인풋)

• 잠시 VALUE 를 계속 누르면 설정값이 빨

리 증감합니다.
• VALUE를 누르면서 다른 한쪽의 VALUE를

누르면 한층 더 재빠르게 설정값을 증감시
킬 수가 있습니다 (터보·리피트).

MICRO BR 본체 내장 모노랄·마이크입니다. 내

장 마이크로 녹음할 때는 「입력하는 악기를 선
택한다」(P. 39)를 봐 주세요.

17.  MIC(내장 마이크)

송 시간이나 음량 레벨, 메뉴 화면 등, 그 때 설정
항목에 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표시 화면이 보기 힘든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P. 110)을 봐 주세요.

18.  디스플레이

송 시간이나 음량 레벨, 메뉴 화면 등, 그 때 설정
항목에 응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표시 화면이 보기 힘든 경우는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P. 110)을 봐 주세요.

18.  디스플레이

● 통상 손질은 부드러운 옷감으로 마른 걸레
질 하든지, 딱딱함 줄인 옷감으로 더러움
을 닦아내 주세요. 더러움이 삼할 때는 중
성 세제를 포함한 옷감으로 더러움을 닦아
내고 나서, 부드러운 옷감으로 마른 걸레
질 해 주세요.

● 변색이나 변형의 원인이 되는 벤진, 시너
및 알코올류는 사용하지 마세요.

메모 손질에 대해



각부의 명칭과 기능

15

디스플레이

현재의 모드를 표시합니다.

1.  모드

표시 모드

(없음)
통상 멀티트랙·레코딩으로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바운스·모드입니다.

마스터링·모드입니다.

MP3 모드입니다.

파라미터의 변경 대상을 나타냅니다.
VALUE［-］［+］를 누르는 것으로, 커서로 나
타난 파라미터가 변화합니다.

2.  커서

송의 현재 위치를 「소절-박-클락」으로 표시합
니다.

3.  소절

리듬의 템포를 표시합니다.

4.  템포

송의 현재 위치의 시각을 「시간: 분: 초」로 표
시합니다.

5.  시각

송의 현재 위치의 프레임수를1/10 프레임 단위
로 표시합니다(P. 27).

6.  프레임/서브·프레임

인서트·이펙트(P. 61)이 on 때에 점등 합니다.
7.  EFFECTS

통상 모드, MP3 모드 때는 PHONES/LINE OUT 
로부터 출력되는 레벨이 표시됩니다.

8.  L/R(레벨·미터)

바운스·모드, 마스터링·모드 때는 각각의 녹음 레
벨(바운스·레벨, 마스터링·레벨)이 표시됩니다.

트랙의 1 ~ 4 에, 녹음된 데이터가 있을 때 점등
합니다. 또, 레코딩·트랙으로 지정된 트랙은, 그

번호가 점멸합니다.
레벨·미터 화면 때는, 트랙 1 ~ 4 의 레벨·미터의

이름으로서 표시합니다.

9.  TR 1 2 3 4

리듬(P. 82)가 on 때에 점등 합니다.
레벨·미터 화면 때는, 리듬의 레벨·미터의 이름으

로서 표시합니다.

10.  RHYTHM

리듬(P. 82)가 on 때에 점등 합니다.
레벨·미터 화면 때는, 리듬 레벨·미터의 이름으로

서 표시합니다.

11. (플레이·인디케이터)

녹음 대기중, 또는 녹음중에 표시됩니다.

12. (REC 인디케이터)

레벨·미터 화면 때에, 각 입력 잭(GUITAR IN 나

LINE IN/MIC)이나 내장 마이크에 입력되는 신호
레벨을 표시합니다.

13.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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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전지 잔량을 표시한다.

14.  전지 잔량

• 본서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기능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장 출하시 설정(패치명
등)과 본문중의 디스플레이상 설정은 일치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양해 바랍니다.

※ MICRO BR 내부 데이터 갱신중에 디스플
레이에 「Keep power on!」가 표시됩니다
이 메세지가 표시 되어있는 때는 전원을 끄
지 말아 주세요.

메모

표시 전지잔량

전지 잔량은 충분합니다.

전지의 남은 시간이 대략 반입니다.

전지의 남은 시간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빨리 새로운 전지를 교환해 주세요.

전지의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전지를 교환해 주세요.

표시
없음

AC 아답터(PSA-100)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전지 잔량 표시가 남아 있을 때까지 이용하십시오.

입력되는 신호가 너무 클 때 점등 합니다.
점등 했을 때는 INPUT 버튼을 눌러 현재 입력으
로 사용하고 있는 Sns(인풋·센스)를 내려 주세요.

자세하게는「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P. 39)를 참조해 주세요.

15. (오버·아이콘)

리피트가 설정 되어 있을때 점등 합니다.

16.  (리피트)

오토·펀치/아웃이 설정 되어 있을 때 점등 합니다.
18.  A.PUNCH

[A B]로 리피트나 오토·펀치로 사용하는 A-

B 구간을 설정했을 때에 점등 합니다. 시작 시각
(A)을 설정했을 때에 점멸해, 마지막 시각(B)을
설정하면 점등이 됩니다.

17.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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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트랙의 음량을 표시합니다.

레벨·미터를 표시한다

통상모드

본 사용설명서는 특히 주의가 없는 한, 플레이 화면
에 있는 것으로서 설명합니다.

MP3 모드(P. 92)로 MICRO BR 의 전원을 끊었을 경
우, 다음에 전원을 넣으면 MP3 모드로 기동합니다. 
MP3 모드 에서 화면(밑그림 참조)을 MP3 화면이라
고 부릅니다. 이 때 표시되고 있습니다.

MP3 화면에 대해

MP3 모드로부터 빠지는 경우는 한번 더 [MP3/
TRAINER]를 누릅니다.

※ 플레이 화면에 되돌릴 때는 CURSOR［▶］
(또는［EXIT］)를 누릅니다.

1.  플레이 화면에서 CURSOR［◀］를 몇번을
누릅니다.

L/R

PHONES/LINE OUT 로부터 출력되
는 레벨이 표시됩니다.
다만, 바운스, 마스터링시는 각각의
녹음 레벨(마스터링·레벨,바운스·

레벨)이 표시됩니다.

TR 1 ～ 4
각 트랙으로부터 출력이 레벨·미터

에 표시됩니다.

RHYTHM
리듬으로부터 출력이 레벨·미터에

표시됩니다.

IN
각 입력 단자(GUITAR IN, LINEIN/
MIC, 내장 마이크)로부터의 입력이
레벨·미터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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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패널 ( 오른쪽)

AC 아답터( PSA-100, 별매)를 접속합니다(P. 
22). PSA-100 는 악기점에서 입수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DC IN(AC 아답터) 잭

기타나 베이스를 다이렉트에 접속할 수 있는
하이.인피턴스 입력 잭입니다.

1.  GUITAR IN(기타·인) 잭(표준 타입)

PHONES/LINE OUT 로부터의 출력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2.  VOLUME(볼륨)

PHONES/LINE OUT 로부터의 출력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3.  PHONES/LINE OUT(헤드폰/라인·아웃) 
잭(스테레오·미니·타입)

USB 케이블을 사용해 PC와 접속하는 콘넥터입
니다(P. 22)(P. 100). MICROBR 와 PC의 사이에
데이터 교환을 실시합니다.

4.  USB 콘넥터(미니 B 타입)

• AC 아답터는 반드시 PSA-100을 사용해
주세요. 다른 아답터를 사용하시면 발열·

고장등의 원인이 됩니다.
• 사용중에 AC 아답터가 빠지면 중요한 데이

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

잭(스테레오·미니·타입) 아날로그·오디오 신호의

입력 잭입니다.
휴대 오디오·플레이어등의 오디오 기기의 출력을

접속할 때나, 마이크를 접속할 경우에 사용합니
다.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소형 콘덴서·마이크를 사

용하는 경우, MICRO BR본체의 PlugInPower 의
설정을 on로 합니다.

플러그 인·파워에 대응하고 있지 않는 기기(다이
나믹·마이크등)를 사용하는 경우는, PlugInPower 
의 설정을 반드시 off로 해 주세요.

2.  LINE IN/MIC(라인·인/마이크)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를 사용한다」

(P. 114)

플러그 인·파워 대응 콘덴서·마이크 란, 전
원이 필요한 소형 콘덴서·마이크입니다. 마

이크 에 따라서 전지등이 내장 되어있는 모
델도 있습니다만,외부로부터 전원을 필요로
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MICRO BR 는, 외부로부터 전원이 필요한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에 대해서 전원

을 공급할 수가 있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 인·파워 대응 콘덴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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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텀·패널

• LINE IN/MIC 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은

대략 2.5V 입니다. 팬텀 전원과 달라, 48V
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 PlugInPower 를 ON 로 설정해 있을 때는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콘덴서·마이크만을
접속해 주세요. 그 이외의 기기(다이나믹·

마이크등)를 접속하면 그 기기가 파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를 사용한

다」(P. 114)

주의!

「녹음 레벨을 조절한다」(P. 39)

입력 소스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트랙에 녹음되
는 레벨이 정해집니다.

3.  INPUT LEVEL(인풋·레벨)

시판 스트랩을 통할 수가 있습니다.

4.  스트랩·홀더

전지/메모리·카드(SD 메모리 카드)의 삽입하고
구입니다.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으면

녹음할 수 없습니다.

1.  배터리·커버

「전지/메모리·카드를 입금시킨다」(P. 20)

전원이 on 시에 HOLD 스위치를 ON 일 때, 모든
버튼 조작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다만, HOLD ON 상태에도, VOLUME, INPUT 
LEVEL 는 조작할 수 있습니다.
또, 전원이 off 때에 HOLD 스위치를 ON 일 때
[POWER］를 눌러도 전원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2.  HOLD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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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메모리·카드를 입금시킨다

1. [POWER］가 off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2. 배터리·커버를 화살표 방향으로 슬라이드시켜

잡기는 두 합니다.

3. 전지가 들어가 있는 경우, 배터리·케이스로부터

꺼냅니다.

4. 「카틱」이라고 소리가 날 때까지 메모리·카드

를 안쪽에 넣는다.

5. ＋／－를 잘못하지 않게 해 단 3 건전지 2개를
넣습니다.

6. 배터리 커버를 답니다.

공장 출하시에는, 데모·송의 수록된 SD 

메모리 카드가 미리 세트 되고 있습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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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카드를 꺼내려면
「카틱」이라고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 놓습니다.

메모

메모리·카드의 기입 금지(LOCK) 기능에 대해
메모리·카드의 측면에 있는 기입 금지 스위치를 「LOCK」

방향으로 슬라이드시키면 기입이나 삭제를 할 수 없게
되어 메모리·카드내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누른다
손가락을
놓는다

기입 허가

기입 금지

• 전지 수명이 긴 알칼리 전지 사용을 추천합니다.

• 새로운 전지와 한번 사용한 전지나, 다른 종류의 전지를 혼합해 사용하지 마세요.

• 아이콘이 표시되면 빨리 새로운 전지와 교환해 주세요.

• 전지의 지속 시간은, 사용 상황이나 전지 품종에 의해 바뀝니다. 또 SD 메모리 카드의 품종이나

용량에 의해도 바뀝니다.

• 부속품 메모리·카드는 아이들이 잘못해 삼키거나 하는 일이 없게 아이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

해 주세요.

• MICRO BR 로 동작 확인을 한 메모리·카드(SD 메모리 카드)에 대해서는 별지「메모리·카드로

대해」를 봐 주세요.

• 메모리·카드는 삽입 방향이나 표시에 주의해 확실히 안쪽까지 넣어 주세여. 또, 무리한 삽입은

하지 마세요.

• 메모리·카드 접점 부분에 접촉하거나, 더럽히거나 하지 마세요.

• 본체 전원을 넣은 채로, 메모리·카드를 빼고 넣고하지 말아 주세요. 본체나 메모리·카드내 데이터가

없어진다, 또는 메모리·카드가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체를 뒤집을 때는, 버튼, 노브 등을 파손하지 않게 신문이나 잡지등을 이용해 본체 네 귀퉁이나

양단에 깔아 주세요.

또 그 때, 버튼, 노브등이 파손하지 않는 것 같은 위치에 배치해 주세요.

• 본체를 뒤집을 때는 낙하나 전도를 일으키지 않게 취급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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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기기를 접속한다

밑그림과 같이 접속해 주세요. 또 접속때는 각 기기의 전원을 off로 해 주세요.

■ 사이드·패널 (왼쪽)

■ 사이드·패널 (오른쪽)

플러그 인·파워 대응 콘덴서·마이크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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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지 나머지 용량이 적게 되었을 때 AC 아답터에 의해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원을 끄지

않고 조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 저항이 들어가 있는 접속 케이블을 사용하면 인풋(GUITAR 잭, LINE IN/MIC 잭)에 접속한 기기의

음량이 작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는, 저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접속 케이블(롤랜드：PCS 시리즈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마이크와 스피커 위치에 따라서 음향적 재생작용음(킨이라고 하는 소리)이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아래 사항 대처해 주세요.

메모

1.  마이크 방향을 바꾼다
2.  마이크를 스피커로부터 멀리한다
3.  음량을 내린다

• LINE IN/MIC 잭은 스테레오·미니·타입이 되고 있습

니다. LINE IN/MIC 잭 핀 배치는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할 때는 접속 기기의 핀 배치를 확인 후, 접속해
주세요.

• LINE IN/MIC 잭에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
(P. 18)을 접속하는 경우,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를 사용한다」(P. 114)를 참조해 주세요.

그랜드
GND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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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을 넣는 전에 다음 일을 확인합니다.
□ 외부 기기와 정확하게 접속되고 있습니까?
□ 본체 및 접속하는 기기의 음량이 최소가

되어 있습니까?
□ 메모리·카드가 삽입되고 있습니까?

1. USB 로 PC와 통신을 하고 있는 경우는,
「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P. 105)(P. 108)
에 따라 접속을 해제합니다.

전원을 넣는다 전원을 끈다

2. MICRO BR 의 VOLUME 를 내립니다.

3. 입력 잭(GUITAR IN, LINEIN/MIC)에 접속한
기기의 전원을 on로 합니다.

4. 탑·패널의［POWER］를 눌러, on로 합니다.

5. 출력 잭(PHONES/LINE OUT)에 접속한 기기의
전원을 on로 합니다.

• 다른 기기와 접속할 때는 오동작이나 스피

커 등 파손을 막기 위해 반드시 모든 기기
음량을 줄이고, 모든 기기의 전원을 꺼 주
세요.

• 정확하게 접속하면(P. 22), 반드시 다음

순서로 전원을 투입해 주세요. 순서를 잘
못하면 오동작을 하거나 스피커등이 파손
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 기기는 회로 보호를 위해 전원을 on 하

고 나서 잠시 동작하지 않습니다.

주의!

2. 재생/녹음이 정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3. 「Keep power on!」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4. 각 기기의 전원을, 전원을 넣었을 때와 역 순서
로 off 합니다.

5. 「Shutting down...」라고 표시될 때까지
［POWER］를 계속 누릅니다.

• AC 아답터를 사용할 때는 사용중에 AC

아답터가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AC 아답터가 빠지면 데이터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량을 줄이고 나서 전원을 넣어 주세요.

음량을 줄여 전원을 넣을 때 소리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만, 고장이 아닙니다.

주의!



퀵·start

이 기기를 헤드폰, 앰프, 스피커와 조합해 사용했을 경우 설정에 따라서 영구적인 난청에
걸리는 정도의 음량이 됩니다.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 하지 마세요. 만일, 청력 저하나 귀 울림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그만두고 전문의 의사에 상담해 주세요.

주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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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송을 재생한다

전원을 넣으면 플레이 화면이 됩니다.

공장 출하시에는 데모·송이 들어간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데모·송을 재생해

봅시다.

※ MICRO BR 의 모드가 통상 모드(P. 42)인 것을
확인합니다.

VOLUME 다이얼을 돌려 음량을 내립니다.1

［UTILITY］를 누릅니다2

［TR1］(SNG)를 누릅니다.3

［TR1］(SEL)를 누릅니다.
송·셀렉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4

VALUE［-］［+］로, 01:BigDance 를 선택
합니다.

5

［TR4］(EXE)를 누릅니다.6

를 누릅니다.
송 재생이 시작됩니다. VOLUME 다이얼을 천천
히 돌려 음량을 조절해 주세요.

7

이 기기를 헤드폰, 앰프, 스피커와 조
합해 사용했을 경우, 설정에 따라서
영구적인 난청에 걸리는 정도의 음량
이 됩니다. 
큰 소리량으로 장시간 사용하지 마세
요.만일, 청력 저하나 귀 울림을 느끼
면 즉시 사용을 그만두고 전문의 의사
에 상담해주세요.

주의!

• 본제품에는 MICRO BR 송·데이터 형식의 데모·

송과 이 데이터를 마스터링 해 MP3 로 변환한
데모·송이 부속품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원을 ON 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송·데이
터 형식의 데모·송이 읽힙니다.

• 본제품에 부속품 하고 있는 데모·송을 개인으로

즐기는 것 외에 권리자의 허락 없게 사용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권리자에게 무단으로 이러한 데이터의 복제를
만들거나 이차적 저작물로 이용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메모

각 트랙의 음량을 조절하려면 「트랙의 음량
을 조정한다」(P. 33)을 읽어 주세요.

곡명 The Big Dance

작곡자 Gary Lenaire, Rafik Oganyan

저작권 (C) 2006 BOSS Corporation



CURSOR［◀］［▶］를 눌러, 커서를 「시/분/초/프레임/
서브·프레임」의 표시에 맞추어 VALUE［-］［+］로 시각을 변경합니다.

데모·송을 듣기

27

현재 위치를 이동한다

송의 현재 위치를 이동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동작 설 명

빨리 감기 를 눌러 있는 동안은 송이 빨리 감기가 됩니다.

되감기 를 눌러 있는 동안은 송이 앞으로 반환이 됩니다.

송의 선두의 시각
(00:00:00-00. 0)에 이동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송의 마지막 시각에 이동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시/분/초/프레임/서브·프레임

단위의 이동

CURSOR［ ◀］［ ▶］를 눌러, 커서를 소절/박의 표시에 맞추어
VALUE［-］［+］로 소절/박을 변경합니다.

소절/박자 단위의 이동

디스플레이의 하단 위치에 표시되는 현재 시각(밑그림)은
「00 시간 00 분 00 초 00 프레임 0 서브·프레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프레임은,1/30 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서브·프레임은, 프레임의 것1/10 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 초 서브.프레임

프레임시간

현재 시각의 표시에 대해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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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송을 만든다(송·뉴)

메모리·카드로 송이 복수 들어가 있는 경우, 마지막

에 사용한 송이 자동적으로 선택됩니다. 새로운 송
을 녹음할 때는 다음과 같이 조작해 주세요.

공장 출하시에는 데모·송이 들어간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데모·송을 재생해

봅시다.

［UTILITY］를 누릅니다.1

［TR4］(EXE)를 누릅니다.
［TR4］(EXE)를 누르면 송·데이터가 만들어져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 새로운 송을 만드는 전에 「주변기기를 접속한
다」(P. 22)를 참조해, 미리 주변기기를 접속해
주세요.

※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TR1］(SNG)를 누릅니다.2

［TR2］(NEW)를 누릅니다.
「Type:」라고 표시됩니다.

3

VALUE［-］［+］로 HiFi(MT2)를 선택합니다.4

데이터·타입에 대해서는, 「녹음한다」(P. 38)을

봐 주세요.



새로운 송을 만들기

29

입력을 선택한다

여기서는 GUITAR IN 잭에 전기·기타를 접속해 입력

하는 예를 설명합니다.

［INPUT］를 누릅니다.1

CURSOR［◀］［▶］로 Sns(센스)에 커서를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녹음하고 싶은 소스의 감도를 설정합니다.
입력 소스로부터 큰 소리를 입력했을 때에 디스
플레이에 OVER 아이콘이 점등하지 않는 범위에
서 가능한 커지도록 조절해 주세요.
OVER 아이콘이 점등 했을 때는 Sns 의 설정값을
작게 해 주세요.

3

※「주변기기를 접속한다」(P. 22)를 참조해
미리 전기·기타를 접속해 주세요.

레벨 조정에 대해 자세하게는, 「녹음 레벨을 조
절한다」(P. 39)를 읽어 주세요.

［TR1］를 몇번을 눌러 디스플레이에 GTR 를
표시시킵니다.
표시가, gtr 로부터 GTR(대문자 표기)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2

각 입력에 대응한［TR1］~［TR4］를 반복해
누르는 것으로, 대문자와 소문자의 표시가 바뀝
니다.

• 대문자 표시：입력이 선택 되어있는 상태
• 소문자 표시：입력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메모

그 외의 소스 선택에 대해서는 「입력하는 악기
를 선택한다」(P. 39)를 봐 주세요.

Sns 파라미터는 각 입력 소스 마다 기억됩니
다.

소스 Sns 파라미터의 설정 범위

GTR -12 ~ +8

MIC -16 ~ +8

LIN -6 ~ + 8

EXT -15 ~ +9

메모

INPUT LEVEL 다이얼로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4

VOLUME 다이얼로 시청하는 음량을 조절합니다.5

• 저항이 들어가 있는 접속 케이블을 사용하면

인풋(GUITAR 잭, LINE IN/MIC 잭)에 접속한
기기의 음량이 작아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때는, 저항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접속 케이블
(롤랜드：PCS 시리즈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에레아코를 스티커도로 접속할 때는 GUITAR

IN 잭을 사용해 주세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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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를 사용한다(인서트·이펙트)

MICRO BR 에는, 인서트·이펙트, 리버브, 마스터링·

툴·킷의 3 계통의 이펙트가 내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입력 소스에 GTR(기타)를 선택해 인서트·

이펙트를 사용할 때의 조작에 대해 설명합니다.

［EFFECTS］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되고 있는 이펙트·패치가 표시됩니다.

1

인서트·이펙트에 대해서는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한다」(P. 61)을 읽어 주세요.

［EFFECTS］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되고 있는 이펙트·패치가 표시됩니다.

1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하지 않고 녹음한다

CURSOR［◀］［▶］로 패치·넘버에 커서를

맞추어 VALUE［-］［+］로 P01:SuperCln 를
선택합니다.

MICRO BR 에는 몇개의 인서트·이펙트가 내장되

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P01:SuperCln 를 선택
해 봅시다.

2

자세하게는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한다」

(P. 61)을 봐 주세요.

［TR1］를 몇번을 눌러, 디스플레이에 OFF 를
표시시킵니다.

2

표시가 ON 로부터 OFF 로 변해있는 것을 확인
합니다.
인서트·이펙트가 걸리지 않은 소리가 출력되게
되어, 인서트·이펙트를 걸치지 않는 소리로 녹

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펙트·패치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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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을 사용한다

MICRO BR 에는, 트랙 1 ~ 4 의 오디오·트랙 란 별

로, 리듬 전용의 트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VALUE［-］［+］로, 연주시키고 싶은 패턴을
선택합니다.

4

자세하게는 「 제4 장 리듬을 사용한다」
(P. 82)를 봐 주세요.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화면이 표시됩니다.

1

CURSOR ［◀］［▶］로 Rhy Level 를 표시시
켜, VALUE［-］［+］로 100 으로 설정합니다.

5

패턴을 울림

좋아하는 패턴을 선택해 반복 연주 시켜 봅시다.

［TR2］를 누릅니다.
［TR2］를 누를 때마다 PT: 와 AR: 가 바뀝니다. 
여기서는 PT:(패턴·모드)를 표시시킵니다.

2

패턴·모드

［TR1］를 누릅니다.
［TR1］를 눌러 RHYTHM 를 점등 시킵니다. 리
듬이 on가 됩니다.
［TR1］를 누를 때마다 리듬의 on, off가 바뀝니
다.

3

［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6

를 누릅니다.
레코더의 재생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패턴이
연주됩니다.

7

패턴의 템포를 바꾼다

플레이 화면이 표시 되어있는 상태로 아래 조작을
실시하면 패턴 연주 템포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CURSOR ［◀］［▶］로 커서를 템포 표시에
맞춥니다.

1

VALUE［-］［+］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패턴의 연주 템포가 바뀝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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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다

연주를 녹음해 봅시다.

를 누릅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플레이 화면이 표시되어 화면의 것이 점멸
로부터 점등으로 바뀝니다.

4

[EXIT］를 누르면서［UTILITY］를 몇번을 눌러, 
통상 모드로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나 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1

를 누릅니다.
녹음이 정지합니다.

5

를 누릅니다.
트랙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화면에
가 점멸 표시되어 녹음 대기 상태가 됩니다.

2

녹음하고 싶은 트랙에 대응하는［TR1] ~
[TR4］의 어느쪽이든 누릅니다.
녹음하고 싶은 트랙 표시 가 됩니다.

3

스테레오 녹음의 방법에 대해서는 「녹음하는
트랙을 선택한다」(P. 41)을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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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한다

녹음한 연주를 재생해 봅시다.

재생중에 트랙［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1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송의 시각이00:00:00-00. 0 으로 이동합니다.

1

CURSOR ［◀］［▶］로 Track Level를 표시시
킵니다.

2

를 누릅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 음량은 VOLUME 다이
얼로 조절합니다.

2

녹음한 연주를 재생한다

트랙 음량을 조정한다

음량을 변경하고 싶은 트랙(왼쪽에서 트랙 1, 2, 
3, 4 의 순서로 나란해지고 있습니다)을
CURSOR ［◀］［▶］또는［TR1］~［TR4］
를 눌러 선택합니다.

3

VALUE［-］［+］로 음량을 조절합니다.4

설정을 0 일 때, 그 트랙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됩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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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송을 재생한다

MICRO BR 는 멀티트랙·레코더로서 만이 아니고, 

MP3 모드 바꾸기에 의해 MP3/WAV 파일 플레이어
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VOLUME 다이얼을 돌려 음량을 내립니다.4

[MP3/TRAINER］를 눌러 MP3 모드로 전환
합니다.
MP3 화면이 표시됩니다.

1

CURSOR ［◀］［▶］로 커서를 파일·넘버에

맞춥니다.

2

자세하게는 「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한다」(P. 91)을 봐 주세요.

부속품 데모·송을 재생해 봅시다.

VALUE［-］［+］로
001:BIGDANCE.MP3 를 선택합니다.

3

파일·넘버

재생 속도

를 누릅니다.
곡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VOLUME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음량을 조절해 주세요.

5

곡의 재생중에 아래 조작 을 할 수가 있습
니다.

동작 조작 방법

빨리 감기 를 눌러 있는 동안은

곡이 빨리 감기가 됩니다.

되감기 를 눌러 있는 동안은

곡이 빨리 되감기가 됩니다.

현재 곡의
선두로 돌아

간다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현재 곡의
끝으로 이동

한다.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다음 곡의
재생

파일·넘버에 커서가 있을 때, 

VALUE［+］를 누르면 다음

곡을 재생합니다.

이전 곡의
재생

파일·넘버에 커서가 있을 때, 

VALUE［-］를 누르면 앞의

곡을 재생합니다.

MP3 모드를 빠지려면 ,
[MP3/TRAINER］를 한번 더 누릅니다.
통상 모드에 돌아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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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의 곡을 연습에 사용한다

(프레이즈·트래이너)

MP3 모드에는 곡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 프레이즈·트래이너 기능이 있습니다.
• 타임.스트레치 기능을 사용해 곡 재생 속도를 바

꿀 수가 있습니다.
• 센터·캔슬 기능을 사용해 중앙에 Pan 하고 있는

소리를 지우는 것으로, 마이너스·원의 곡으로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 타임.스트레치와 센터·캔슬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URSOR ［◀］［▶］로 커서를 재생 속도의
표시에 맞추어 VALUE［-］［+］로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3

[MP3/TRAINER]를 눌러 MP3 모드로 전환합니
다.
MP3 화면이 표시됩니다.

1

VOLUME 다이얼을 돌려 음량을 내립니다.4

설정값：25 ~ 200%
100%(초기값)로 마가모토 이래의 재생 속도
50%로 반,25% 로1/4 가 됩니다. 또200% 에서
는 통상 2 배속이 됩니다.

재생 스피드를 바꾼 소리를 들으면서 접속한 기
타등과 함께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데모·송을 사용해 타임.스트레치, 센터·캔슬 기능을

시험해 봅시다.

재생 스피드를 바꾼다(타임.스트레치)

CURSOR ［◀］［▶］로 커서를 파일·넘버에 맞

추어 VALUE［-］［+］로 재생시키는 곡의 번호
를 선택합니다.

2

재생속도

타임.스트레치의 설정을100% 이외로 재생하
면 음질이 저하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
다. 통상의 속도로 곡을 듣는 경우는,100% 
에 설정해 주세요.

를 누릅니다.
설정한 속도로 곡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VOLUME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음량을 조절해
주세요.
접속한 기타등으로 곡에 맞추어 연주해 봅시다.

5

메모

MP3 모드를 빠지려면 ,
[MP3/TRAINER］를 한번 더 누릅니다.
통상 모드에 돌아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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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소리를 지운다 (센터·캔슬)

중앙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지워 백킹에 맞추어
연주를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MP3/TRAINER］를 눌러, MP3 모드로 전환합
니다.
MP3 화면이 표시됩니다.

1

CURSOR ［◀］［▶］로 커서를 파일·넘버에 맞
추어 VALUE［-］［+］로 재생시키는 곡의 번호
를 선택합니다.

2

를 누릅니다.
중앙에서 울고 있는 소리(보컬이나 기타.솔로등)
가 사라져 재생됩니다.
VOLUME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음량을 조절해
주세요.
접속한 기타등으로, 곡에 맞추어 연주해 봅시다.
이 때［TR1］를 누를 때마다 센터·캔슬의 ON 와

OFF 가 바뀝니다.

5

CURSOR ［◀］［▶］ 로 CENTER
CANCEL 를 표시시킵니다.

3

[TR1］를 눌러 ON(on)를 표시시킵니다.
센터·캔슬이 on가 됩니다.

4

중앙 이외로 재생 되어있는 음성을 지우고 싶은
경우는 CenterAdjst 파라미터를 조절합니다. 
[TR4］(EDT)를 누릅니다.
CenterAdjst 화면이 표시됩니다.

6

VALUE［-］［+］로 조정합니다.7

• 녹음된 음성 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앙 이외로 재생 되어있는 음성을 지우고

싶은 경우는 CenterAdjst 파라미터로 조절
합니다.

• 베이스음(저음역)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Low

Boost 파라미터(P. 96)을 조정해 주세요.
• 센터·캔슬이 on 때는 재생되는 소리는 모노

랄이 됩니다.

메모

MP3 모드를 빠지려면 [MP3/TRAINER］를
한번 더 누릅니다.
통상 모드에 돌아옵니다.

8



조작편

이 기기를 헤드폰, 앰프, 스피커와 조합해 사용했을 경우 설정에 따라서 영구적인 난청에
걸리는 정도의 음량이 됩니다.
큰 소리로 장시간 사용 하지 마세요. 만일, 청력 저하나 귀 울림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그만두고 전문의 의사에 상담해 주세요.

주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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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다

디스플레이에 ,                   (P. 42)나

(P. 93)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합니다.

새로운 송을 만들기

MICRO BR 은 「송」이라고 하는 단위로 곡을 관
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 시작하기
전에 송을 만듭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2. ［TR1］(SNG)를 누릅니다.
SONG EDIT 화면이 표시됩니다.

3. ［TR2］(NEW)를 누릅니다.
「Type:」(이)라고 표시됩니다.

4. VALUE［-］［+］를 눌러, 새롭게 만드는 송의
데이터·타입을 선택합니다.

5. [TR4］(EXE)를 누릅니다.
새로운 송이 생기면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
다.

1 매의 메모리·카드로 취급할 수 있는 송의

수는 99 까지입니다.

메모

데이터·타입에 대해
MICRO BR 은 새로운 송을 만들 때 「데이터·타입」
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타입에는 다음

의 종류가 있습니다.

※ 데이터·타입에 관련되지 않고, 샘플·레이트는
44.1kHz 가 됩니다. 샘플·레이트를 바꿀 수 없다.

※ 데이터·타입은 송을 작성한 다음에 변경할 수 없

습니다.
※ 상기의 녹음 시간은 기준입니다. 만들어지는 송

수에 따라서, 다소 짧아집니다.
※ 상기 녹음 시간은 1 트랙만을 사용했을 경우의

녹음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 트랙 모두를 사용해 녹음하는 경우
상기의 것1/4 의 시간이 1 트랙 당의 녹음 시간
이 됩니다.

녹음 시간
1 매의 카드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은 데이터·타입

의 설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됩니다(1 트랙만 사용
했을 경우).

메모리·
카드
용량

데이터·타입

HiFi（MT2 STD（LV1） LONG（LV2）

32 MB 약 15 분 약 18 분 약 23 분

64 MB 약 31 분 약 38 분 약 47 분

128 MB 약 64 분 약 76 분 약 96 분

256 MB 약 128 분 약 154 분 약 192 분

512 MB 약 257 분 약 309 분 약 386 분

1 GB 약 502 분 약 604 분 약 755 분

데이터·

타입
설 명

HiFi
（MT2）

고음질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바운스를 다용하고 싶을 때에

적합합니다.
통상은 이 타입을 선택해 주세요.

STD
（LV1）

HiFi 보다 장시간의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LONG
（LV2）

3 개의 타입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용량이 적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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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1. [INPUT］를 누릅니다.

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

2. [TR1］(GTR)~［TR4］(EXT)를 눌러, 녹음하
고 싶은 소스(입력)를 선택합니다.

소스 입력 단자와 음원

GTR
GUITAR IN 잭에 접속한 기타나 베이스
를 녹음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MIC
내장 모노랄·마이크를 사용할 때에

선택합니다.

LIN

LINE IN/MIC 잭에 접속한 휴대 오디오·

플레이어등의 소리를 녹음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EXT
LINE IN/MIC 잭에 접속한 외부 마이크로
녹음할 경우에 선택합니다.

플러그 인·파워·마이크를 사용하려면 플러그
인·파워를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P. 114)

메모

또, 각 입력에 대응한 트랙·버튼 ([TR1] ~

[TR4])을 반복해 누르면 소스의 입력 상태가
변화합니다.

표시 설 명

소문자 입력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

대문자 입력이 선택 되어있는 상태

[TR1］(GTR)와［TR2］(MIC)를 동시에 누
르면, GUITAR IN 로부터의 입력과 내장 마이
크로부터의 소리가 모노랄로 믹스 됩니다. 
믹스 된 소리는 녹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GUITAR IN 로부터의 입력과 내장 마이
크로부터 입력을 각각 다른 트랙으로 나누어
녹음할 수 없습니다.

메모

1. 「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P. 39)에 따라
녹음하고 싶은 소스를 선택합니다.

2. 녹음하고 싶은 소스의 감도를 설정합니다.
입력 소스로부터 큰 소리를 입력했을 때에, 디
스플레이내 OVER 아이콘이 점등 하지 않는 범
위로 견딜 수 있을 수 있도록 커지도록 합니다.
OVER 아이콘이 점등 했을 때는 Sns의 설정값
을 작게 해 주세요.

소스 Sns 파라미터의 설정 범위

GTR -12 ～ +8

MIC -16 ～ +8

LIN -6 ～ + 8

EXT -15 ～ +9

3.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CURSOR［◀］를 몇번 눌러, 레벨·미터 화면을

표시시킵니다.

5. INPUT LEVEL 를 조절합니다.
큰 소리를 입력했을 때 아래 범위에서 레벨이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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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트랙을 바꾸기

• INPUT LEVEL 를 내리면 작은 소리로 녹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음질이 저하합니다. 소
리가 찌그러지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한 큰
레벨로 녹음하면 좋을 것입니다.
녹음시에, 시청하는 음량을 내리고 싶을 때
는 VOLUME 다이얼을 내려 주세요.

• GTR 와 MIC 를 믹스 해 입력(녹음)할 때는

먼저 GTR 와 MIC의 Sns 파라미터를 설정
하고 나서［TR1］(GTR)와［TR2］(MIC)를
동시에 눌러 주세요.

메모

1. [TR1］~［TR4］의 어느쪽이든을 누릅니다.

2. CURSOR ［◀］［▶］를 눌러
VTrack 화면을 표시시킵니다.

6. CURSOR［▶］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MICRO BR 는 4 트랙의 멀티트랙·레코더입니다만, 

각 트랙은 8 개의 V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에서 어떤 것이나 1 개를 선택해 녹음/재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V 트랙을 바꾸기 것에 의해, 32 트랙 분의
트랙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즉 V 트랙을 사용하면, 기타.솔로나 보컬 등, 한 번
녹음한 테이크를 지우는 일 없이 새로운 녹음을 시
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테이크가 녹음 되어있는 V 트랙중에서, 마
음에 든 부분을 붙여 합해 1 개의 트랙에 정리할 수
도 있습니다.

각 트랙 마다 선택되고 있는 V 트랙의 번호가 표시
됩니다.
■：데이터가 있는 V 트랙
□：데이터가 없는 V 트랙

3. CURSOR ［◀］［▶］ 또는 [TR1] ~ [TR4]
의 어느 쪽이든 눌러, 바꾸기 싶은 트랙을
선택합니다.

4. VALUE［-］［+］를 눌러, V 트랙을 바꾸기.

5.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트랙에 녹음된 연주를 편집한다(트랙·에디

트)」(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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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는 트랙을 선택한다

1.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2 개의 트랙·파라미터를 동시에 조작한다

(스테레오·링크)

2. CURSOR ［◀］［▶］를 눌러 RecTrack 
화면을 표시시킵니다.

1. [TR1］~［TR4］의 어느쪽이든 누릅니다

2. CURSOR ［◀］［▶］로 스테레오·링크로 하

고 싶은(또는 해제하고 싶다) 파라미터를 선택
합니다.

3. 녹음하고 싶은 트랙에 대응하는［TR1］~
[TR4］의 어느쪽이든 누릅니다.
녹음하고 싶은 트랙 표시가 됩니다.

스테레오·트랙 녹음의 방법

INPUT 에 GTR(기타) 또는 MIC(내장 마이크)를 선택
하고 있는 경우

인서트·이펙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스테레오로

녹음하고 싶은 경우는 TRACK 버튼［1］으로［2］, 
또는［3］으로［4］를 동시에 누르는 것으로 2 트
랙을 사용한 스테레오 녹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누른 트랙끼리가 스테레오·링크로

설정(또는 해제)됩니다.

INPUT 에 LIN(라인) 또는 EXT(외부 마이크)를 선택
하고 있는 경우

입력이 스테레오이므로, 기본적으로는 2 트랙을 사
용한 스테레오 녹음이 됩니다. TRACK 버튼［1］또
는［2］를 누르면 트랙 1 으로 2에 스테레오 녹음
됩니다.
같이［3］또는［4］를 누르면 트랙 3 으로 4 에 스
테레오 녹음됩니다.
다만, 입력의 L 채널과 R 채널의 소리를 믹스 해 트
랙 1 에 녹음하고 싶은 경우는, 트랙 1 으로 2 가 선
택되고 있는 상태로 한번 더 TRACK［1］을 누릅니
다.
트랙 1 이 녹음 먼저 선택됩니다. 다른 트랙에도 같
은 조작으로 녹음 먼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2 개의 트랙을 사용해 스테레오·소스를 녹음/재생

하고 싶을 때, 2 개의 트랙 파라미터값을 동시에 조
절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스테레오
·링크를 사용합니다.

스테레오·링크를 설정/해제한다

3. [TR1］와［TR2］또는［TR3］와［TR4］를
동시에 누릅니다.
스테레오·링크가 된 파라미터에는, 「=」이

표시됩니다.

스테레오·링크가 된 트랙·파라미터의 값을
VALUE［-］［+］로 변화시키면 2 개 값이
동시에 변화합니다.

• 스테레오·링크를 설정한 직후는 값은 변화하

지 않습니다. 값을 움직이는 것으로 스테레
오·링크 동작을 시작합니다.

• 값이 다른 트랙끼리를 스테레오·링크로 설정

해 파라미터의 값을 움직이면 큰 값에 가지
런히 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트랙을 스테레오로 한 것 만으로는 스
테레오·링크는 on 되지 않습니다. 녹음 트랙

을 스테레오로 설정해(REC 가 2개 표시) 녹
음을 종료하면 그 트랙의 스테레오·링크가 자

동적으로 on 됩니다.
• 스테레오·링크가 on 때는 Pan 파라미터는 아

래와 같게 변화합니다.

메모

(초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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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기

1. [EXIT］와［UTILITY］를 동시에 몇번을 눌러, 
통상 모드로 합니다.
녹음 모드는［EXIT］와［UTILITY］를 동시에
누를 때마다 통상 모드→ BOUNCE 모드→ 
MASTERING 모드의 순서에 바뀝니다.

5. 녹음을 종료할 때는 을 누릅니다.
와 소등합니다.

※ 녹음 시간이 1 초보다 짧은 소리를 재생할 수
없습니다.

※ 레코더의 동작중(녹음/재생중)은 다음의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무효가 됩니다.

• 어레인지의 에디트

• 드럼·킷 선택

• USB 화면에의 바꾸기

• SONG EDIT 화면에의 바꾸기

• 트랙·에디트

• INITIALIZE 화면에의 바꾸기

• un-do/re-do

• 모드의 바꾸기

통상 모드

BOUNCE 모드

MASTERING 모드

디스플레이에 나 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
다.

2. 를 누릅니다.
Rec Track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 때 가
점멸해 녹음 대기 상태가 됩니다.

3. 녹음하고 싶은 트랙에 대응하는［TR1］~
［TR4］의 어느쪽이든을 누릅니다.
녹음하고 싶은 트랙의 표시가가 됩니다.

4. 를 누릅니다.
와 점등 해 녹음이 시작됩니다.

내장 마이크로 녹음시에 버튼 조작을 하면 조
작음(카치카치음)이 녹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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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하기

1.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송의 시각이00:00:00-00. 0 으로 이동합니다.

2. 를 누릅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재생이 송의 끝나게 되어도 자동에서는 멈추
지 않습니다.

메모

반복 재생시킨다 (리피트)

리피트를 사용하면 어느 일정 구간을 반복해 재생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반복 믹스·밸런스를 확인하거
나, 펀치/아웃과 조합해 루프·레코딩(P. 47)을 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한다

시간

리피트
시작 위치(A)

리피트
종료 위치(B)

1. 리피트를 시작 하고 싶은 위치(A)에 현재 시각
을 이동해(P. 27)［A     B］를 누릅니다.
의 표시가 점멸해, 리피트 시작 위치(A)가 등록
된 것을 나타냅니다.

2. 리피트를 종료하고 싶은 위치(B)에 현재 시각을
이동해(P. 27)［A     B］를 누릅니다.
Select A     B Func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이 때는 의 표시가 점등 해 A-B 구간으로
서 결정됩니다.

※ 리피트 종료 위치(B)를 설정할 때 리피트의
시작 위치(A)보다 앞의 위치에서［A     B]를
누르면 그 위치에 리피트 시작 위치(A)가 재
설정됩니다.

※ 리피트의 시작 위치(A)와 종료 위치(B)의 간격
은 1 초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 위치
로부터 1초 이내의 위치에 종료 위치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5. [TR1］(REP)를 누릅니다.
설정한 A-B 구간이 리피트 구간이 됩니다. 이
때 와 가 점등 합니다.

버튼 기능

TR1(REP) A-B 사이를 리피트 구간으로 합니다.

TR2(AUT)
A-B 사이를 오토·판치 구간으로

합니다. (P. 46)

TR3(R&A)
A-B 사이를 루프·레코딩 구간으로

합니다. (P. 47)

TR4(EDT) 트랙·에디트를 합니다. (P. 53)

• 리피트를 삭제 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차

［A B］를 누릅니다.

리피트의 등록이 삭제되어 와 는

표시가 사라집니다.

• 등록한 리피트 구간을 저장 하고 싶을 때는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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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음의 좌우 Pan을 조정한다

1.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2. CURSOR ［◀］［▶］를 눌러 TrackPan 화면
을 표시시킵니다.

3. CURSOR ［◀］［▶］, 또는［TR1］~［TR4］
의 어느 쪽이든 눌러, Pan의 설정을
바꾸는 트랙을 선택합니다.

4. VALUE［-］［+]를 눌러 Pan 설정을 바꿉니다.
설정값 L50 ~ C00 ~ R50

5.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제1 장 녹음/재생하기

45

미스 했을때 녹음고치기 (펀치/아웃)

1.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2. CURSOR ［◀］［▶］를 눌러 RecTrack 화면
을 표시시킵니다.

녹음때 연주를 잘못하거나 생각한 것처럼 연주할
수 없거나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펀치/
아웃을 하는 것으로 지정 부분만큼 녹음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트랙을 재생하면서 중간에 녹음으로 전환하는 것을
펀치라고 해, 또 반대로 트랙에 녹음하면서 중간에
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을 펀치·아웃이라고 합니다.

즉, 다시 녹음하고 싶은 곳으로 펀치 해 녹음을 끝
내면 펀치·아웃 합니다.

본체 메뉴얼·펀치/아웃과 오토·펀치/아웃의 2 종류

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 재생녹음

start         펀치 판치·아웃 스톱

시간

• un-do 기능(P. 49)를 사용하면 다시 녹음

하는 앞 상태에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 메모리·카드에는, 펀치/아웃을 하는 앞의 데

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 데
이터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카드의 기
억용량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송·업티
마이즈(P. 59)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

카드로부터 삭제 해 주세요.

메모

메뉴얼·펀치/아웃

버튼 조작으로 펀치/판치·아웃을 바꾸기.

※ 메뉴얼·펀치/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펀치와 펀치·

아웃의 간격은 1.0 초보다 길어지도록 해 주세요.

여기서는 녹음 끝난 트랙 1 의 일부분을 메뉴얼·펀

치/아웃을 사용해 다시 녹음하는 예를 설명합니다.

3. [TR1］를 몇번을 눌러, 트랙 1 을 「REC」
표시로 합니다.

4. CURSOR ［◀］［▶］를 눌러 TrackLevel 를
표시시켜, 트랙 1 의 레벨을 100(P. 33)으로
설정합니다.

5.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송을 재생해, 입력 소스의 음량을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다시 녹음하는 트랙과 입력 소스를 들어 비교해
음량차이가 없게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
해 주세요.

7. 다시 녹음하고 싶은 위치의 조금 앞까지 이동해,

를 누릅니다.

재생이 시작됩니다.

8. 다시 녹음하고 싶은 위치에서 를 누릅니다.
펀치 되어 녹음 상태가 됩니다.

9. 펀치·아웃 할 때는, 한번 더
(또는)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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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 재생시킨다(리피트)」(P. 43)의 순서 1 
~ 2 에 따라 펀치와 판치·아웃을 시키고 싶은

위치(A-B 구간)를 설정합니다.

오토·펀치/아웃

미리 설정해 두었을 때 각으로, 펀치/판치·아웃을
자동적으로 바꾸기 일을 「오토·펀치/아웃」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시각에 펀치/아웃 하고 싶을 때나, 연주에
집중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펀치/아웃을 바꾸기 싶
을 때에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녹음 끝난 트랙 1 의 일부분을 다시 녹음
하는 조작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오토·펀치/아웃을 사용하는 경우 펀치와 판치·아

웃 간격은 1.0 초보다 길어지도록 해 주세요.

10. 녹음을 끝내면 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를 누를 때마다 펀치/아웃이 바뀌므로

다시 그 밖에도 녹음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같은 조작을 반복해 주세요.

2. [TR2］(AUT)를 누릅니다.
설정한 구간이 오토·펀치/아웃의 구간이 됩니다. 
이 때 와 A.PUNCH 가 점등 합니다.

3.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4. CURSOR ［◀］［▶］를 눌러, RecTrack 화면
을 표시시킵니다.

5. ［TR1］를 몇번을 눌러, 트랙 1 을 「REC」표
시로 합니다.

TRACK1 가 레코딩·트랙이 됩니다.

6. CURSOR ［◀］［▶］를 눌러 TrackLevel 를
표시시켜, 트랙 1 의 레벨을 100(P. 33)으로
설정합니다.

7. ［EXIT］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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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 재생시킨다(리피트)」(P. 43)의 순서 1 
~ 2 에 따라 펀치와 판치·아웃을 시키고 싶은

위치를 설정합니다.

같은 구간의 녹음을 반복한다(루프·레코딩)

리피트 기능과 오토·펀치/아웃을 조합해 반복 녹음
하는 것을 「루프·레코딩」이라고 합니다.

MICRO BR 은 「반복 재생시킨다(리피트)」(P. 43)
으로 설정한 구간을 오토·펀치/아웃 하면서, 그 앞

후 1 소절을 포함해 반복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녹음 끝난 트랙 1 의 일부분을 다시 녹음
하는 조작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녹음을 다시 하는 구간(펀치/아웃의 위치)의

설정방법에 대해서는, 앞 항의 「오토·펀치/아

웃」을 봐 주세요.
10. 를 눌러 녹음 대기 상태로 해 를

누릅니다.
펀치로서 설정한 위치에서 자동적으로 녹음이
시작됩니다. 판치·아웃의 위치가 되면 자동적

으로 재생 상태에 돌아옵니다.

8. 송을 재생해, 입력 소스의 음량을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다시 녹음하는 트랙과 입력 소스를 들어 비교해
음량차이가 없게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
해 주세요.

9. 다시 녹음하고 싶은 위치의 조금 앞까지 이동합
니다.

11. 녹음을 끝내면 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12. 다시 녹음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주를 다시 녹음했을 때 각에 돌아와 재생해
주세요.

2. ［TR3］(R&A)를 누릅니다.
설정한 구간이 오토·펀치/아웃의 구간이 됩니다. 

이 때,          ,         ,  A.PUNCH 가 점등 합니
다.
펀치/아웃 구간의 앞 후 1 소절이 리피트 구간
으로서 자동적으로 설정됩니다.

3.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4. CURSOR ［◀］［▶］를 눌러, RecTrack 화면
을 표시시킵니다.

5. [TR1］를 몇번을 눌러, 트랙 1 을 「REC」표
시로 합니다.

TRACK1 가 레코딩·트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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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를 누름으로부터 눌러 녹음을 시작
합니다.         

6. CURSOR ［◀］［▶］를 눌러 Track
Level 를 표시시켜, 트랙 1 의 레벨을 100
(P. 33)으로 설정합니다.

7. [EXIT］를 누릅니다.

11. 녹음을 끝내면 를 눌러 정지시킵니다.

제1 장 녹음/재생하기

8. 송을 재생해, 입력 소스의 음량을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합니다.
다시 녹음하는 트랙과 입력 소스를 들어 비교해
음량차이가 없게 INPUT LEVEL 다이얼로 조절
해 주세요.

9. 다시 녹음하고 싶은 위치의 조금 앞까지 이동합
니다.

를 누르면 펀치로부터 판치·아웃까지의

녹음 구간에서 녹음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녹
음해 주세요.
리피트 후의 재생은 펀치 위치 1 소절 앞으로
부터 재생이 시작됩니다. 방금전 녹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한 것처럼 녹음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을 눌러 다시 한번 더 녹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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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TILITY］를 누릅니다.

1 개 앞 상태에 되돌린다(un-do)

1. [UTILITY］를 누릅니다.

녹음이나 편집을 취소한다 (un-do/re-do)

연주를 녹음할 때 생각한 것처럼 녹음할 수 없기도
하고, 편집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해, 조작을
다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un-
do」를 사용합니다.
un-do 란, 조작을 취소해 1 개 앞 상태에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un-do 조작을 취소할 때는, 「re-
do」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펀치·레코딩 조작으로 같은 개소의 녹음

을 계속해 2 회 갔다고 합니다. 그 후, 2 번째 녹음
을 취소해 1 번째의 녹음에 되돌리고 싶을 때는
un-do를 실행합니다.
un-do를 한 후에 un-do를 취소해 2번째 녹음이
끝난 상태에 되돌리고 싶을 때는 re-do를 실행
합니다.

※ un-do를 실행한 뒤는 re-do 밖에 실행할 수
없습니다.

※ un-do를 실행한 다음에, 녹음을 하거나 트랙·에

디트를 실시하면, re-do는 실행할 수 없게 됩니
다.

※ un-do는, 트랙에 녹음된 음성 데이터 에 대해서
만 유효합니다.

※ 트랙 설정, 리듬 설정, 이펙트 설정의 파라미터
를 바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송·업티마이즈(P. 59)를 실시하면, 모든 데이터

에 대한 조작 히스토리가 클리어 됩니다.
이 때문에, 송·업티마이즈를 실행한 직후에 un-

do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TR3］(UND)를 누릅니다.

3. un-do를 실행할 때는[TR4](YES)를 누릅니다.
un-do의 실행을 캔슬하려면[EXIT]를 누릅니다.
un-do가 실행되면「Undo...」가 표시되어
직전에 간 녹음이나 편집 조작이 삭제됩니다.

un-do를 취소한다(re-do)

직전에 간 un-do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re-do를
실행합니다.

2. [TR3］(RDO)를 누릅니다.

3. re-do를 실행할 때는[TR4](YES)를 누릅니다.
re-do의 실행을 캔슬하려면 [EXIT]를 누릅니다.
re-do를 실행하면「Redo...」가 표시되어 직전
의 un-do 조작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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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랙 1으로 2의 Pan를 각각 좋아하는 위치에
맞추어 트랙 3 의 Pan를 L50, 트랙 4 의 Pan를
R50 로 설정합니다.

각 트랙의 연주를 별도 트랙에 정리한다
(바운스)

본체는 4 개까지 트랙을 동시에 재생할 수가 있습
니다만, 빈 공간 나무의 트랙이 없어져 왔을 때는, 
복수의 트랙의 연주를 1 개로 정리해 별도 트랙(V 
트랙)에 녹음합니다.
이러한 조작을 「바운스」(바운스 녹음 또는 탁구
녹음)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트랙을 정리하는 것으
로, 빈 공간 있던 트랙에 새로운 연주를 녹음할 수
가 있게 됩니다.

2. 송을 재생시켜, 트랙 1 ~ 4 의 음량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믹스 하고 싶지 않은 트랙에 대해서는 레벨을 0 
으로 합니다.

바운스·모드은 4 개의 트랙 모든 것을 재생시키

면서 그것들을 1 개로 정리해 다른 V 트랙에 녹
음할 수가 있습니다.
INPUT 파라미터로 입력 소스가 선택되고 있는
경우는 그 소리도 정리해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리듬의 소리도 정리해 녹음할 수가 있습
니다.

INPUT 리듬트랙 1~4

다른 V트랙

여기서는 트랙 1, 2 에 모노 녹음, 트랙 3 , 4 에 스
테레오 녹음된 연주를 믹스 해, 트랙3/4 의 V 트랙
2 에 바운스 녹음하는 조작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 트랙 1 , 2 가 스테레오·링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P. 41)

「트랙의 음량을 조정한다」(P. 33)

「재생음의 좌우의 Pan(Pan)를 조정한다」
(P. 44)

3. 를 누릅니다.

4. [EXIT］와［UTILITY］를 동시에 몇번을 눌러

를 표시시킵니다.

BOUNCE 화면이 표시됩니다(BOUNCE 모드).

5. CURSOR ［◀］［▶］, VALUE［-］［+］를
눌러, 녹음처 트랙/ V 트랙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34 V2」(트랙3/4 의 V 트랙 2)로
합니다.

※ 입력 소스는 자동적으로 off가 됩니다. 입력 소
스의 소리를 믹스 해 바운스 녹음하고 싶은 경
우에는,［INPUT］로 입력 소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V 트랙을 바꾸기 」(P. 40)

데이터가 없는 V트랙

데이터가 있는 V트랙

녹음처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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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IT］와［UTILITY］를 동시에 몇번을 눌러, 

통상 모드로 합니다.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P. 42).

2.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눌러, 
CURSOR ［◀］［▶］로 VTrack 화면을 표시
시킵니다.
여기서는 트랙 3 의 V 트랙 2, 트랙 4 의 V 트랙
2 를 선택합니다.

「V 트랙을 바꾸기 」(P. 40)

9. 녹음을 끝내면 를 누릅니다.

6. 리듬도 믹스 해 녹음하고 싶을 때는,
「패턴을 울림」(P. 31)에 따라,
Rhy Level 를 올려 리듬을 ON(on)로 합니다.

리듬음을 녹음하고 싶지 않을 때는,［TR1］를
눌러 RHYTHM 표시를 지웁니다.

7. [EXIT］를 누릅니다.
BOUNCE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패턴을 울림」(P. 85)

8. 를 누르면서 를 눌러 시각

00:00:00-00. 0 에 되돌린 후,

의 순서로 버튼을 눌러 바운스

녹음을 시작합니다.

모노랄로 바운스 녹음하는 경우
순서 5 로, 녹음처의 트랙을 1 ~ 4 의
어느쪽이든(12 또는 34 이외) 설정하면
모노랄 녹음으로 바운스가 생깁니다.

바운스 녹음 때는, 리버브(P. 74)나 인서
트·이펙트(P. 61)을 걸쳐 녹음할 수가 있

습니다.
트랙을 지정해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인서트·이펙트의 사용법을 상

황에 따라 바꾼다」(P. 64)를 참고로 해
주세요.

메모

바운스 결과를 확인한다

3. CURSOR ［◀］［▶］ ,VALUE［-］［+］를
눌러, 트랙 1 으로 2 의 레벨을 0(P. 33), 트랙·

리버브를 0 으로 설정합니다.

4.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를 눌러 트랙 3 , 4 에 바운스 녹음된 소
리를 확인합니다.
※ 바운스처인 트랙(3 으로 4)의 Pan는 각각

좌우에 다 거절한 상태로 설정됩니다.

6. 현재 선택하고 있는 송으로 설정을 저장 하고

싶을 때는 을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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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관한 정보를 표시시킨다

송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송의 데이터·

타입, 송·사이즈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녹음 가능한 남은 시간을 표시시킨다

2. CURSOR ［◀］［▶］ 를 눌러,
Remain Info 를 표시시킵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Type 에 대해서는, 「데이터·타입에 대해」

(P. 38)을 읽어 주세요.

송의 정보를 표시한다

2. [TR1］(SNG)를 누릅니다.

3. [TR3］(INF)를 누릅니다.
Remain 화면이 표시됩니다. 경향·송명과 데이
터·타입이 표시됩니다.

3. CURSOR［▶］를 누릅니다.
송의 사이즈, 및 메모리·카드의 녹음 가능한

남은 시간이 표시됩니다.

녹음중의 화면에, 녹음할 수 있는 남은 시간을 표시
시키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3. VALUE［+］를 눌러, ON 로 설정합니다.

4. [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를 눌러 를 누릅니다.

녹음이 시작됩니다. 녹음중의 화면에, 녹음할

수 있는 남은 시간(시간: 분: 초)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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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편집한다

지정 범위 또는 트랙전체체의 데이터를 다른 장소
에 카피 합니다.
트랙의 데이터를 한 번에 카피 하거나 지정 범위의
데이터를 지정한 위치로부터 몇번이나 계속해 카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트랙에 녹음한 프레이즈를 이용하고 싶을 때
나, 같은 프레이즈가 몇번이나 반복해지는 것 같은
경우, 카피 기능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곡을 작성
할 수가 있습니다.

예 1：같은 트랙에 2 회 카피 하는 경우

1. [UTILITY］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카피 한다(트랙·카피)

2. ［TR2］(TRK)를 누릅니다.
TRACK EDIT 화면이 표시됩니다.

• 카피 먼저 데이터가 있는 경우 그 데이터

는 고쳐 쓸 수 있습니다.
• 카피 범위는 1.0 초보다 길고 설정해 주

세요. 1.0 초 이내의 경우, 데이터는 카피
되어도 소리는 울지 않습니다.

트랙의 데이터를 카피 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거
나(move) 하는 등 해, 곡의 구성을 바꿀 수가 있습
니다.

START나
리피트
시작점(A) END나

리피트 종료점(B)

시간

예 2：별의 트랙에 2 회 카피 하는 경우

START나
리피트
시작점(A) END나

리피트 종료점(B)

시간

주의!

3. ［TR1］(CPY)를 누릅니다.
트랙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카피를 하고 싶
은 트랙을 지정합니다.

카피처(트랙-V트랙)

카피원본(트랙-V트랙)

4. 「편집 범위와 카피 회수에 대해」(P. 54)에 따
라, 편집 범위를 설정합니다.
카피 하고 싶은 범위(Start, End), 카피처의 시
각 또는 소절(To), 카피 회수(Repeat)를 설정
합니다.
Copy OK?  하지만 표시됩니다.

5. 카피 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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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편집하고 싶은 범위의 선두 시각/소절(Start)을
설정해［TR4］(NEXT)를 누릅니다.

편집 범위와 카피 회수에 대해

3. 편집하고 싶은 범위의 말미 시각/소절(End)을
설정해［TR4］(NEXT)를 누릅니다.

1. 편집 시각의 단위를 선택합니다.

트랙전체체(All)

시간 지정(Time)

소절 지정(Measure)

리피트 구간(AB)

버튼 편집 범위

［TR1］(TIM)
편집 범위를 시간에 지정합니다. 
시간 지정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TR2］(MEA)
편집 범위를 소절로 지정합니다. 
소절 지정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TR3］(ALL)
지정된 트랙전체를 편집 대상
으로 합니다.

［TR4］(AB)
설정된 A 포인트와 B 포인트의
구간을 편집 대상으로 합니다.

●［TR1］(TIM)를 눌렀을 때

서브·프레임

프레임

시 분 초

●［TR2］(MEA)를 눌렀을 때

소절 박자

카피나 move의 순서로,［TR3］(ALL),
［TR4］(AB)를 눌렀을 경우는, 순서 4 
에 진행됩니다.

메모

4. 카피나 move를 할 때는, 카피/move처의 시각/
소절(To)을 설정해［TR4］(NEXT)를 누릅니다.

5. 범위 지정한 부분을 몇회 카피 하는지를
Repeat 파라미터로 설정합니다.

※ 이동(move)의 순서 은 순서 5 는 불필요합니다.
※ 삭제(삭제)의 순서 은 순서 4 ~ 5 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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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2］(TRK)를 누릅니다.
TRACK EDIT 화면이 표시됩니다.

1. [TR4］(EXE)를 누릅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이동시킨다(트랙·move)

지정 범위 또는 트랙전체체의 데이터를 다른 장소
에 이동(move)시킵니다.
※ 데이터를 이동시킨 뒤의 장소는, 빈 공간 흰색

(데이터가 없는 상태)이 됩니다.

예 1：같은 트랙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예 2：별도의 트랙에 이동시키는 경우

START나
리피트
시작점(A) END나

리피트 종료점(B)

시간

START나
리피트
시작점(A) END나

리피트 종료점(B)

시간

3. ［TR2］(MOV)를 누릅니다.
트랙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이동하고 싶은
트랙을 지정합니다.

이동처(트랙-V트랙)
이동원(트랙-V트랙)

시각 설정은 나 로 이동하거나

(시각00:00:00),

(송의 종단)으로 설정 할 수

있습니다.

흰트

• 선택한 트랙·에디트의 종류나 편집 범위

에 의해 설정하는 파라미터에 차이가 있
습니다. (✔ 이 붙은 파라미터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메모

CPY: 카피 Start End To Repeat

TIM(시간)
MEA(소절)

✔ ✔ ✔ ✔

ALL
(트랙전체)

✔ ✔

AB
(A~B구간)

※ ※ ✔ ✔

MOV: 이동 Start End To

TIM(시간)
MEA(소절)

✔ ✔ ✔

ALL
(트랙전체)

✔

AB
(A~B구간)

※ ※ ✔

ERS: 삭제 Start End

TIM(시간)
MEA(소절)

✔ ✔

ALL
(트랙전체)

AB
(A~B구간)

※ ※

※ AB 구간을 사용해 카피/이동/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리피트 구간(A 포인트, 
B 포인트)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P. 43)

※ 트랙·에디트 화면으로부터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갈
때, 편집한 내용이 저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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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집 범위와 카피 회수에 대해」(P. 54)에 따
라, 편집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동하고 싶은 범위(Start, End), 이동처의 시각
또는 소절(To)을 설정합니다.

데이터를 지운다(트랙·삭제)

지정 범위의 데이터를 삭제 합니다. 이 조작으로 데
이터를 삭제 했을 경우, 삭제 한 데이터의 뒤로 데
이터가 있어도, 전에 찰 것은 없습니다.
테이프·레코더에 비유하면 불필요한 부분에 무음

녹음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 삭제 범위의 앞 후에는, 1.0 초보다 짧은 소리를

남기지 말아 주세요. 1.0 초 이내의 소리가 남아
도 그 소리는 울지 않습니다.

5. 편집 범위의 설정이 살면 TR4［EXE］를 누릅
니다.
Move OK?  하지만 표시됩니다.

6. 이동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를
누릅니다.

START나
리피트
시작점(A)

END나
리피트
종료점(B)

시간

2. [TR2］(TRK)를 누릅니다.
TRACK EDIT 화면이 표시됩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3. [TR3］(ERS)를 누릅니다.
트랙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4. 「편집 범위와 카피 회수에 대해」(P. 54)에 따
라, 편집 범위를 설정합니다.
삭제 하고 싶은 시각(Start, End)을 설정합니다.

5. 편집 범위의 설정이 살면 TR4［EXE］를 누릅
니다.
Erase OK?  하지만 표시됩니다.

삭제 트랙
(트랙-V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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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
를 누릅니다.

데이터를 바꿔 넣는다(트랙·익스체인지)

2 개의 트랙의 데이터를 바꿔 넣습니다.

예：트랙 1 으로 2 를 모두 바꿔 넣는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트랙 1

트랙 2

트랙 1

트랙 2

시간

2. ［TR2］(TRK)를 누릅니다.
TRACK EDIT 화면이 표시됩니다.

3. ［TR4］(XCH)를 누릅니다.
트랙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4. 바꿔 넣고 싶은 트랙을 설정해 TR4［EXE］를
누릅니다.
Exchange OK?  하지만 표시됩니다.

5. 바꿔 넣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
를 누릅니다.

교체 트랙



58

제2 장 편집하기

송을 지운다 (송·삭제)

메모리·카드로 저장 되어있는 송을 삭제 합니다.

1. [UTILITY］를 눌러［TR1］(SNG)를 누릅니다.

녹음한 송을 정리한다

현재 선택되고 있는 송을 카피 합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송을 카피 한다(송·카피)

2. CURSOR［▶］를 누릅니다.

3. ［TR2］(CPY)를 누릅니다.
「Copy to NewSong?」라고 표시됩니다.

4. ［TR4］(YES)를 누릅니다.
카피가 실행됩니다.
카피가 완료하면「Completed!」라고 표시되어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카피 하기 앞서 이 메세지가 표시되었을 경
우, 메모리·카드의 빈 공간 용량이 부족합니

다.
「메모리·카드 용량을 절약한다(송·업티마
이즈)」(P. 59)를 실행하는지, 메모리·카드
의 불필요한 송 또는 오디오·파일( MP3 등)

을 삭제해 주세요.
삭제의 방법은 「송을 지운다(송·삭제)」또

는 「MP3/WAV 의 파일을 삭제 한다」(P. 
98)을 읽어 주세요.
또, 메모리·카드의 빈 공간 나무 용량을 확

인하려면 「송의 정보를 표시한다」
(P. 52)를 읽어 주세요.

주의! 「Card Full!」라고 표시되면

2. CURSOR［▶］를 누릅니다.

3. [TR1］(ERS)를 누릅니다.
「Ers?」라고 표시됩니다.

4. VALUE［-］［+］로 삭제 하고 싶은 송을 선택
합니다.

6. 삭제 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를 누릅니
다.

5.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라고 표시됩니다.

7. [UTILITY］또는［EXIT］를 몇번을 눌러, 플레
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을 삭제 했을 경우

메모리·카드상의 다른 송이 자동적으로 선택

됩니다. 다른 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송이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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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 이름을 붙인다 (송·네임)

새롭게 송을 만들면 「SONG0001」와 같은 이름을
자동적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송이 완성하면 이름
(송·네임)을 붙여 관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을 추천합니다.

1. [UTILITY］를 눌러［TR1］(SNG)를 누릅니다.

메모리·카드 용량을 절약한다
(송·업티마이즈)

트랙·에디트나 펀치/아웃을 실시했을 경우, 메모리·

카드에는 써 바꾸는 앞의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경우 에 따라서, 이 불필요한 데이터의 메모리 사용
량이 무시할 수 없게 되어, 메모리·카드의 메모리가

필요이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 결과, 외관상의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버립니다.
송·업티마이즈를 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데이터를
메모리·카드로부터 삭제 해, 메모리·카드의 빈 공간

나무 용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2. ［TR4］(NAM)를 누릅니다.
송의 이름(송·네임)이 표시됩니다.

2. CURSOR［▶］를 누릅니다.

3. ［TR4］(OPT)를 누릅니다.
「Optimize Song?」라고 표시됩니다.

4.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라고 표시됩니다.

1. [UTILITY］를 눌러［TR1］(SNG)를 누릅니다.

※ 송·업티마이즈로 삭제 되는 것은 전체 V트랙
안에 있는 불필요한 오디오·데이터입니다.

※ 상황 에 따라서, 업티마이즈가 끝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은 고장
이 아닙니다. 업티마이즈가 끝날 때까지 전
원을 끄지 말아 주세요.

※ 업티마이즈를 실행하면 un-do는 할 수
없습니다.

5. ［TR4］(YES)를 누릅니다.
송·업티마이즈가 실행됩니다.

업티마이즈가 완료하면「Complete!」라고 표
시되어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또는［UTILITY］)
를 누릅니다.

3. CURSOR ［◀］［▶］로 변경하고 싶은 캐릭
터에 커서를 맞춥니다.

4. VALUE［-］［+］로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UTILITY］또는［EXIT]를 몇번을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빈 공간 흰색을 삽입
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3］(A/a)
커서 위치 캐릭터의 대문자/소문자
를 바꾸기.

TR4］(0! A)
커서 위치 캐릭터의 종류(숫자-
기호-알파벳)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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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설정을 송에 저장 한다
(송·세이브)

본체는 송·데이터로서 다음 내용을 저장 할 수가 있

습니다.

1.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송을 보호한다(송·프로텍트)

모처럼 곡을 작성해도, 잘못해 덧쓰기 녹음해 버리
거나 연주 그 자체를 지워 버리는 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위해서 현재 송·데이터를 써 바꾸지 않
게 보호해 둘 수가 있습니다(송·프로텍트).

※ 송에 프로텍트를 걸었을 경우는 아래의 조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CURSOR［▶］를 누릅니다.

1. [UTILITY］를 눌러［TR1］(SNG)를 누릅니다.

• 녹음
• 트랙의 에디트
• 송·네임의 변경
• 송의 삭제
• 송·업티마이즈
• 송·어레인지의 라이트 조작
• MP3/WAV 임포트
• 이펙트·송·패치에의 라이트 조작

3. [TR3］(PTC)를 누릅니다.
「Protect Song?」라고 표시됩니다.

4. [TR4］(EXE)를 누릅니다.

송에 프로텍트가 걸리면 화면에 송·프로텍트·

마크가 표시됩니다.

프로텍트를 해제하는 경우는 한번 더 같
은 조작을 해 주세요.

메모

• 녹음 데이터
• mixer 상태(Pan 등)
• 인서트·이펙트의 송·패치
• 마스터링·툴·킷의 송·패치
• 송·어레인지
• 리버브
• 플러그 인·파워·파라미터의 설정

녹음 데이터나 mixer 상태는, 녹음 조작 후 곧바로
저장 되는 것이 아니라, 곡을 저장 하거나
화면을 바꾸기 충분했을 때에 저장 됩니다.
현재 상태를 저장 할 때는 다음 조작을 해 주세요.

송·세이브 조작을 해도, 유저·패치에 현재의
이펙트 설정은 저장 되지 않습니다(송·패치

에는 저장 됩니다).
현재의 이펙트 상태를 유저·패치에 저장 하
려면 , 「인서트·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한다

(라이트)」(P. 63)을 읽어 주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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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패치와 뱅크

인서트·이펙트로 사용하는 이펙트와 각 이펙트의
파라미터는, 이펙트·패치를 호출하는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MICRO BR 에는, 보컬이나 여러가지 악기에 대응한
이펙트·패치가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입력 소스 마다 분류되고 있어 이 분류를 「뱅크」
라고 부릅니다.

인서트·이펙트를 사용하기

MICRO BR 에는, 2 계통의 이펙트(인서트·이펙트/

리버브)가 내장되고 있습니다.
인서트·이펙트와 리버브는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사용 목적에 맞추어 각각의 설정을 실시합
니다.
여기서는, 인서트·이펙트의 각 이펙트의 설정값(파

라미터)의 변경 방법과 그 저장 방법으로 대해 설명
합니다.
「인서트·이펙트·파라미터의 기능」(P. 67)
「리버브·파라미터의 기능」(P. 75)

특정의 신호 라인(MICRO BR 의 경우,
GUITAR IN 로부터의 악기음등)에 직접 걸치
는 이펙트를 인서트·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지등에서 기타와 앰프의 사이에 접속
하는 이펙트도 인서트·이펙트의 일종입니다.

이것에 대해, mixer등의 센드/리턴·잭에 접속
하는 이펙트를 루프·이펙트라고 부릅니다.
MICROBR 에서는 리버브·이펙트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인서트·이펙트는 녹음시에 사용할 뿐만 아니

라, 각 트랙을 믹싱 한 소리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인서트·이펙트의 사용법을 상

황에 따라 바꾼다」( P. 64)를 봐 주세요.

인서트·이펙트 란

메모

메모

MICRO BR 에는, 수많은 이펙트가 탑재되고
있어 이러한 이펙트를 조합해 사용할 수가 있
습니다.
이러한 이펙트 의 편성(접속하는 이펙트의 종
류나 접속 유순한 )을 「알고리즘」이라고 부
릅니다.

알고리즘의 각 이펙트에는, 음색을 바꾸기 위
한 파라미터(컴팩트·이펙트의 노브에 상당합

니다)가 몇개인가 있어,
알고리즘과 각 이펙트의 파라미터의 설정이
「이펙트·패치」라고 하는 단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펙트·패치 란메모

이펙트·패치를 바꾸기 것에 따라, 기억해 둔

이펙트 의 편성이나 on/off 상태, 파라미터의
값등이 동시에 변경되기 (위해)때문에,
일순간으로 완전히 다른 음색에 변화시킬 수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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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이펙트 설정을 변경한다

새로운 이펙트 소리를 만들 때는 미리 기억 되어있
는 패치중에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패치를 선택
해, 그 설정을 변경(에디트)합니다.
변경한 이펙트 설정을 저장 할 때는 유저·패치 또는
송·패치에 저장 해 주세요.

MICRO BR 은 입력 소스에 의해 뱅크가 자동적으
로 선택됩니다. 예를 들면, 입력 소스에 GTR(기타)
를 선택하면 기타·뱅크 패치를 바뀌어 LIN(라인)를
선택하면 라인·뱅크의 패치로 바뀝니다.

입력에 GTR 와 MIC 를 동시에 선택하고 있을 때는
기타·뱅크로 바뀝니다. 다만, GUITAR IN 로부터 입

력음만 이펙트가 걸립니다.

이러한 뱅크 안에서 이펙트·패치는 더욱 다음과 같

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pre-set·패치(P)
pre-set·패치에는 미리 패치 데이터가 기입해지고

있어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새로운 기입할
수 없습니다.

송·패치(S)
송·패치는 쓰기.변경이 가능해, 패치 데이터는 송·데

이터와 함께 저장 됩니다.
연주를 녹음했을 때에 사용한 패치를 송 마다 저장
해 두고 싶은 경우에 편리합니다.

유저·패치(U)
유저·패치는 쓰기.변경이 가능해, 패치 데이터는 본

체에 기억됩니다. 자신이 만든 패치를 다른 송에서
도 사용하고 싶은 경우는 유저·패치에 기억시키면

편리합니다.

• 메모리·카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송
·패치(S)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공장 출하시 각 뱅크의 유저·패치(U) 및 송·

패치(S)에는 pre-set·패치(P)와 같은 패치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메모

1. [EFFECTS］를 누릅니다.
이펙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CURSOR ［◀］［▶］와 VALUE［-］［+］로, 
P(pre-set), S(송), U(유저)의 어느 쪽이든 선택
합니다.

3. CURSOR ［◀］［▶］와 VALUE［-］［+］로, 
이펙트 번호를 선택합니다.

4. [TR2］(EDT)를 누릅니다.
이펙트·에디트 화면이 되어, 사용 이펙트·블록

이 표시됩니다.

블록수가 많아, 하나의 화면에 안정되지 않을
때는, CURSOR ［◀］［▶］ 를 눌러 화면
을 바꾼다.

5. 설정하고 싶은 이펙트·블록에 대응하는［TR1］

~［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이 그림 은［TR1］(AMP),［TR2］(SP)··, 의 순

서로 할당할 수 있고 있습니다.
표시된 블록 가운데, on의 블록은 대문자로, off
의 블록은 소문자로 표시됩니다.
［TR1］~［TR4］를 누르면, 각 이펙트·블록의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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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이트)

변경한 이펙트 설정에 이름(패치·네임)을 붙여 새로
운 이펙트·패치로서 저장 합니다.
※ 송의 녹음중이나 연주중에 이펙트·패치의 저장

을 할 수 없습니다.
※ 패치·네임을 바꿀 필요가 없을 때는 순서 1 → 5 

에 진행됩니다.

1. [EFFECTS］를 누릅니다.
이펙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패치명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TR4］(NAM)를
누릅니다.
FX NAME 화면이 표시됩니다.

3. CURSOR ［◀］［▶］와 VALUE［-］［+］로
패치·네임을 입력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EXIT］를 누릅니다.
이펙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5. [TR3］(WRT)를 누릅니다.
라이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6. VALUE［-］［+］로 기입처의 뱅크, 패치·넘버

를 선택합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빈 공간 흰색을 삽입
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3］(A/a)
커서 위치 캐릭터의 대문자/소문
자를 바꾸기.

［TR4］(0! A)
커서 위치 캐릭터의 종류(숫자
-기호-알파벳)를 바꾸기.

변경한 이펙트 설정은 일시적으로 변경한 이
펙트·패치를 저장하지 않고 이펙트·에디트

화면을 빠지면 뱅크 표시 위치에 「**」라고
표시됩니다.
**가 표시 되어있는 상태로

• 다른 이펙트·패치를 선택한다
• 송을 읽어들인다
• 전원을 끈다
• USB 로 컴퓨터와 접속을 한다
• MP3 모드로부터 통상의 모드에 돌아온다

를 하면 변경한 내용은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
해 주십시오.

6. CURSOR ［◀］［▶］로 커서를 각 파라미터
에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그 밖에도 변경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CURSOR ［◀］［▶］로 커서를 각 파라미터
에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7. 다른 이펙트·블록으로 대해 변경할 때는[EXIT］

를 눌러, 순서 5 ~ 7 을 반복합니다.

현재의 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할 때는, 다음
방향 「인서트·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

이트)」(P. 63)을 읽어 주세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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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이펙트 사용법을 상황에 따라
바꾼다

인서트·이펙트는 초기 상태에서는 입력 소스 직후

에 접속(인서트)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이펙트를
걸친 소리의 모니터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접속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가 있습니다.
본체 은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를 바꾸는 것으로, 

여러가지 사용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EFFECTS］를 눌러 CURSOR［▶］누릅니다.

7.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메세지가 표시됩니다.

8. 기입해도 괜찮을 때는［TR4］(YES),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를 누릅니다.
기입이 끝나면 이펙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TR1］(LOC)를 누릅니다.

3. VALUE［-］［+］로,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

(로케이션)를 설정합니다.

INPUT ＜ NORMAL ＞
인서트·이펙트를 다닌 소리를 모니터 할 수 있어 인
서트·이펙트를 다닌 소리가 녹음됩니다. 통상은 이

상태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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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이펙트 사용법을 상황에 따라
바꾼다

인서트·이펙트는 초기 상태에서는 입력 소스 직후

에 접속(인서트)되고 있습니다. 이 때는 이펙트를
걸친 소리의 모니터와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접속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가 있습니다.
본체 은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를 바꾸는 것으로, 

여러가지 사용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를 바꾸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EFFECTS］를 눌러 CURSOR［▶］누릅니다.

7.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메세지가 표시됩니다.

8. 기입해도 괜찮을 때는［TR4］(YES),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를 누릅니다.
기입이 끝나면 이펙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TR1］(LOC)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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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List

그 알고리즘을 포함한 이펙트 뱅크로 전환하고 나
서「이펙트·패치 List」(P. 119)를 참고해 목적의
알고리즘이 사용 되어있는 이펙트·패치로 전환해

주세요.

인서트·이펙트로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사용할

수 있는 이펙트나 접속순서)은 아래와 같습니다.
뱅크마다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다릅니다. 사
용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선택하려면 ,

※ 알고리즘 접속선은 그 이펙트가 모노 출력(단선)이나 스테레오 출력(이중선)인지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모노 출력
-[AMP]- [SP]-

예) 스테레오 출력
=[LIM]=[OUT]=

GT(기타) 뱅크 ［COSM GTR AMP］

전기·기타용 멀티·이펙트입니다. 프리앰프와 스피커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앰프·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

니다.
※ Tremolo/Pan 의 이펙트로 Pan 를 선택했을 때

는 FX 이펙트·블록으로부터의 출력이 스테레오

가 됩니다.

–[AMP]–[SP]–[NS]–[FX]–[DLY]=

MC(마이크) 뱅크 ［VOCAL MULTI］

보컬용 멀티·이펙트입니다.

보컬에 필요한 기본 이펙트를 가지런히 하고 있습
니다.

–[CMP]–[ENH]–[EQ]–[NS]–[DLY]=

LN/EX(라인/외부 마이크) 뱅크［MSTR TOOL KIT］

스테레오 입력용의 이펙트입니다.
이 이펙트·뱅크 은 마스터링·툴·킷과 같은 이펙트가

사용됩니다.
다만, LN 뱅크, EX 뱅크의 각각으로 파라미터를 개
별적으로 기억합니다.

=[IN]=[CMP]=[MIX]=[LIM]=[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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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트·이펙트·파라미터의 기능

문장 기재의 회사명 및 제품명은 각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본서에서는 COSM 에 의해 시뮬레이트 된 사운드를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력 음량이 일정값을 넘었을 때 출력 신호전체
압축합니다.

중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3BAND COMP［CMP］

(3 밴드·콤프레서)

On/Off OFF, ON

콤프레서의 on/off를 설정합니다.

Lo Threshold -24 ～ 0 dB

저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Lo Ratio 1:1.00 ～ 1:16.0, 1:INF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

저역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Lo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저
역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Lo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저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Mid Threshold -24 ～ 0 dB

중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Mid Ratio 1:1.00 ～ 1:16.0, 1:INF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에, 

중역의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Mid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중

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
간을 설정합니다.

Mid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Hi Threshold -24 ～ 0 dB

고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Hi Ratio 1:1.00 ～ 1:16.0, 1:INF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에, 

고역의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Hi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고
역의 콤프레서에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
간을 설정합니다.

Hi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고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콤프레서는 스렛쇼르드(Threshold)와 레
시오(Ratio) 설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최적
으로 되도록 레벨을 보정합니다.
또, 어택(Attack)을 길쭉하게 하면 비뚤어
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6dB 여유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마진). 필요에 따라서
mixer(Mixer)의 레벨을 조정해 주세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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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밴드의 이퀄라이저입니다. 다이렉트음에 미묘하게 피치(소리의 높이)가 어긋
난 소리를 더해, 소리에 두께나 확꾸중을 붙입니다.
※ FX Type 으로 「CHORUS」를 선택했을 때, 이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BAND EQ［EQ］(4 밴드·이퀄라이저)

On/Off OFF, ON

이퀄라이저의 on/off를 설정합니다.

Rate 0 ～ 100

코러스 효과의 속도(레이트)를 조절합니다.

CHORUS［FX］(코러스)

Low Gain -20 ～ +20（dB）

저역 이퀄라이저의 게인(컷량/부스트량)을 조절합
니다.

Lo-M Gain -20 ～ +20（dB）

중저역이퀄라이저의 게인(컷량/부스트량)을 조절합
니다.

Lo-M F 100 ～ 10.0k（Hz）

중저역이퀄라이저의 중심 주파수(후리 검사-)를
조절합니다.

Lo-M Q 0.5 ～ 16

Lo-M F 로 설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게인이 변화하
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값을 크게 하는 만큼 변화하
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Hi-M Gain -20 ～ +20（dB）

중고역이퀄라이저의 게인(컷량/부스트량)을 조절합
니다.

Hi-M F 100 ～ 10.0k（Hz）

중고역이퀄라이저의 중심 주파수(후리 검사-)를 조
절합니다.

Hi-M Q 0.5 ～ 16

Hi-M F 로 설정한 주파수에 대해서, 게인이 변화하
는 범위를 조절합니다. 값을 크게 하는 만큼 변화하
는 범위가 좁아집니다.

High Gain -20 ～ +20（dB）

고역이퀄라이저의 게인(컷량/부스트량)을 조절합니
다.

Level -20 ～ +20（dB）

이퀄라이저 통과 후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On/Off OFF, ON

코러스의 on/off를 설정합니다.

Depth 0 ～ 100

코러스 효과의 깊이(데프스)를 조절합니다.

E.Level 0 ～ 100

이펙트 소리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입력음의 음량 밸런스를 균일하게 보정합니다. 입
력음의 서스테인을 늘리거나 반대로 서스테인을 짧
게 해 어택 부분을 강조하는 등 소리 만들기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또, 피크만을 억제해 디스토션을 방지하는 리미터
와 같은 사용법도 할 수 있습니다.
※ COSM GTR AMP 이펙트 은 FX 의 Type로
「Compressor」를 선택했을 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OMPRESSOR［FX］(콤프레서)

On/Off OFF, ON

콤프레서의 on/off를 설정합니다.

Sustain 0 ～ 100

효과의 깊이를 조절합니다. 값을 크게 하는 만큼 롱
·서스테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미터의 효과를 얻

는 경우는, 값을 작게 해 설정이라고 주세요.

Attack 0 ～ 100

어택시의 강함을 조절합니다. 값을 크게 하는 만큼
소리의 시작이 날카로워져, 말씨가 좋은 사운드가
됩니다.

Level 0 ～ 100

콤프레서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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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음에, 다이렉트음으로부터 늦은 소리(딜레
이음)를 더하는 것에 의해 소리에 두께를 답니다.

인핸서는 다이렉트음에 위상이 어긋난 소리를 더하
는 것으로 소리의 윤곽을 확실히 해 소리를 앞에 두
고 내는 이펙트입니다.

DELAY［DLY］(딜레이)

On/Off OFF, ON

딜레이의 on/off를 설정합니다.

ENHANCER［ENH］(인핸서)

Type

On/Off OFF, ON

인핸서의 on/off를 설정합니다.

딜레이의 타입을 설정합니다.

Dly Time SINGLE: 1 ～ 1000（ms）
TAP: 1 ～ 500（ms）

딜레이·타임(소리를 늦추는 시간)을 조절합니다.

Feedback 0 ～ 100

피드백량을 조절합니다. 피드백량을 바꾸면 딜레이
음의 반복 회수가 변화합니다.

E.Level 0 ～ 120

딜레이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파라미터 설명

SINGLE 심플한 딜레이입니다

TAP
반복음이 좌우로부터 교대로 출력되
는 탭·딜레이입니다. 스테레오 녹음

시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Sens 0 ～ 100

입력음의 음량에 대한 인핸서의 효능 상태(센스)를
조절합니다.

Freq 1.0 ～ 10.0（kHz）

인핸서 효과가 걸리기 시작하는 주파수(후리 검사-)
를 조절합니다. 설정한 값보다 높은 주파수로 효과
가 걸립니다.

Mix Level 0 ～ 100

위상이 어긋난 소리를 입력에 믹스 하는 양을 조절
합니다.

Lo Mix Lvl 0 ～ 100

저역의 위상이 어긋난 소리를 믹스 하는 양을 조절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주파수대역은 고정입니다.

Level 0 ～ 100

엔한스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소리에 「웨이브」를 주는 flanging 효과를 만들어
냅니다.
※ FX 의 Type 로 「FLANGER」를 선택했을 때

이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LANGER［FX］(플랜저)

On/Off OFF, ON

플랜저의 on/off를 설정합니다.

Rate 0 ～ 100

웨이브의 속도(레이트)를 조절합니다.

Depth 0 ～ 100

웨이브의 깊이(데프스)를 조절합니다.

Manual 0 ～ 100

효과를 걸치는 중심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Resonance 0 ～ 100

값을 크게 하는 만큼 효과가 강조되어 버릇의 강한
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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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음을 저역, 중역, 고역의 3 개의 주파수대역에 분
할합니다.

주파수대역별로 음량을 조절합니다.

INPUT［IN］(인풋)

Gain -24 ~ +12(dB)

압축기에게 들어오는 앞의 전체체의 음량을 설정합
니다.

MIXER［MIX］(mixer)

Lo Level -80 ~ +6(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 저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Dly Time 0 ~ 10(ms)

입력하는 원음을 늦추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SplitL 20 ～ 800（Hz）

원음을 3 분할하는 주파수(저역측)를 설정합니다.

SplitH 1.6 ~ 16.0(kHz)

원음을 3 분할하는 주파수(고역측)를 설정합니다.

큰 레벨의 신호를 눌러 디스토션을 막습니다.

LIMITER［LIM］(리미터)

On/Off OFF, ON

리미터의 on/off를 설정합니다.

Threshold -24 ~ 0(dB)

리미터가 효과가 있어 시작하기 음량을 설정합니다.

Attack 0 ~ 100(ms)

입력 레벨이 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리미터

의 효과가 걸릴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Release 50 ~ 5000(ms)

입력 레벨이 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리

미터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
다.

Mid Level -80 ~ +6(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 중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Hi Level -80 ~ +6(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 고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노이즈나 험을 억제하는 이펙트입니다. 엔벨로프
(음량의 시간 변화)에 아울러 노이즈를 줄이기 (위
해)때문에, 악기음에의 영향이 거의 없고, 자연스러
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NOISE SUPPRESSR［NS］
(노이즈·서프레서)

On/Off OFF, ON

노이즈·서프레서의 on/off를 설정합니다.

Threshold 0 ～ 100

노이즈 크기를 맞게 조절합니다. 노이즈가 클 때는
값을 크고, 노이즈가 작을 때는 값을 작게 합니다. 
악기음 감쇠가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조절해 주세요.
※ 스렛쇼르드를 큰 값으로 설정하면 악기 볼륨을

줄여 연주했을 때에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Release 0 ～ 100

노이즈·서프레서가 일해 시작한 다음 음량이 「0」

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조절합니다.

전체적인 출력에 관한 설정을 합니다.

OUTPUT［OUT］(아웃풋)

Level -80 ～ +6（dB）

리미터를 통과 이후의 전체적인 음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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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렉트음에 위상이 어긋난 소리를 더하는 것으로, 
소리에 회전감을 더하는 페이즈 효과를 만들어 냅
니다.
※ FX 의 Type 로 「PHASER」를 선택했을 때 이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PHASER［FX］(페이저)

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하기

On/Off OFF, ON

페이자의 이펙트·on/off를 설정합니다.

Rate 0 ～ 100

회전의 속도(레이트)를 조절합니다.

Depth 0 ～ 100

회전의 깊이(데프스)를 조절합니다.

Manual 0 ～ 100

페이즈 효과가 걸리는 중심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Resonance 0 ～ 100

레조넌스량(피드백량)을 조절합니다. 값을 크게 하
는 만큼 효과가 강조되어 버릇이 강한 소리가 됩니
다.

기타음의 디스토션과 음색을 조절합니다.
※ Type 설정에 따라서 Bass, Middle, Treble 를

전체라고 「0」일 때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PREAMP［AMP］(프리앰프)

On/Off OFF, ON

프리앰프의 on/off를 설정합니다.

Type

프리앰프의 타입을 설정합니다. 각각의 앰프 디스
토션이나 음색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ype 설명

JC-120
온 세상의 프로·뮤지션에게 애용
되어있는 롤랜드 「JC-120」의
사운드입니다.

CLEAN
온 세상의 프로·뮤지션에게 애용
되고 있는 롤랜드 「JC-120」의
사운드입니다.

CRUNCH
자연스러운 디스토션을 만들어 내는
크런치·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MATCH
블루스, 락으로부터 퓨전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최신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Volume 0 ~ 100

프리앰프의 on/off를 설정합니다.

Bass 0 ~ 100

저음역(베이스)의 음질을 조절합니다.

Middle 0 ~ 100

중음역(미들)의 음질을 조절합니다.

※ Type 파라미터가 MATCH 또는 VO DRV 때는
Middle 파라미터는 무효가 됩니다.

Type 설명

VO DRV 60년대 리버풀·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

BLUES
블루스에 적절한 중역에 끈기가 있는
리드·사운드입니다.

BG LEAD
70년대 후반~ 80 년대를 대표하는
진공관 앰프 사운드입니다. 중역에
끈기가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70년대의 브리티슈·하드·락에는 빠뜨
리지 못하고, 현재에도 많은 하드·락계
기타리스트가 애용하는 스택·타입의

대형 진공관 앰프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타·앰프 인풋 I 에 입력했을

때의 사운드로 트레이닝 방어
-사운드입니다.

1

기타·앰프 인풋 II 에 입력했을

때의 사운드로 마일드인 사운
드입니다.

2

기타·앰프 인풋 I 와 II를 패러

렐 접속했을 때의 사운드로
I 보다 저역이 강조된 사운드
입니다.

1+2

MS

SLDN
올·마이티 디스토션을 얻을 수 있는

진공관 앰프 사운드입니다. 폭넓은
장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TAL
헤비·메탈전용의 대형 진공관 앰프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METAL D
하이·게인으로 파워풀한 메탈·사운드

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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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의 특성을 시뮬레이트 합니다. 본체 출력을
직접 mixer 등에 접속할 때 좋아하는 스피커의 음색
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하기

Treble 0 ~ 100

고음역(트레블)의 음질을 조절합니다.

Master 0 ~ 100

프리앰프 전체 음량을 조절합니다.

SPEAKER SIM［SP］(스피커·시뮬레이터)

Presence 0 ~ 100

초고음역(존재)의 음질을 조절합니다.
Type 가 MATCH, 또는 VO DRV 때에 Presence 를
올리면 고역이 컷 됩니다(값은 0 ~ -100 에 변화합
니다).

Bright OFF, ON

브라이트 on/off를 설정합니다.

타입이 JC-120, CLEAN, CRUNCH,BLUES, 
BG LEAD 중 한쪽이 사용시에 유효합니다.

파라미터 설명

OFF Bright 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ON 보다 좋은 밝은 음질이 됩니다.

Mic Set CENTER, 1 ~ 10(cm)

마이크의 위치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CENTER”는 스피커·콘의 중앙에 마이크를 세팅 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1cm ~ 10 cm”는, 스피커·콘의 중앙으로부터 설정

한 거리만 마이크를 이동한 상태를 시뮬레이션 합
니다.

On/Off OFF, ON

스피커·시뮬레이터의 on/off를 설정합니다.

Type

시뮬레이트 하는 스피커 타입을 선택합니다 (아래
표를 참조). on·마이크는 다이나믹·마이크,
off·마이크는 콘덴서·마이크를 사용했을 때의 소리

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Mic Level 0 ~ 100

마이크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Dir Level 0 ~ 100

다이렉트음의 음량을 조절합니다.

SMALL 소형 후면 개방형 10 인치 on·마이크

MIDDLE 후면 개방형 12 인치 on·마이크

JC-120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n·마이크 롤랜드 JC-120 의 시뮬레이트

TWIN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n·마이크 CLEAN 와 베스트.매치

twin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ff·마이크 CLEAN 와 베스트.매치

MATCH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n·마이크 MATCH 와 베스트.매치

match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ff·마이크 MATCH 와 베스트.매치

VO DRV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n·마이크 VO DRV 와 베스트.매치

vo drv 후면 개방형 12 인치(2 개) off·마이크 VO DRV 와 베스트.매치

BG STK 대형 밀폐 12 인치(2 개) on·마이크 BG STK 와 베스트.매치

vo drv 대형 밀폐 12 인치(2 개) off·마이크 BG STK 와 베스트.매치

MS STK 대형 밀폐 12 인치(2 개) on·마이크 MS 와 베스트.매치

ms stk 대형 밀폐 12 인치(2 개) off·마이크 MS 와 베스트.매치

METAL 대형 2 단 겹침 12 인치(2 개) off·마이크

Type
파라미터

캐비넷
스피커·

유니트

마이크·

세팅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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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하기

트레몰로는 주기적인 음량 변화를 얻을 수 있는 이
펙트입니다. Pan는 스테레오 출력시에 소리를 좌우
에 주기적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 FX Type 로 「TREMOLO/PAN」를 선택했을 때

이 이펙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TREMOLO/PAN［FX］(트레몰로/Pan)

On/Off OFF, ON

트레몰로/Pan의 이펙트·on/off를 설정합니다.

MODE

트레몰로 또는 Pan를 선택해 이펙트의 깊이 쪽을
선택합니다.

※ PAN-TRI 와 PAN-SQR 는, 스테레오 녹음
(2 트랙 사용)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Rate 0 ~ 100

이펙트가 걸리는 주기(레이트)를 조절합니다.

Depth 0 ~ 100

이펙트가 걸리는 깊이(데프스)를 조절합니다.

Type 설명

TRM-TRI
주기적으로 음량이 변화합니다. 매끄
러운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TRM-SQR
주기적으로 음량이 변화합니다. 험난
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PAN-TRI
주기적으로 소리를 좌우에 거절합니
다. 매끄러운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PAN-SQR
주기적으로 소리를 좌우에 거절합니
다. 험난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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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리버브의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각 트랙으로부터 리버브에 보내는 양(센드·레벨)을
바꾸어 리버브의 깊이 상태를 조절합니다.

1.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1. [EFFECTS］를 몇번을 눌러 REVERB 화면을
표시시킵니다.

2. CURSOR ［◀］［▶］로 Type 를 표시시켜, 
VALUE［-］［+］로 「HALL」인가 「ROOM」
의 어느 쪽이든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리버브의 설정(파라미터)의 변경 방법으
로 대해 설명합니다.
리버브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리버브·파라미터

의 기능」(P. 75)를 봐 주세요.

리버브를 사용한다

리버브는 평상시는 모니터음((듣)고 있는 소리)
에게만 효과가 걸립니다.
또, 바운스 및 마스터링시는 리버브가 걸린 소
리로 녹음됩니다.

메모

리버브에는 패치가 없습니다. 리버브의 설정은, 송
의 데이터와 함께 저장 됩니다.

현재 선택하고 있는 송으로 설정을 저장 하고 싶을

때는 을 누르면서 을 누릅니다.

사용하는 리버브·타입을 선택한다

3. 리버브의 설정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CURSOR 
[◀］［▶]로 파라미터를 선택해, VALUE［-］
[+］로 설정값을 변경합니다.
리버브의 파라미터의 내용에 대해서는「리버브
·파라미터의 기능」(P. 75)를 읽어 주세요.

4. 설정이 완료하면［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CURSOR ［◀］［▶］ 로 Track Reverb
를 표시시켜, 센드·레벨을 변경하고 싶은 트랙

의 값을 VALUE［-］［+］로 설정합니다.

3. 설정이 완료하면［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TR1］~［TR4］를 누르면, 누른 버튼의 트랙
에 커서가 이동합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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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하기

리버브·파라미터의 기능

리버브 란, 벽이나 마루 등에 반사한 소리가 서로
겹쳐 할 수 있는 잔향음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등
에서 손뼉을 쳤을 때의 여운이 리버브 (Rever
beration)입니다.
리버브는 빈 공간 사이의 크기(방, 홀 등), 형태, 소
리가 치고 돌아가는 부분(벽등) 재질에 의해 변화합
니다.

Type
리버브 타입을 설정합니다.

1. ［INPUT］를 누릅니다.

2. 조절하고 싶은 입력 소스에 대응하는
[TR1］~［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입력 소스의 리버브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3. CURSOR ［◀］［▶］로 Rv 에 커서를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4. 설정이 완료하면［EXIT］를 몇번을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리버브의 깊이 상태를 조절한다

2. CURSOR ［◀］［▶］로 Rhy Reverb 를 표시
시켜, VALUE［-］［+］로 설정합니다.

3. 설정이 완료하면［EXIT］를 누릅니다.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Time 0.1 ~ 10.0(s)

잔향음 길이(시간)를 조절합니다.

Tone -12 ~ +12(dB)

음질을 조절합니다.

Level 0 ~ 100

리버브음 음량을 조절합니다.

파라미타 설명

ROOM(룸)
실내 에서 잔향음을 시뮬레이션
한 리버브입니다.

HALL(홀)
콘서트·홀 에서 잔향음을 시뮬레

이션 한 리버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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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이펙트를 사용하기

마스터링을 한다마스터링을 한다

1. [EXIT］를 누르면서［UTILITY］를 몇번을 눌러
를 표시시킵니다.

MASTERING 모드가 됩니다.

2. CURSOR ［◀］［▶］로 커서를 V 트랙 표시
에 맞추어 녹음처가 되는 V 트랙을 VALUE
［-］［+］로 선택합니다.

마스터링·툴·킷을 2 트랙(스테레오)에 걸쳐, 최적화

된 레벨(음량)의 곡에 마무리합니다. 또, 마스터링
한 데이터를 MP3 나 WAV 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한 송을 기초로 음악 CD 를 작성하거나
MD 등에 녹음하거나 하는 경우, 송 그 중에서
와도 음량의 큰 부분이 CD나 MD 에 들어가도
록 전체의 음량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는 음량이 내
려 버려, 박력이 없는 음악이 되어 버립니다.
「마스터링·툴·킷」을 사용하면 곡중의 음량

불균형을 가지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송 마무리에 마스터링·툴·킷을 사용

해 마스터링을 실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스터링·툴·킷에는
• 미리 준비 되어있는 「pre-set·패치」10 

종류(P01 ~ P10)
• 개서 가능으로 본체에 기억되는 「유저·패

치」10 종류(U01 ~ U10)
• 송 마다 저장 되는 「송·패치」10 종류

(S01 ~ S10)
이 있습니다.

메모 마스터링·툴·킷 이란

→「이펙트·패치 List」(P. 119)

마스터링·모드 은 인서트·이펙트의 접속처(로

케이션) (P. 64)의 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메모

3. [EFFECTS]를 누릅니다.
마스터링·툴·킷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4. CURSOR ［◀］［▶］와 VALUE［-］［+］로, 
패치를 선택합니다.
pre-set, 송, 유저의 몇개의 패치·넘버를 선택

합니다.

5. [EXIT]를 눌러 마스터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UTILITY］를 누릅니다.

7. CURSOR ［◀］［▶］와 VALUE［-］［+］로, 
MasterLevel 를 조절합니다.
소리가 찌그러지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한 음량
레벨을 올리도록 해 주세요.

8. [EXIT]를 눌러 마스터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데이터가 없는 V트랙

데이터가 있는 V트랙

녹음처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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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송의 선두의 시각(00:00:00-00. 0)에 이동

합니다.

10. 를 누릅니다.

점멸해 녹음 대기 상태가 됩니다.

11. 를 누릅니다.

점등으로 바뀌어 마스터링이 시작됩니다.

12. 마스터링을 종료할 때는 을 누릅니다.

마스터링 된 데이터는 순서 2 로 지정된 트랙에
작성되었습니다.
「MP3/WAV Export?」메세지가 표시됩니다.

13. 마스터링 한 데이터를 MP3 나 WAV 포맷으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TR4］(YES)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마스터링·데이터를

MP3 또는 WAV 로 변환하는 조작에 이어 옮길
수가 있습니다. 파일·타입을 설정하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EXIT］를 누르면, 마스터링 작업은 종료해
마스터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4. 변환되는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TR3］(NAM)를 누릅니다.
CURSOR ［◀］［▶］와 VALUE［-］［+］로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15. VALUE［-］［+］로, 변환하고 싶은 파일의 종
류를 Type 로 설정합니다.

이름의 변경을 끝내면 [EXIT］를 누릅니다.

파일의 종류는 MP3 또는 WAV 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설정값： MP3 64kbps, MP3 128kbps,

MP3 192kbps, WAV

16. [TR4］(EXE)를 누릅니다.
「********. *** OK?」메세지가 표시됩니다.
※ ********. *** 는 변환되는 파일명과 확장자

(extension)가 표시됩니다.

17. 변환을 실행하는 경우는［TR4］(YES)를 중지
하는 경우는［EXIT］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트랙·데이터가 MP3 또
는 WAV 에 변환됩니다. 변환된 오디오·파일은, 

MP3 폴더(P. 101)에 저장 됩니다.
변환이 끝나면 마스터링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변환된 파일은 MP3 모드로 들을 수가 있습니
다. (P. 93)

메모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언더 스코아(_)를
삽입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의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4］(0! 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종류(숫자-
기호-알파벳)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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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IT]를 누르면서［UTILITY］를 몇번을 눌러
를 표시시킵니다.

2. [EFFECTS］를 누릅니다.
마스터링·툴·킷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마스터링·툴·킷의 설정을 변경한다

3. CURSOR ［◀］［▶］와 VALUE［-］［+］로, 
패치를 선택합니다.
pre-set, 유저, 송의 몇개의 패치·넘버를 선택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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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설정을 만들 때는, 미리 기억 되어있는 패치
중에서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패치를 선택해, 그 설
정을 변경(에디트)합니다.
변경한 설정을 저장 할 때는, 유저·패치 또는 송·패

치로서 저장 해 주세요.

4. [TR2］(EDT)를 누릅니다.
마스터링·툴·킷의 에디트 화면이 됩니다.

블록수가 많아, 하나의 화면에 안정되지 않
을 때는, CURSOR ［◀］［▶］를 눌러
화면을 바꾸기.

5. 설정하고 싶은 이펙트·블록에 대응하는［TR1］

~［TR4］의 어느 쪽이든 누릅니다.
상기의 그림 은
［TR1］(IN),［TR2］(CMP)···

의 순서로 할당할 수 있고 있습니다.
표시된 블록 가운데, on의 블록은 대문자로, off
의 블록은 소문자로 표시됩니다.
［TR1］~［TR4］를 누르면, 각 이펙트·블록의

파라미터 설정 화면이 됩니다.

6. CURSOR ［◀］［▶］로 커서를 각 파라미터
에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그 밖에도 변경하고 싶은 파라미터가 있을 때는, 
CURSOR ［◀］［▶］로 커서를 각 파라미터
에 맞추어 VALUE［-］［+］로 설정합니다.

7. 다른 이펙트·블록으로 대해 변경할 때는[EXIT］

를 눌러, 순서 5 ~ 7 을 반복합니다.

현재의 이펙트의 설정을 저장 할 때는, 「마
스터링·툴·킷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이트)」

(P. 79)를 읽어 주세요.

변경한 마스터링·툴·킷의 설정은 일시적으
로 변경한 이펙트·패치를 저장 하지 않고 이
펙트·에디트 화면을 빠지면 뱅크 표시 위치

에 「**」라고 표시됩니다.
**가 표시 되어있는 상태로

• 다른 이펙트·패치를 선택한다
• 송을 읽어들이는/저장 한다
• 전원을 끈다

를 하면 변경한 내용은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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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FFECTS］를 누릅니다.
마스터링·툴·킷 선택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패치명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TR4］(NAM)를
누릅니다.
FX NAME 화면이 표시됩니다.

마스터링·툴·킷의 설정을 저장 한다(라이트)

4. [EXIT］를 눌러, 마스터링·툴·킷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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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킷의 설정에 이름(패치·네임)을 붙여 새로운

패치로서 저장 합니다.
※ 송의 녹음중이나 연주중에는, 패치의 저장 조작

을 할 수 없습니다.
※ 패치·네임을 바꿀 필요가 없을 때는, 순서 1 → 5 

에 진행됩니다.

7.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메세지가 표시됩니다.

8. 기입해도 괜찮을 때는［TR4］(YES), 중지하고
싶을 때는［EXIT］를 누릅니다.
기입이 끝나면 마스터링·툴·킷 선택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3. CURSOR ［◀］［▶］와 VALUE［-］［+］로
패치·네임을 입력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TR3］(WRT)를 누릅니다.
라이트 화면이 표시됩니다.

6. VALUE［-］［+］로 기입해 앞의 패치·넘버를

선택합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빈 공간 흰색을
삽입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3］(A/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대문자/
소문자를 바꾸기.

［TR4］(0! 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종류
(숫자-기호-알파벳)를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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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링·툴·킷·파라미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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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링·툴·킷은 아래 5개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T 뱅크［MSTR TOOL KIT］

파라미터 List

3BAND COMP(콤프레서)

입력 음량이 일정값을 넘었을 때 출력 신호전체를
압축합니다.

On/Off OFF, ON

콤프레서의 on/off를 설정합니다.

Lo Threshold -24 ~ 0 dB

저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Lo Ratio 1:1. 00 ~ 1:16. 0, 1:INF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 저

역의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Lo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저

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
간을 설정합니다.

Lo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로우·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저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Mid Threshold -24 ~ 0 dB

중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Mid Ratio 1:1. 00 ~ 1:16. 0, 1:INF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에, 

중역의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Mid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중

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
간을 설정합니다.

Mid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미들·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중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Hi Threshold -24 ~ 0 dB

고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있기 시작하는 음량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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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r(리미터)

큰 레벨의 신호를 눌러 디스토션을 막습니다.

On/Off OFF, ON

리미터의 on/off를 설정합니다.

Threshold -24 ~ 0 dB

Hi Ratio 1:1. 00 ~ 1:16. 0, 1:INF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을 넘었을 때에, 

고역의 출력을 억제하는 비율을 설정합니다.

Hi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고

역의 콤프레서의 것이 효과가 있기 시작할 때까지
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Hi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하이·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고역의 콤프레서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을 설정합니다.

Input (인풋)

원음을 저역, 중역, 고역의 3 개의 주파수대역에 분
할합니다.

Gain -24 ~ +12 dB

압축기에게 들어오는 앞의 전체체의 음량을 설정합
니다.

Dly Time 0 ~ 10 ms

입력하는 원음을 늦추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SplitL 20 ~ 800 Hz

원음을 3 분할하는 주파수(저역측)를 설정합니다.

SplitH 1.6 ~ 16.0 kHz

원음을 3 분할하는 주파수(고역측)를 설정합니다.

콤프레서 은 스렛쇼르드(Threshold)와 레
시오(Ratio)의 설정에 의해, 자동적으로 최
적으로 되도록(듯이) 레벨을 보정합니다.
또, 어택(Attack)을 길쭉하게 하면(자) 비뚤
어지는 일이 있기 (위해)때문에, -6dB 의
여유를 갖게하고 있습니다(마진). 필요에 따
라서 mixer(Mixer)의 레벨을 조정해 주세요.

메모

리미터가 효과가 있어 시작하기 음량을 설정합니다.

Attack 0 ~ 100 ms

입력 레벨이 스렛쇼르드·레벨을 넘고 나서, 리미터

의 효과가 걸릴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Release 50 ~ 5000 ms

입력 레벨이 스렛쇼르드·레벨보다 내리고 나서, 리

미터가 효과가 없게 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
다.

Mixer(mixer)

주파수대역별로 음량을 조절합니다.

Lo Level -80 ~ +6 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의 저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Mid Level -80 ~ +6 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의 중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Hi Level -80 ~ +6 dB

콤프레서를 통과 이후의 고역의 음량을 설정합니다.

Output(아웃풋)

전체적인 출력에 관한 설정을 합니다.

Level -80 ~ +6 dB

리미터를 통과 이후의 전체체적인 음량을 설정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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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듬에 대해

MICRO BR 에는, 트랙 1 ~ 4 의 오디오·트랙 란 별

로, 리듬 전용의 트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녹음시의 가이드로서 리듬을 연주시키는 것은 물론, 
내장의 리듬을 송의 구성에 맞추어 늘어놓는 것으
로, 오리지날의 리듬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체는, 인트로용/버스용/필용/엔딩용으로 만들어
진 패턴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패턴의 종류는, 패턴
명의 말미의 캐릭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ICRO BR 의 리듬은, 크게 나누어 「패턴」과「어
레인지」라고 불리는 연주 데이터로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패턴/어레인지 란

패턴 란
밴드등으로 드럼을 연주할 때는, 통상, 1 소절~ 2 
소절 정도가 정해진 연주를 반복합니다.
이 반복의 기본이 되는 연주 데이터를,
MICRO BR 에서는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패턴의 예
4 박자의 리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연주를
반복하게 됩니다.

※ 패턴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써 바꿀 수
없습니다.

스네어·드럼

킥·드럼

패턴

~반복

(예)
• ROCK1-IN(인트로)
• ROCK1-V1(버스 1)
• ROCK1-F1(필 1)
• ROCK1-V2(버스 2)
• ROCK1-F2(필 2)
• ROCK1-E(엔딩)

■ IN(인트로)
인트로(전주)를 맡는 연주 패턴입니다.

■ V(버스) 1, 2
주가 되는 연주 패턴입니다. 1 이 기본 패턴, 2 가 1 
의 응용 패턴입니다.

■ F(필) 1, 2
프레이즈의 이은 곳 등에 넣는 장식적인 연주 패턴
입니다. 필 다음에 연주되는 패턴에 의해 1 또는 2 
를 선택합니다.

■ E(엔딩)
악곡의 마지막 부분을 맡는 연주 패턴입니다.



제4 장 리듬 사용하기

83

어레인지 란
패턴은 반복해 연주시키는 것으로, 메트로놈과 같
이 연습의 가이드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패턴만으로는 송의 최초부터 끝
까지 변화가 없는 리듬이 되어 버립니다.
음악적으로 변화가 붙은 송을 만드는 경우에는, 인
트로→코러스→녹→엔딩과 같이 늘어놓고 싶어지
는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개의 패턴을 연주순서에 늘어놓은 데
이터를 「어레인지」라고 부릅니다.

MICRO BR 에는 리듬을 연주시키는 모드로서 「패
턴·모드」 「어레인지·모드」의 2 가지 있습니다.

패턴·모드/어레인지·모드에 대해

■ pre-set·어레인지(P01 ~ P50)
본체에는, 미리 50 종류의 pre-set·어레인지(P01 ~ 

P50)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 pre-set·어레인지를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써

바꿀 수 없습니다.

pre-set·어레인지(Metro 4/4 를 제외한다)는,

E(엔딩)의 뒤로 BREAK(휴부)가 3 소절 있어, 계속
되어 V1(버스 1)를 반복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송·어레인지(S01 ~ S05)
1 개의 송에 대해, 어레인지의 설정을 5 개까지 기
억할 수가 있습니다.

「pre-set·어레인지 List」(P. 117)

자세하게는 「어레인지를 울림」(P. 90)을
읽어 주세요.

■ 패턴·모드

패턴을 연주시키기 위한 모드입니다. 선택한 패턴
이 송의 선두로부터 끝까지 반복해 연주됩니다. 곡
의 중간에 패턴을 자동적으로 바꾸기 것은 할 수 없
습니다.
패턴을 연주시키려면［TR2] 를 눌러, 패턴·모드로
합니다. 패턴·모드에서는 「PT:」라고 표시됩니다.

패턴·모드

■ 어레인지·모드

어레인지를 연주시키기 위한 모드입니다. 늘어놓은
패턴의 차례에 따라서 곡의 중간에 패턴이 바뀝니
다.
어레인지를 연주시키려면［TR2］를 눌러, 어레인
지·모드로 합니다. 어레인지·모드에서는 「AR:」

라고 표시됩니다.

어레인지·모드

리듬이 off 때는 어레인지·모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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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킷은, 어레인지/패턴 연주에 사용하는 여러가

지 리듬 악기의 소리를 1 개 세트로 한 것으로 본체
에는 9 종류 내장되고 있습니다.

드럼·킷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드럼의 음색(드럼·킷)을 바꾼다

1.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화면이 표시됩니다.

2. [TR3］(KIT)를 누릅니다.

3. VALUE ［-］［+］로 드럼·킷을 선택합니다.

• 선택한 드럼·킷은 전원을 끄거나 다른 송

을 선택하거나 하면 초기값(ROOM)의 드
럼·킷에 돌아옵니다.
다만, 송·어레인지를 작성했을 때는 송·어
레인지 마다 선택한 드럼·킷이 기억됩니

다.
• 패턴·모드로 드럼·킷을 바꾸기 경우 어레
인지·모드 에서 드럼·킷도 동시에 바뀝니

다.
• pre-set·어레인지로 선택한 드럼·킷은 일
시적으로 pre-set·어레인지로 사용하는
드럼·킷을 저장 하고 싶을 때는 일단
pre-set·어레인지를 송·어레인지에 카피
하고 나서 송·어레인지로 전환해 드럼·킷

을 변경해 주세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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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패턴을 선택해 반복 연주 시켜 봅시다. 인트로~엔딩의 흐름에 따라 패턴을 좋아하는 차례
로 나란해질 수 있었던 어레인지를 작성합니다.
어레인지는 최대 999 소절까지 작성하는 것이 가능
합니다. 또, 작성한 어레인지는 송·어레인지로서

저장 할 수가 있습니다.

패턴을 울림 오리지날 어레인지를 작성한다

1.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화면이 표시됩니다.

2. [TR2］를 눌러, 패턴·모드(PT)로 전환합니다.

PT: 라고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PT: 와 AR: 가 바뀝니다.

3. [TR1］를 눌러, 리듬을 on로 합니다.
RHYTHM 를 표시시킵니다. 리듬이 on가 됩니
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RHYTHM의 점등/소등
이 바뀝니다.

4. VALUE［-］［+］로, 연주시키고 싶은 패턴을
선택합니다.

5. [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를 누릅니다.
레코더의 재생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패턴이
연주됩니다.

플레이 화면에서 패턴의 템포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패턴 템포를 바꾼다

1. CURSOR［ ］［ ］로 커서를 템포 표시에 맞춥
니다.

2. VALUE［-］［+］로 템포를 조절합니다.
패턴의 연주 템포가 바뀝니다.

송·어레인지는 패턴 번호와 그 패턴이 무슨 소절

눈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지정한 스텝을 늘어놓
아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메모 스텝에 대해

그렇다고 하는 구성의 어레인지를 만들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스텝을 늘어놓게 됩니다.

긴 곡에서도 구성 단위로 나누어 스텝으로서 늘
어놓으면 적은 스텝수로 해결됩니다.
MICRO BR 에서는 최대 50 스텝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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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

1.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화면이 표시됩니다.

2. [TR1］를 눌러, 리듬을 on로 합니다.
RHYTHM 를 표시시킵니다. 리듬이 on가 됩니
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RHYTHM의 점등/소등
이 바뀝니다.

3. [TR2］를 눌러, 어레인지·모드(AR)로 전환합니

다.
AR: 라고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PT: 
와 AR: 가 바뀝니다.

3. [TR2]를 눌러 어레인지·모드(AR)로 전환한다.

AR: 라고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PT: 와 AR: 가 바뀝니다.

리듬 기능이 off 때는 어레인지·모드로 전환

할 수 없습니다.

메모

4. CURSOR ［◀］［▶］로 P(pre-set) 또는
S(송)에 커서를 맞추어 VALUE［-］［+］로
S(송)로 전환합니다.

5. CURSOR ［◀］［▶］로 송·어레인지 번호에

커서를 맞춥니다.

6. VALUE［-］［+］로, 작성하고 싶은 송·어레인

지 번호(S01 ~ S05)를 선택합니다.

※ pre-set·어레인지 번호(P01 ~ P50)를 선택

하면 이후의 조작은 할 수 없습니다.

7. ［TR4］(EDT)를 누릅니다.
송·어레인지의 에디트·모드가 됩니다.

8. [TR1］(STP)를 누릅니다.

9. CURSOR ［◀］［▶］와 VALUE［-］［+］
그리고, 패턴 번호를 선택합니다.
1 소절눈에 연주시키고 싶은 패턴을 선택
합니다.

스텝 번호 패턴 번호

템포 패턴·네임

시작 소절 패턴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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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 번호 2 이후에 다른 패턴을 늘어놓는 경우는, 
「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에
이어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시작 소절

현재의 스텝에서 선택되고 있는 패턴의 연주
를 시작하는 소절을 설정합니다.

패턴을 늘어놓는다

1. CURSOR ［◀］［▶］로 스텝 번호에 커서를
맞춥니다.

2. VALUE［-］［+］로, 스텝 번호를 2 로 설정합
니다.

3. CURSOR ［◀］［▶］로 패턴 번호에 커서를
맞춥니다.

4. VALUE［-］［+］로, 스텝 번호 2 로 사용하고
싶은 패턴 번호를 선택합니다.

5. CURSOR ［◀］［▶］로 시작 소절에 커서를
맞춥니다.

6. VALUE［-］［+］로, 선택한 패턴이 바뀌는 소
절을 설정합니다.

• 스텝 번호 1의 시작 소절은 반드시 001이 됩니

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앞 스텝 번호와 같은 소절이나 그 이전의 소절

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스텝 번호의 시작 소절을 넘어 설정할

수 없습니다.
• 플레이 화면에서 어레인지를 연주시켰을 때

어레인지의 끝까지 연주한 후는 최종 스텝 번
호로 설정 되어있는 패턴이 반복해 연주됩니다.

• 따라서, 최종 스텝 번호에 pre-set·패턴의

P327 BREAK(휴부)를 설정하면, 휴부가 반복
해 연주되어, 어레인지 연주가 멈춘 것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

그리고 현재 스텝 번호를 한개씩

앞/뒤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흰트

스텝 번호 2의 시작 소절을 007일 때
스텝 번호 1 스텝 번호 2

• 패턴 번호

패턴을 선택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스텝
마다 패턴을 설정 해 갑니다.

• 박자

현재 스텝에서 선택되고 있는 패턴의 박자를
표시합니다.

• 템포

현재 스텝에서 선택되고 있는 패턴을 연주시
킬 때의 템포를 설정합니다.
설정값: 25.0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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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스텝 번호에 신규의 스텝을 삽입합니다.

스텝을 삽입한다

1. 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 1 
~ 7 에 따라, 편집하고 싶은 송·어레인지를 설

정합니다.

2. CURSOR ［◀］［▶］와 VALUE［-］［+］로, 
스텝을 삽입하는 위치(스텝 번호)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스텝 번호의 내용을 삭제 합니다. 삭제 된
스텝 번호에는 뒤 스텝의 내용이 앞 채우고 됩니다.

스텝을 삭제 한다

1. 「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
1 ~ 7 에 따라, 편집하고 싶은 송·어레인지를

선택합니다.

2. CURSOR ［◀］［▶］와 VALUE［-］［+］로, 
삭제 하고 싶은 스텝(스텝 번호)을 선택합니다.

3. CURSOR［ ▶］를 몇번을 누릅니다.

4. [TR1］(INS)를 누릅니다.
「Insert!」라고 표시되어 현재의 스텝이 카피
되어 삽입됩니다.

삽입되는 스텝에 사용되는 패턴은 현재의 스
텝 번호로 선택되고 있는 패턴과 같은 것입니
다.
다른 패턴의 스텝을 삽입하고 싶을 때는, 스텝
삽입의 뒤에 패턴을 다시 선택해 주세요.

메모

3. CURSOR［ ▶］를 몇번을 누릅니다.

4. [TR2］(ERS)를 누릅니다.
「Erase!」라고 표시되어 선택하고 있던 스텝
번호의 내용이 삭제 됩니다.
※ 스텝 번호 1 만이 남았을 경우 그 이상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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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레인지에는 8 캐릭터까지 이름(어레인지·네임)

을 자유롭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에 이름을 붙인다

1. 「1 소절눈의 패턴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
1 ~ 6 에 따라 조작합니다.

2. ［TR2］(NAM)를 누릅니다.
네임 변경 화면이 표시됩니다.

3. CURSOR ［◀］［▶］와 VALUE［-］［+］로, 
캐릭터를 변경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빈 공간 흰색을 삽입
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
후의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3］(A/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대문자/소
문자를 바꾸기.

［TR4］(0! 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종류(숫자-
기호-알파벳)를 바꾸기.

※ pre-set·어레인지의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4 장 리듬 사용하기

90

좋아하는 어레인지를 선택해 연주 시켜 봅시다.

어레인지를 울림

1. [RHYTHM］를 누릅니다.
리듬 화면이 표시됩니다.

2. ［TR2］를 눌러, 어레인지·모드로 전환합니다.

AR: 라고 표시됩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PT: 
와 AR: 가 바뀝니다.

3. [TR1］를 눌러, 리듬을 on로 합니다.
RHYTHM 를 표시시킵니다. 리듬이 on가 됩니
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RHYTHM의 점등/소등
이 바뀝니다.

4. VALUE［-］［+］로, 연주시키고 싶은 송·어레

인지 번호(S01 ~ S05)를 선택합니다.

5. [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6. 를 누릅니다.
레코더의 재생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어레인
지가 연주됩니다.
※ 공장 출하시는 송·어레인지(S01 ~ S05)에는

P314 4/4 Metro 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패턴의 템포를 바꾼다」(P. 85)와 같은 조작으로
어레인지의 템포를 일시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의 템포를 바꾼다

pre-set·어레인지를 약간 변경해 좋아하는 어레인

지로 하고 싶은 경우나, 원래의 어레인지의 배리에
이션을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미리 송·어레인지로

서 카피 해 두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어레인지를 카피 하는/삭제 한다

1. 카피 하고 싶은 송·어레인지를 「1 소절눈의 패

턴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 1~ 6 에 따라
선택합니다.

2. ［TR3］(CPY)를 누릅니다.

COPY (카피)

3. VALUE［-］［+］로, 카피처의 송·어레인지 번

호를 선택합니다.

4. ［TR4］(EXE)를 누릅니다.
Copy S** → S** OK?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 ** 는 카피원 및 카피처의 어레인지 번호가

표시됩니다.

이후의 스텝을 모두 삭제 합니다.
스텝 1 은 삭제 되지 않고 남아, Metro(메트로놈)로
설정됩니다.

DELETE (삭제)

1. 지우고 싶은 송·어레인지를 「1 소절눈의 패턴

을 설정한다」(P. 86)의 순서 1 ~ 6에 따라 선
택합니다.

2. [TR4］(ERS)를 누릅니다.
Erase S** OK?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 ** 는 삭제되는 어레인지 번호가 표시됩니다.

3. [TR4］(YES)를 누릅니다.
어레인지가 삭제 됩니다.
※ pre-set·어레인지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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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는 인터넷 에서 음악 전달이나 휴대 오디오·플
레이어등에 자주(잘) 이용되는 오디오·파일의 형식

(포맷)입니다.
WAV 포맷으로 대표되는 비압축(리니어) 포맷의 오
디오·파일에 비해 데이터량이 큰폭으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파일명에 붙여지는 확장자(extension)는 「. MP3」
입니다. MICRO BR 는 이 MP3 포맷으로 스테레오
에서 녹음과 재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레인지를 울림

음악 전달 사이트는 인터넷상에 다수 있어, 또, 이
러한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악곡 파일
의 포맷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ICRO BR 는 재생할 수 있는 포맷이, 
MP3 와 WAV 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iTunes 나 SonicStage 를 통해서 다운로드되는 악
곡 파일의 포맷은, 통상은 MP3 포맷이 아닙니다.
iTunes 는 음악 전달 사이트 iTunes Music Store로
부터 통상은 AAC 포맷으로 악곡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또 SonicStage 는 음악 전달 사이트 Mora 로부터
통상은 ATRAC3 포맷 또는 MP3 포맷으로 악곡 파
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악곡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는, 그 포맷이 MP3 나
WAV 인 것을 충분히 확인해 주세요.

음악 전달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한 파일에
대해

MICRO BR 는 아래 오디오·포맷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MP3(확장자(extension). MP3)
• 44.1kHz
• 64kbps ~ 320kbps

WAV(확장자(extension). WAV)
• 44.1kHz
• 8 비트 또는 16 비트
• 모노랄 또는 스테레오
• 비압축 (리니어)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는 오디오·포맷
에 대해

• AIFF
• WMA
• AAC
• ATRAC
• Ogg Vorbis 등

MP3 나 WAV 파일 이외는 MICRO BR 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지 않는 오디오·

포맷에 대해

컴퓨터등으로 음악 CD 를 수중에 넣어, 오디오·파
일로 변환한 것을 MICROBR 로 들으려면 혼잡시에
MP3 또는 WAV 포맷으로 저장 해 주세요.

음악 CD 로부터 받아 넣은 오디오·파일의
취급에 대해

이 기기를 헤드폰, 앰프, 스피커와 조
합해 사용했을 경우, 설정 에 따라서
영구적인 난청에 걸리는 정도의 음량
이 됩니다. 큰 소리량으로, 장시간 사
용 하지 마세요.
만일, 청력 저하나 귀 울림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그만두고 전문의 의사에
상담해 주세요.

주의!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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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저작물(음악 작품, 영상 작품, 방송, 공연,

그 외)의 일부 또는 전체부를, 권리자에게 무단으

로 녹음해, 배포, 판매, 대여, 공연, 방송등을 실시

하는 것은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 본체는 컴퓨터와 USB 접속에 의해 오디오·파일

(MP3/WAV 형식)을 수중에 넣어 음악 제작이나

악기 연주의 연습 소재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체가 오로지 음악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

(자작곡등)의 녹음까지, 제약을 받는 것이 없게

설계 되어있는 유익입니다.

•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는 용도에

본체를 사용 하지 마세요. 당신이 본체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도 롤랜드 주식회사

및 보스 주식회사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개인이 즐기는 것(사적 사용)를 목적으로 하고 있

어도 카피·프로텍트등의 기술적 보호 수단을 회피

해 제3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제

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법률로 금

지되고 있습니다.

• 기술적 보호 수단이 베풀어지지 않은 복제에 관해

서는 종래 대로 사적 사용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

MICRO BR 는 멀티트랙·레코더로서 만이 아니고, 

MP3 모드에의 바꾸기에 의해, MP3/WAV 파일의

플레이어로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MP3 모드 은 아래의 조작 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대 999 곡을 저장/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리피트 기능으로 곡을 반복해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MP3/WAV 포맷의 파일로 프레이즈·트래이너를

사용하면 곡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

니다.

• 타임.스트레치 기능을 사용해 곡의 재생 속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 센터·캔슬 기능을 사용해 중앙에 Pan 하고 있는

소리를 지우는 것으로, 마이너스·원의 곡으로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 각 입력으로부터의 소리를, MP3/WAV 포맷으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MP3 모드에 대해

• MICRO BR 는 당신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

는 소재, 혹은 저작권 보유자로부터 복제가 허가

된 소재를 복제하기 위해서 설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 공개 되어있는 오디오·파일

등 제3자가 권리를 가지는 소재를 권리 보유자의

허가없이 복제하는 것은 스스로 즐기는 것을 목적

으로 한 사용(사적 사용) 시 이외, 저작권법 위반

이 되어 법적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권리 보유자의 허락을 얻는 방법 등의 자세한 것

은 저작권 전문가, 전문기관에 상담해 주십시오.

허락 조건에 대해

• PC로 작성한 MP3/WAV 파일을 MICRO BR

로 사용하려면 PC로부터 MICRO BR 에

MP3/WAV 파일을 전송 할 필요가 있습니다.

MP3/WAV 파일을 전송 하려면「 제6 장

USB 를 사용한다」(P. 100)을 읽어 주세요.

• 시판의 MP3 플레이어에게 부속품의 메모리·

카드를 MICRO BR 에 넣어도 그대로는 사용

하실 수 없습니다. MICRO BR 로 사용하시려

면 메모리·카드를 초기화(P. 115)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초기화를 하면 그 메모리·카드로 저장

되고 있던 데이터는 모두 없어집니다.

메모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를 누르면서 를
누릅니다.

를 눌러 있는 동안은
곡이 빨리 감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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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TRAINER］를 누르면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MP3 모드로 전환한다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2. CURSOR ［◀］［▶] 로 커서를 파일 번호에
맞추어 VALUE［-］［+］로 재생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4. 를 누릅니다.
재생이 스톱 합니다.
재생을 스톱 시킨 다음에 를 누르면
스톱 시점부터 재생이 start 합니다.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MP3/WAV 파일을 재생한다

3. 를 누릅니다.
오디오·파일의 재생이 start 합니다. 현재의 오
디오·파일의 재생이 끝나면 다음의 파일 재생이
start 합니다. 오디오·파일의 재생중 아래 조작

을 할 수가 있습니다.

• 파일 번호는 파일명순서(알파벳순서)에 나열

바꿀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 PC로 작성한 MP3/WAV 파일을 MICRO BR 

로 사용하려면, PC로부터 MICRO BR 에
MP3/WAV 파일을 전송 할 필요가 있습니다
(P. 101)

메모

동작 조작방법

빨리 감기

를 눌러 있는 동안은
되감기가 됩니다.

되감기

현재 곡의 선두
로 돌아온다

현재 곡의 말미
(끝)로 이동

VALUE［+]를 눌러 파일 번호
값을 늘리면, 다음 파일을 재생
합니다.

다음 파일을
재생

VALUE［-]를 눌러 파일 번호
값을 줄이면, 앞 파일을 재생
합니다.

앞 파일을
재생



리피트 구간(A-B)이 등록되어 설정한 A-B 구

간이 리피트 구간이 됩니다.

이 때 와 점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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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피트를 사용하면 곡의 지정된 일정 구간을 반복
해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2. 재생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CURSOR ［◀］［▶]로 커서를 파일 번호에
맞추어 VALUE［-］［+］로 파일을 선택합니
다.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곡을 반복해 재생시킨다(리피트)

• 리피트 시작 위치(A)와 종료 위치(B)의 간격

은 1 초보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작 위

치로부터 1 초 이내 위치에 종료 위치를 설정

할 수 없습니다.

※ 리피트 종료 위치(B)를 설정할 때, 리피트

의 시작 위치(A)보다 앞의 위치에서

를 누르면 그 위치에 리피트 시작 위치(A)

가 재설정됩니다.

메모

3. 리피트를 시작하고 싶은 위치(A)에서

를 누릅니다.

표시가 점멸해, 리피트 시작 위치(A)가

등록된 것을 나타냅니다.

4. 리피트를 종료하고 싶은 위치(B)에서
를 누릅니다.
MP3 화면이 표시됩니다.

반복한다

리피트
시작 위치(A)

리피트
종료 위치(B)

5. 를 누릅니다.
오디오·파일의 재생이 start 합니다.

6. 리피트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는 재차
를 누릅니다.
리피트의 등록이 삭제되고 표시가 사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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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나 WAV 포맷 파일을 사용해 연습을 할 경우에

는 프레이즈·트래이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생 스피드를 바꾸거나(타임.스트레치) 중

앙에 Pan 한 보컬이나 기타.솔로의 소리를 지우거

나(센터·캔슬) 해, 곡의 연습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MP3/WAV  파일을 연습에 사용한다
(프레이즈·트래이너)

타임.스트레치의 설정을100% 이외로 사용하면
재생되는 음질이 저하합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통상 속도로 곡을 듣는
경우는100%으로 설정해 주세요.

메모

피치를 바꾸는 일 없이, 재생 속도를 바꿀 수가 있
습니다.

재생 스피드를 바꾼다(타임.스트레치)

2. CURSOR ［◀］［▶]로 커서를 파일 번호에
맞추어 VALUE［-］［+］로 파일을 선택합니
다.

3. 를 누릅니다.
오디오·파일의 재생이 start 합니다.

4. CURSOR ［◀］［▶] 로 커서를 재생
속도의 표시에 맞추어 VALUE［-］［+］로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접속한 기타등으로 곡에 맞추어 연주해 봅시다.

설정값：25 ~ 200%
100%(초기값)로 마가모토 이래의 재생 속
도,50%로 반,25% 로1/4 이 됩니다. 또 200% 
에서는 통상 2 배속이 됩니다.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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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 녹음된 음성에 따라서 완전하게 지울 수가 없

는 경우가 있습니다.
• 중앙 이외로 재생 되어있는 음성을 지우고 싶

은 경우는 CenterAdjst 파라미터로 조절합니다.
• 재생되는 소리는 모노랄이 됩니다.

메모

중앙에서 울고 있는 소리(보컬이나 기타.솔로등)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백에 맞추어 연습하고 싶은 경
우에 편리합니다..

중앙의 소리를 지운다 (센터·캔슬)

3. 를 누릅니다.
오디오·파일의 재생이 start 합니다.

4. CURSOR［▶］로 CENTER CANCEL를 표시
시킵니다.

8. 저역의 소리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CURSOR
［▶］로 Low Boost 를 표시시켜,
VALUE［-］［+］로 강조의 정도를 조절합니
다.

2. 재생하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5. [TR1］를 눌러, 표시를 ON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울고 있는 소리(보컬이나 기타.솔로등)
가 사라집니다.
접속한 기타등으로, 곡에 맞추어 연주해 봅시다.
이 때,［TR1］를 누를 때마다 센터·캔슬의 ON 

와 OFF 가 바뀝니다.

6. [TR4］(EDT)를 누릅니다.
CenterAdjst 화면이 표시됩니다.

7. 중앙의 소리가 생각같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는
지우고 싶은 소리가 작아지도록 VALUE［-］
［+］로 미조정합니다.
설정값：L10 ~ C00 ~ R10

설정값：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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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MP3/WAV 파일이 저장 될 때, 자동적으로 아래
와 같은 파일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BR_001.MP3
:
BR_999.MP3

BR_ 에 연번과 확장자(extension). MP3(또는. 
WAV)를 붙인 것이 파일명이 됩니다.
파일명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순서 3 으로 [TR4］
(NAM)를 누릅니다.
파일명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메모

각 입력으로부터의 소리를 직접 MP3 나 WAV 포맷
으로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MP3/WAV 로 녹음한다

3. 를 누릅니다.
Type: 가 표시됩니다.

4. VALUE［-］［+］로 Type(녹음 포맷)를 설정
합니다.

2. 「입력하는 악기를 선택한다」(P. 39)에 따라, 
입력을 선택합니다.

• WAV 포맷은 44.1 kHz, 16 비트로 녹음됩니다.
• 음성은 MP3, WAV 함께 스테레오로 녹음된다.
• MP3 모드 때는 Reverb Send 파라미터는

무효가 됩니다(리버브는 사용할 수 없다).
• 내장 마이크로 녹음시에 버튼 조작을 하면

조작음(카치카치음)이 녹음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닙니다.

메모

Type 설명

MP3 64kbps
음질은 떨어집니다만 적은 데이
터량으로 MP3 포맷에서 장시간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MP3 128kbps
표준적인 음질로 MP3 포맷의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MP3 192kbps
데이터량은 넉넉하게 됩니다만, 
음질 저하를 억제한 MP3 포맷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WAV WAV 포맷으로 녹음합니다.

파일명에 대해

만약, 만들어지는 파일명이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는 Overwrite?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5. 를 누릅니다.
녹음이 start 합니다.

6. 를 누릅니다.
녹음이 스탑 합니다. 녹음된 데이터는, MP3 폴
더안에 저장 됩니다.

녹음 시간에 대해

메모리·
카드
용량

MP3

64 kbps 128kbps
WAV

192kbps

약 65 분 약 32 분 약 21 분32 MB 약 2 분

약 131 분 약 65 분 약 43 분64 MB 약 5 분

약 265 분 약 132 분 약88 분128 MB 약 12 분

약 531 분 약 265 분 약 177 분256 MB 약 24 분

약 1065 분 약 532 분 약 355 분512 MB 약 48 분

약 2081 분 약 1040 분 약 693 분32 MB 약 94 분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MP3 폴더안에 저장 되어있는 MP3 파일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MP3/WAV 의 파일을 삭제 한다

3. [TR1］(SNG)를 눌러［TR3］(ERS)를 누릅니
다.
「Ers?」라고 표시됩니다.

2. [UTILITY］를 누릅니다.
MP3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MP3/WAV 의 파일명을 변경한다

3. UTILITY］를 누릅니다.
MP3 UTILITY 화면이 표시됩니다.

2. 파일명을 변경하고 싶은 MP3/WAV 파일을
VALUE［-］［+］로 선택합니다.
CURSOR ［◀］［▶]로 커서를 파일·넘버에

맞추어 VALUE［-］［+］로 넘버를 선택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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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하고 싶은 파일을 VALUE［-］［+］로 선
택합니다.

5.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라고 표시됩니다.

6. 삭제해도 괜찮다면［TR4］(YES), 중지하고 싶
을 때는［EXIT］(또는［UTILITY］)를 누릅니다.

7. [UTILITY］, 또는［EXIT］를 몇번을 눌러 MP3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4. [TR1](SNG)를 눌러［TR2(NAM)를 누릅니다.
파일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5. CURSOR ［◀］［▶]로 변경하고 싶은 캐릭터
에 커서를 맞춥니다.

6. VALUE［-］［+］로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EXIT］를 몇번을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
갑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언더 스코아(_)를
삽입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4］(0! 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종류(숫자
-기호-알파벳)를 바꾸기.



1. MP3/TRAINER］를 누릅니다.
MP3 모드가 되어, 디스플레이에 가
표시됩니다(MP3 화면).

제5 장 MP3 플레이어로서 사용하기

현재 선택 되어있는 MP3(또는 WAV) 파일의 정보
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MP3/WAV 의 정보를 표시한다

3. [TR1］(SNG)를 눌러 [TR3］(ERS)를 누릅니다.
「Ers?」라고 표시됩니다.

2.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합니다.
CURSOR ［◀］［▶] 로 커서를 파일·넘버에

맞추어 VALUE［-］［+]로 넘버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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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1］(SNG)를 눌러［TR1］(INF)를 누릅니다.
파일명, 비트·레이트가 표시됩니다.

5. CURSOR［▶］를 누릅니다.
파일·사이즈, 메모리·카드의 나머지 용량이

표시됩니다.

6. [UTILITY］ 또는［EXIT]를 몇번을 눌러 MP3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Unsupported>> 하지만 표시되었을 때는
파일의 형식이 불명합니다.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지 않는 오디오·포맷에 대해」

(P. 91)을 읽어 주세요.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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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SUB 사용하기

MICRO BR 는 USB 단자를 장비 하고 있어, 직접 PC
와 접속하는 것에 의해 아래의 조작 을 할 수가 있습
니다.

• MP3/WAV 파일의 교환

PC상이나 MICRO BR 로 작성한 MP3/WAV 파일
을 쌍방향으로 전송 합니다.

• 백 업
MICRO BR 의 송·데이터를 PC에 저장 합니다.

• Recover
PC상에 저장 한 송·데이터를 MICRO BR 본체에

되돌립니다.

USB 를 사용하는 전에 (개요)

USB 를 사용해 할 수 있는 것

Windows
Windows Me / 2000 / XP

Macintosh
Mac OS 9.1.x / 9.2.x
Mac OS X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OS 표준 것을 사용해 MICRO BR와 PC
의 USB 접속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스톨 됩니다.

유니버설·시리얼·버스의 약어로, 컴퓨터에 다

양한 주변기기를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입니다.
USB 를 사용하면, USB 케이블 1 개로 다양
한 주변기기를 접속할 수가 있어 고속으로 데
이터를 전송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원을 넣은채로 주변기기의 접속과 절단
이 생겨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그것을 인식합
니다. (주변기기야는은, 설정등의 작업이 필
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USB 란

■ 대응 OS

ROLAND 폴더안에 저장 되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송 연주나 MICROBR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ROLAND 폴더안의 파일을 지우거나 변경하
거나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 백업이나 recover를 할 때는 ROLAND 폴
더마다 카피를 해 주세요.

중요한 안내주의!

MICRO BR 의 USB는 리얼타임 음성신호나
MIDI 메세지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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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SUB 사용하기

PC의 USB 콘넥터와 MICRO BR 의 USB 콘넥터(미

니 B 타입)를 USB 케이블을 사용해 접속합니다.

※ MICRO BR 에 접속하는 측의 USB 콘넥터 형상은

「미니 B 타입」입니다. 컴퓨터·샵등에 구입 때는

콘넥터 형상이나 사양을 잘 확인 후 구입해

주세요.

PC와의 접속

MP3 폴더
MP3 모드로 사용하는 MP3 나 WAV 파일을 두는 폴
더입니다.
PC로부터 이 폴더에 MP3/WAV 파일을 두면(자) 
MICRO BR 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MICRO BR 로 작성한 MP3/WAV 파일을 여기로
부터 PC에 꺼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카드의 데이터 구성

MP3 폴더
MP3 모드로 사용하는 MP3 나 WAV 파일을 두는 폴
더입니다.
PC로부터 이 폴더에 MP3/WAV 파일을 두면 MICRO 
BR 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MICRO BR 로 작성한 MP3/WAV 파일을 여기로
부터 PC에 꺼낼 수가 있습니다.

ROLAND 폴더
MICRO BR 로 사용하는 송·데이터나 각종 설정이 저

장 되고 있습니다.
송·데이터를 백 업 하거나 BR-900 CD나 BR-600 와
쌍방향으로 송·데이터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 폴더를

카피 합니다.

• MP3/WAV 파일은 MP3 폴더안에 저장 해 주세요.

그 이외 폴더에 둔 MP3/WAV 파일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 MP3 폴더를 삭제 하지 마세요.

MICRO BR 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MICRO BR 가 대응하고 있지 않는 파일을 MP3

폴더에 저장하지 마세요.
• 송내의 트랙·데이터를 MP3/WAV 파일로 해 PC
에 꺼내려면 트랙·데이터를 오디오·파일로 변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트랙·데이터와 오디오·파일의 상호

변환을 한다」(P. 112)를 읽어 주세요.

메모

컴퓨터 USB 
콘넥터에

USB 케이블

(미니 B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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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SUB 사용하기

MICRO BR 와 PC를 USB 로 접속하면 (P. 103, P. 
106), MICRO_BR 아이콘이 PC상에 표시됩니다.
Windows 의 경우 OS 에 따라서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 :)에는 드라이브 이름이 표시됩니다.

메모리·카드로 저장 된 폴더나 파일을

확인한다
• MICRO BR는 롱·파일·네임에 대응하고 있지 않

으면, 파일명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파일명은 확장자(extension)를 제외한 8 캐릭터
이내에서 붙여 주세요.

(예)
123 MUSIC.MP3 (8 캐릭터)
HELLO.WAV (5 캐릭터)

메모

메모리·카드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
을 더블·클릭합니다.

그러자면 MP3 폴더와 ROLAND 폴더가 표시됩니다.
MP3 파일이나 WAV 파일은 MP3 폴더안에 저장 해
주세요.

• MICRO BR 는 2 바이트 캐릭터(전체각)의 파일

명에 대응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래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 Z
0 ~ 9
!  # $ % & ' ( ) - ^ ` @ { } _

백 업 되는 송·데이터의 종류는 아래의 대로입니다.
• 녹음 데이터
• mixer 상태(레벨, Pan 등)
• 인서트·이펙트의 송·패치
• 마스터링·툴·킷의 송·패치
• 송·어레인지
• 리버브·파라미터
• 유틸리티(MasterLevel 파라미터, PlugInPower 

파라미터)
• 인풋·센스·파라미터
• MP3 모드

백 업 되는 데이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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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를 접속하고 있을 때는 아래의 조작을 하지 마
세요. 컴퓨터가 응답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일이 있
습니다. 또, 메모리·카드내의 데이터가 망가질 가능

성이 있습니다.
• USB 케이블을 뽑는다
• 메모리·카드를 꺼낸다
• 컴퓨터의 중지(스탠바이), 휴지(하이버네이션), 

재기동, 종료
• MICRO BR 의 전원을 끈다.

이러한 조작을 하기 앞서 USB 접속을 해제(P. 105,
P. 108) 해 주세요.

USB 사용시 주의

Windows XP/2000 를 사용의 경우는, 아래
의 몇개의 유저명으로 Windows 에 로그 온
해 주세요.

• Administrator등의 Administrators 그룹

에 속하는 유저명
• 어카운트의 종류가 컴퓨터 관리자인

유저명
이상으로 해당하지 않는 유저명 은 정확하게
USB 접속을 종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십시오.

Windows XP/2000 사용의 경우주의!

제6 장 SUB 사용하기

※ 아래 조작은 레코더를 정지시킨 상태로 해 주세
요.

Windows 의 경우

MP3/WAV 파일을 교환하기

2. 마이 컴퓨터를 더블·클릭합니다.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 :)에는 드라이브 이름이 표시됩니다.

1. PC와 MICRO BR를 USB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PC와의 통신이 시작되면 MICRO BR에 「USB 
connecting..」메세지가 표시됩니다.
그 후, PC측이 접속을 인식하면 MICRO BR 에
는「USBidling...」메세지가 표시됩니다.

3.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MICRO BR(메모리·카드)의 루트·폴더(P. 101)

가 표시됩니다.

4. 다음 순서에 따라 오디오·파일을 교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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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SUB 사용하기

※ 아래 조작은 레코더를 정지시킨 상태로 해
주세요.

MICRO BR 의 송·데이터를 백 업/recover 

한다

1. PC와 MICRO BR를 USB 케이블로 접속합니다.
PC와의 통신이 시작되면 MICRO BR에 「USB 
connecting..」메세지가 표시됩니다. 그 후, 
PC측이 접속을 인식하면
MICRO BR 에는, 「USBidling...」메세지가
표시됩니다.

PC로부터 MICRO BR에 MP3/WAV 파일을 카피한다

1. PC상의 MP3/WAV 파일을 MICRO BR 의 MP3 
폴더에 카피(드래그& 드롭) 합니다.
PC로부터 오디오·파일이 카피 됩니다.

2. 카피가 끝나, MICRO BR 에「USBidling...」라
고 표시되면 「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P. 
105)에 따라 USB 접속을 종료시킵니다.

MICRO BR로부터 PC에 MP3/WAV 파일을 카피한다

1.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 안의 MP3 폴더를 더블·클릭합니다.
MP3 폴더에 저장 되어있는 오디오·파일이 표시

됩니다.

2. MP3 폴더중에서, 카피 하고 싶은 오디오·파일

을 PC상의 임의의 폴더에 카피(드래그& 드롭) 
합니다.

3. 카피가 끝나 MICRO BR에 「USBidling...」라
고 표시되면「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P. 
105)에 따라, USB 접속을 종료시킵니다.

MICRO BR 에서 MP3/WAV 재생의 곡순은 파일명
(숫자·알파벳) 순서입니다.

곡순을 변경하려면 , 숫자나 알파벳순서가 되도록
파일명을 고쳐 써 주세요.

메모 파일명과 곡순

파일 곡순

123MUSIC.MP3 1

AMAZING.MP3 2

BIGDANCE.MP3 3

HELLO.WAV 4

: : 2. 마이 컴퓨터를 더블·클릭합니다.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 (? :)에는 드라이브 이름이 표시됩니다.

3.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MICRO BR(메모리·카드)의 루트·폴더(P. 101)

이 표시됩니다.

4. 다음 순서에 따라 백업 또는 recover를 실행
합니다.



1. ROLAND 폴더를, PC상의 임의의 폴더에 카피
(드래그& 드롭) 합니다.
백업용 폴더로서 신규 폴더를 작성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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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XP 의 경우

PC와의 접속을 해제하기

1. 마이 컴퓨터의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
디스크(? ：)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 「꺼내」
를 실행합니다.
※ (? :)에는 드라이브 이름이 표시됩니다.

1. ROLAND 폴더를, PC상의 임의의 폴더에 카피
(드래그& 드롭) 합니다.
백업용 폴더로서 신규 폴더를 작성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2. 카피가 끝나, MICRO BR 에 「USBidling...」라
고 표시되면「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P. 
105)에 따라 USB 접속을 종료시킵니다.

백 업을 하는 경우

2. PC상의 ROLAND 폴더를 MICRO_BR 아이콘에
카피(드래그& 드롭) 합니다.

Recover를 하는 경우

1.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디스크(? ：)」
아이콘) 안의 ROLAND 폴더를 삭제합니다.

3. 카피가 끝나, MICRO BR에「USBidling...」라
고 표시되면「PC와의 접속을 해제한다」(P. 
105)에 따라 USB 접속을 종료시킵니다.

MICRO BR 상의 ROLAND 폴더를 삭제하면
MICRO BR 에 저장 되어있는 송·데이터의

모든 것이 삭제됩니다.

주의!

ROLAND 폴더안에 저장 되어있는 파일이나
폴더는, 송의 연주나 MICROBR 의 시스템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ROLAND 폴더안의 파일을 지우거나 변경하
거나 하면(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게 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의 백 업이나 recover를 할 때는, ROLAND 
폴더마다 카피를 해 주세요.

ROLAND 폴더내의 파일이나 폴더에
대해주의!

2. OK to disconnect 가 표시되면 USB 케이블을
뽑습니다.

「꺼내」가 할 수 없었던 경우

1. PC상의 모든 윈도우를 닫습니다..

2. task tray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3. 드라이브의 정지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클릭합
니다.

4. 「하드웨어의 떼어내」다이얼로그를 닫습니다..
USB 접속을 종료하면 MICRO BR 에는「OK to 
disconnect」메세지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로, USB 케이블을 MICRO BR와 PC로부
터 안전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5. USB 케이블을 MICRO BR와 PC로부터 뽑습니
다.잠시 후에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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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osh 의 경우Windows 2000/Me 의 경우

1. 마이 컴퓨터의 MICRO_BR 아이콘(또는 이동식
디스크(? ：)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해 「꺼내」
를 실행합니다.

생략 P.106 ~ 106까지

생략 P.106 ~ 10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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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BR 는 BR-900 CD, BR-600(아래, BR-
900CD/600 로 합니다. )의 송 레코딩·데이터에 대해

서 데이터 호환성이 있습니다.
다만, MICRO BR 와 BR-900CD/600 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트랙수가 다르기 때문에 MICRO BR 는 BR-
900CD/600 로 작성한 데이터의 1 ~ 4 트랙만을 취
급할 수가 있어 5 ~ 8 트랙의 데이터는 무시됩니다.
또, 이펙트 설정과 리듬 설정은 MICROBR 와 BR-
900CD/600 와의 사이에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설정
은 무시됩니다.

BR-900CD/600 의 송·데이터 호환성에
대해

1. 미리, BR-900CD 의 송·데이터(ROLAND 폴더)

를 PC에 백 업 해 둡니다.
백 업의 방법은, BR-900CD 의 취급 설명서
「 제7 장 USB 를 사용한다」를 읽어 주세요.

2. USB 를 사용해 MICRO BR와 PC를 접속합니다.
(MICRO BR 취급 설명서 P. 103, P. 106)

아래 BR-900CD 의 송·데이터를 MICRO BR 에 카피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MICRO BR 와 BR-900CD/600 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 때문에 MICRO BR 와 BR-900CD/600 와의 사이
에 송·데이터를 교환하려면 PC를 사용해 메모리·카
드로부터 한편 메모리·카드에 송·데이터(ROLAND 폴

더)를 카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Windows 를 사용의 경우는 마이 컴퓨터를 더블
클릭 해 그 중의 MICRO_BR 아이콘을 더블·클

릭합니다.
Macintosh 를 사용의 경우는 데스크탑상의
MICRO_BR 아이콘을 더블·클릭합니다.

4. MICRO_BR 안의 ROLAND 폴더를 삭제합니다.

5. PC상에 백 업 한 ROLAND 폴더를 MICRO_BR 
아이콘안에 카피(드래그& 드롭) 합니다.
BR-900CD 의 송·데이터가 MICRO BR에 카피

됩니다.
(MICRO BR 취급 설명서 P. 105, P. 108)

6. USB 접속을 해제합니다.
(MICRO BR 취급 설명서 P. 105, P. 108)

MICRO_BR 안의 ROLAND 폴더를 삭제하면
MICRO BR 의 메모리·카드로 저장 되어있는
모든 송·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주의!

ROLAND 폴더의 취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메
모리·카드의 데이터 구성」(P. 101)을 읽어 주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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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의 설치 장소 에 따라서, 디스플레이의 표시가
보기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 때는, 다음의 조작으로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주세요.

디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를 조절한다

MICRO BR 는 크로매틱·튜너 기능을 내장하고 있습

니다.
튜너 기능으로 기타나 베이스·기타의 튜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타를 튜닝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합니다.

※ 튜너 사용시에는 재생이나 녹음을 할 수 없습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2. CURSOR ［◀］［▶］를 눌러 LCDContrast 
를 표시시킵니다.

3. VALUE［-］［+］를 누릅니다.
설정값：1 ~ 20(공장 출하시:12)

4. [UTILITY］(또는［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UTILITY］를 누르면서 VALUE［ -］［+］
를 누르면,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
다. 상황에 따라 구분해 주세요.

흰트

악기의 튜닝을 한다(튜너)

최초로 다음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GUITAR IN 잭에, 기타가 접속 되어있다
• 입력 소스로서 「GTR」가 선택되고 있다

(P. 39)
• Sns 파라미터가 OVER 아이콘이 점등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크게 조절 되어있다(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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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피치를 디스플레이의 상단에, 음명을 우측
으로 표시합니다. 아래 쪽에는 튜닝·가이드를

표시합니다.
정확한 소리의 높이로부터의 엇갈림이± 50 센
트 이내의 경우는, 튜닝·가이드에 엇갈림의 크
기가 표시됩니다.

1. [EFFECTS］를 누르면서［RHYTHM］를 눌러, 
튜너 화면을 표시시킵니다.

5. 튜닝·가이드를 보면서, 가 중앙의 양측의 위치

가 되도록(듯이) 튜닝 합니다.
정확한 소리의 높이로부터의 엇갈림이± 50 센
트 이내의 경우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튜닝·가

이드로 표시음과의 엇갈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
니다.

표시음보다 높을 때

튜닝 하기

튜닝중의 소리를 출력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VOLUME 다이얼로 음량을 내려 주세요.

메모

2. 기준 피치를 맞춥니다.
VALUE［-］［+］를 누르면, 기준 피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준 피치는 435~ 445Hz 의 범
위를 1Hz 단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 튜너 화면으로부터, 다른 화면(플레이 화면을
제외하다)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송을 만들었을 때는 440 Hz(피아노
건반 중앙의 라)로 설정됩니다.

메모

3. 튜닝 하는 현을 개방의 단음으로 연주합니다.
연주한 현의 피치에 가까운 음명이 디스플레이
에 표시됩니다.

4. 튜닝 하고 있는 현의 음명이 디스플레이에 표시
되도록 튜닝 합니다.

※ 튜닝 하는 현만을 단음으로 정확하게 연주해
주세요.

일반적인 튜닝

표시음과 같은 풀어

표시음보다 낮을 때

6. 3 ~ 5 의 조작을 반복해 모든 현을 튜닝 합니다.

7. 튜너를 off 로 할 때는,［EXIT］를 누릅니다.

암이 붙은 기타를 튜닝 하는 경우는, 한 개의
현을 연주하면 다른 현이 어긋나는 일이 있습
니다. 처음 음명이 표시되는 정도에 맞추고
그 후, 각 현을 몇번이나 튜닝 다시 하도록 해
주세요.

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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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모드인 것을 확인해(P. 42),［UTILITY］를
누릅니다.
MP3 모드 때는,［MP3/TRAINER］를 눌러 통
상 모드로 전환하고 나서［UTILITY］를 누릅니
다.

5. CURSOR［◀］［▶］ 와 VALUE［-］［+］
그리고, 익스포트 하고 싶은 트랙을 선택합니다.
설정값 : TR1-V1 ~ V8, TR2-V1 ~ V8,

..., TR34V1 ~ V8

트랙·데이터와 오디오·파일의 상호 변환을
한다

익스포트 할 수 있는 오디오·파일의 형식은

● WAV 포맷
• 샘플링 주파수 44.1kHz
• 16 비트

● MP3 포맷
• 샘플링 주파수 44.1kHz
• 비트·레이트 64, 128, 192 kbps입니다.

메모

트랙·데이터를 오디오·파일(MP3/WAV 형식)로 변환
하거나 오디오·파일을 트랙·데이터로서 활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트랙·데이터를 오디오·파일로 변환한다
(트랙·익스포트)

현재의 송의 트랙·데이터를 오디오·파일(MP3/WAV 

의 각 형식)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2. [TR2］(TRK)를 누릅니다.

3. CURSOR［▶］를 누릅니다.

4. [TR2］(EXP)를 누릅니다.
익스포트의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TR1 ~ 4 를 선택하면 모노랄로 익스포트 되어
TR12, TR34 를 선택하면 스테레오로 익스포트
됩니다.
예를 들면 TR12 를 익스포트 하는 경우, TR1 
가 왼쪽 채널, TR2 가 오른쪽 채널의 스테레오·

오디오·파일로서 익스포트 됩니다.

메모

6. [TR4］(NEXT)를 누릅니다.
익스포트의 파일·타입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7. 익스포트 되는 파일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는
[TR3］(NAM)를 누릅니다.
CURSOR ［◀］［▶］ 와 VALUE［-］［+］
로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캐릭터의 편집중에는 다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버튼 기능

[TR1］(INS)
커서 위치에 언더 스코아(_)를
삽입합니다.

[TR2］(DEL)
커서 위치의 캐릭터를 삭제해, 
그 이후 캐릭터를 왼쪽으로 채웁니다.

[TR4］(0! A)
커서 위치의 캐릭터의 종류
(숫자-기호-알파벳)를 바꾸기.

8. VALUE［-］［+］로 변환하고 싶은 파일의
종류를 Type 로 설정합니다.

이름의 변경을 끝내면 [EXIT］를 누릅니다.

파일 종류는 MP3 또는 WAV 를 선택할 수 있습
니다.
설정값： MP3 64kbps, MP3 128kbps,

MP3 192kbps, W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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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WAV 파일이 저장 될 때 자동적으로 아래
같은 파일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T1_V1_01.MP3
T34V8_99.WAV

소스가 된 트랙, V 트랙 번호와 연번을 붙여 이
것에 확장자(extension). MP3(또는. WAV)를
붙인 것이 파일명이 됩니다.
만약, 만들어지는 파일명이 이전에 존재하는
경우는 Overwrite?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메모

9. [TR4］(EXE)를 누릅니다.
「********. *** OK?」메세지가 표시됩니다.
※ ********. *** 는 변환되는 파일명과 확장자
(extension)가 표시됩니다.

오디오·파일(MP3/WAV 의 각 형식)을 트랙·데이터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파일을 트랙·데이터로 변환한다
(트랙·임포트)

1. 통상 모드인 것을 확인해(P. 42) [UTILITY］를
누릅니다.
MP3 모드 때는［MP3/TRAINER］를 눌러 통상
모드로 전환하고 나서［UTILITY］를 누릅니다.

10. 변환을 실행하는 경우는［TR4］(YES)를 중지
하는 경우는［EXIT］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트랙·데이터가 MP3 또

는 WAV 에 변환됩니다.
변환된 오디오·파일은 MP3 폴더에 저장 됩니다

(P. 101)

파일명에 대해

2. [TR2］(TRK)를 누릅니다.

3. CURSOR［▶］를 누릅니다.

4. [TR1］(IMP)를 누릅니다.

5. VALUE［-］［+］로 트랙·데이터로 변환하고
싶은 오디오·파일을 선택합니다.

임포트 할 수 있는 오디오·파일의 포맷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외의 포맷의 오디오·파일은 임

포트 할 수 없습니다.
● WAV 포맷

• 샘플링 주파수 44.1kHz
• 8 비트 또는 16 비트
• 모노랄 또는 스테레오
• 비압축(리니어)

● MP3 포맷
• 샘플링 주파수 44.1kHz
• 비트·레이트 64, 96, 128, 160, 192, 224,

256, 320 kbps, 또는 VBR

메모

• 임포트 하는 파일의 확장자(extension)는,

WAV 파일 「. WAV」
MP3 파일 「. MP3」
로서 주세요.

• 시간의 짧은 오디오·파일( 약 1 초 미만)은

임포트 할 수 없습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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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1 ~ 4 를 선택하면(자) 모노랄로 임포트 되
어 TR12, TR34 를 선택하면(자) 스테레오로
임포트 됩니다.
예를 들면 TR12 를 선택하면(자), 오디오·파일

의 왼쪽 채널이 TR1 에, 오른쪽 채널이 TR2 
에 임포트 됩니다.
임포트 후, 이 트랙을 스테레오로 시청하려면
TR1 의 Pan를 L50, TR2 의 Pan를 R50 로 설
정합니다(P. 44).

메모

6. [TR4］(NEXT)를 누릅니다.
임포트의 설정 화면이 표시됩니다.

LINE IN/MIC 잭에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콘덴서·마

이크(P. 18)을 접속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콘덴서·마이크를 사용할 때는, 

아래 조작을 합니다.

플러그 인·파워 대응 마이크를 사용한다

7. CURSOR ［◀］［▶］와 VALUE［-］［+］로, 
임포트처의 트랙을 설정합니다.
오디오·데이터를 어느 트랙에 기록 하는지를

선택합니다.
설정값： TR1-V1 ~ V8, TR2-V1 ~ V8,

..., TR34V1 ~ V8

8. [TR1］(TIM) 또는［TR2］(MEA)를 누릅니다.
지정한 트랙의 어느 시각에 임포트 하는지를
지정합니다.
시각 지정을 할 때는［TR1］(TIM)를, 소절 지
정을 할 때는［TR2］(MEA)를 누릅니다.

9. CURSOR ［◀］［▶］ 와 VALUE［-］［+］
로, 임포트 하고 싶은 시각 또는 소절을 지정합
니다.

10. [TR4］(NEXT)를 누릅니다.
「Import OK?」메세지가 표시됩니다.

11. 변환을 실행하는 경우는［TR4］(YES)를 중지
하는 경우는［EXIT］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오디오·데이터가 트랙·

데이터에 변환됩니다.

1.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콘덴서·마이크를 LINE 

IN/MIC 잭에 접속합니다.

2. 「전원을 넣는다」(P. 24)를 참고로 해, MICRO 
BR 의 전원을 on로 합니다.

3. [INPUT］를 눌러［TR4］(EXT)를 누릅니다.

4. [UTILITY］를 누릅니다.

5. CURSOR ［◀］［▶］를 눌러 PlugInPower 
를 표시시킵니다.

6. VALUE［+］를 눌러 ON으로 합니다.
OFF로 하고 싶을 때는 VALUE［-］를 누릅니
다.

7. [UTILITY］(또는［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 LINE IN/MIC 잭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압은

대략 2.5V 입니다. 팬텀 전원이란 달라 48V
는 공급할 수 없습니다.

• PlugInPower 를 ON으로 설정해 있을 때는
플러그 인·파워 대응의 콘덴서·마이크만을

접속해 주세요.
그 이외 기기(다이나믹·마이크등)를 접속하

면 그 기기가 파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

PlugInPower 의 설정은 송 마다 저장 됩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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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파라미터에 기억하고 있는 값을 모두 공장 출하
시 상태로 합니다.
• 시스템의 설정
• 이펙트(유저·패치)

MICRO BR 설정을 초기화한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1. 「전원을 끈다」(P. 24)에 따라 MICRO BR 의
전원을 끊습니다.

• 이니셜라이즈를 하면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없어집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 본체 부속품 메모리·카드를 이니셜라이즈 하
면 데모·송이 없어집니다.

• 메모리·카드 빼고 꽂기는 반드시 본체 전원을

끈 상태로 해 주세요. 전원을 넣은 채로 실시
하면 메모리·카드의 데이터가 망가지거나,
또는 메모리·카드가 사용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메모리·카드 용량에 따라서 몇분 정도의 시간

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장이 아
닙니다. 이니셜라이즈가 끝날 때까지 전원을
끄지 말아 주세요.

• 「Keep power on!」라고 표시 되어있을 때는
절대로 메모리·카드를 뽑거나 전원을 끄거나
하지 마세요. 메모리·카드 데이터가 망가진다,

또는 카드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

SD 메모리 카드를 초기화(이니셜라이즈)
한다

2. [TR4］(INI)를 누릅니다.
Card Initialize?  메세지가 표시됩니다.

3. 초기화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할
때는［EXIT］또는［UTILITY］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Are you sure? 메세지
가 표시됩니다.

4. 초기화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할
때는［EXIT］또는［UTILITY］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메모리·카드가 이니셜

라이즈 됩니다. 이니셜라이즈가 종료하면
「Keep power on!  Songcreating...」라고
표시되어 자동적으로 새로운 송(데이터·타입은

HiFi(MT2))가 만들어집니다. 송의 작성이 끝나
면 플레이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2. [UTILITY]를 누르면서［POWER］를 누릅니다.
전원이 들어가 「Factory Reset?」메세지가
표시됩니다.

3. [TR4］(YES)를 누릅니다.
「Are you sure?」라고 표시됩니다.

4. 초기화해도 괜찮다면［TR4］(YES)를 중지할
때는［EXIT］를 누릅니다.
[TR4］(YES)를 누르면 MICRO BR 의 시스템
설정등 공장 출하시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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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파워·off 기능은, 버튼이나 VOLUME 다이얼을

일정한 시간 조작하지 않았을 때, 자동적으로 전원을
off로 하는 기능입니다.
오토·파워·off 기능 기능을 사용할 때는, 아래의 조작

을 합니다.

자동으로 전원을 off로 한다
(오토·파워·off)

1. [UTILITY］를 누릅니다. 1. ［UTILITY］를 누릅니다.

전지 소모를 억제한다
(파워·세이브)

2. CURSOR ［◀］［▶］ 를 눌러,
PowerSave 를 표시시킵니다. 2. CURSOR ［◀］［▶］ 를 눌러,

AutPowOff 를 표시시킵니다.

파워·세이브는 일정시간 버튼 조작을 하지 않으면 디

스플레이의 밝음을 어둡게 해 소비 전력을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파워·세이브 기능을 사용할 때는 다음 조작을 합니다.

3. VALUE［-］［+］를 눌러, 파워·세이브 기능이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값： 10 sec, 30 sec, 1 min, 3 min,

5 min, 10 min, OFF

※ OFF 로 설정했을 때는, 파워·세이브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4. [UTILITY］(또는［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파워·세이브 상태로부터 복귀한다

패널상 몇개의 버튼을 누르면 디스플레이 밝음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AC 아답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파워·세이브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메모

3. VALUE［-］［+］를 눌러 오토·파워·off 기능이

동작할 때까지의 시간을 설정합니다.
설정값：5 min, 10 min, 30 min, OFF

※ OFF 로 설정했을 때는 오토·파워·off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4. [UTILITY］(또는［EXIT］)를 눌러 플레이 화면
으로 돌아갑니다.

AC 아답터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오토·파워
·off 기능은 동작하지 않습니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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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레인지/패턴 List

pre-set·어레인지 List

pre-set·어레인지(Metro4/4 를 제외하기)에는 E(엔딩)의 뒤로 BREAK(휴부) 3 소절 계속되어 V1(버스)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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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t·패턴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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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Patch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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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List

• (*1) 현재 선택하고 있는 송에 기억됩니다. (설정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을 누르면서 을 누릅니다. )

• (*2) 본체에 기억됩니다.

• (*3) 기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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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일까?  라고 생각하기 전에

MICRO BR 를 사용하고 있어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
을 때는, 고장이라고 생각하는 전에 아래의 점을 체
크해 주세요.
확인해도 정확하게 동작하지 않을 때는, 가까이의 롤
랜드·서비스, 또는 수매점에 상담해 주십시오.

생략 : P.123 ~ 1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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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시간(1 트랙 환산)주된 사양

MICRO BR：디지털·레코더

● 트랙수
트랙： 4
V 트랙：32( 각 트랙에 8 개)

※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트랙수는 최대 2, 동시에
재생할 수 있는 트랙수는 최대 4 입니다.

● 최대 송수
99

● 최대 MP3/WAV 파일수
999(MP3 와 WAV 파일의 합계)

● 기억용량
SD 메모리 카드：32M ~ 1G 바이트

● 데이터·타입
HiFi /하이파이(MT2)
STD /스탠다드(LV1)
LONG /롱(LV2)

●오디오·데이터·타입(MP3 모드)

MP3(192 kbps, 44.1 kHz)
MP3(128 kbps, 44.1 kHz)
MP3(64 kbps, 44.1 kHz)
WAV(44.1 kHz, 16 비트)

※ MP3 파일 재생은, 비트·레이트가 64kbps ~ 

320kbps 의 범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신호 처리
＜ AD 변환＞

24 비트 +AF 방식(GUITAR IN, 내장 마이크)
24 비트(LINE IN/MIC)

＜ DA 변환＞ 24 비트
※ AF(Adaptive Focus) 방식

AD 변환 장치나 DA 변환 장치의 S/N 비를 비약
적으로 향상시키는 롤랜드/보스 독자적인 방식
입니다.

● 샘플·레이트

44.1kHz

● 주파수 특성
20Hz ~ 20kHz

제8 장 자료

※ 상기 녹음 시간은 기준입니다. 만들어지는 송수
에 따라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다소 짧아진다.

※ 상기 녹음 시간은 사용 트랙의 합계입니다. 4 트
랙으로 균등하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경우 완성
되는 곡의 길이는 상기 약1/4 이 됩니다.

※ MP3 파일등의 오디오·데이터가 카드상에 있는 경

우는 그 용량 만큼 녹음 시간이 짧아집니다.

● 녹음 시간(MP3/WAV, 스테레오 환산)

※ 상기 녹음 시간은 기준입니다. 만들어지는 MP3/
WAV 파일수에 따라서 녹음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소 짧아집니다.

※ 송·데이터가 카드상에 있는 경우는 그 용량 만큼

녹음 시간이 짧아집니다.

● 규정 입력 레벨
GUITAR IN 잭：-20dBu
LINE IN/MIC 잭：

-10 dBu(입력 설정:LINE)
-40 dBu(입력 설정 :EXT MIC)

메모리·
카드
용량

데이터·타입

HiFi (MT2) STD (LV1） LONG (LV2）

32 MB 약 15 분 약 18 분 약 23 분

64 MB 약 31 분 약 38 분 약 47 분

128 MB 약 64 분 약 76 분 약 96 분

256 MB 약 128 분 약 154 분 약 192 분

512 MB 약 257 분 약 309 분 약 386 분

1 GB 약 502 분 약 604 분 약 755 분

메모리·
카드
용량

MP3

64 kbps 128kbps
WAV

192kbps

약 65 분 약 32 분 약 21 분32 MB 약 2 분

약 131 분 약 65 분 약 43 분64 MB 약 5 분

약 265 분 약 132 분 약88 분128 MB 약 12 분

약 531 분 약 265 분 약 177 분256 MB 약 24 분

약 1065 분 약 532 분 약 355 분512 MB 약 48 분

약 2081 분 약 1040 분 약 693 분1 GB 약 94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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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품 물건
• 소프트 케이스
• 단 3 알칼리 건전지× 2 개
• 데모·카드(128MB SD 메모리 카드：공장 출하

시에 본체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
• 취급 설명서(보증서)
• 광고지(서비스의 창구/메모리·카드로 대해 전지

의 취급에 대해)
• 유저 등록 카드

● 별매품
AC 아답터 (PSA-100)

● 입력 impedance
GUITAR IN 잭：1MΩ

LINE IN/MIC 잭：
16kΩ(입력 설정:LINE)
18kΩ(입력 설정 :EXT MIC, 플러그 인·파워: OFF)
2.2kΩ(입력 설정 :EXT MIC, 플러그 인·파워: ON)

● 규정 출력 레벨
PHONES/LINE OUT 잭：-10dBu

● 규정 출력 impedance
PHONES/LINE OUT 잭：33Ω

● 추천 부하 impedance
PHONES/LINE OUT 잭：
PHONES=16 ~ 100Ω, LINE OUT=1kΩ 이상

● 인터페이스
USB 콘넥터(미니 B 타입)

● 디스플레이
커스텀 16 자리수× 2 행, 22 아이콘
(백색 조명 첨부 LCD)

● 접속 단자
GUITAR IN 잭(표준 타입)
LINE IN/MIC 잭(스테레오·미니·타입, 플러그 인·

파워 대응)
AC 아답터·잭
PHONES/LINE OUT 잭(스테레오·미니·타입)

USB 콘넥터(미니 B 타입)

● 전원
단 3 건전지× 2(알칼리 건전지 추천)/
DC 9V：AC 아답터(PSA-100：별 매)

● 소비 전류
9V 140 mA(AC 아답터 사용시)
3V 320 mA(건전지 사용시)

※ 연속 사용시 전지의 수명(사용 상태나 전지, SD 
메모리 카드의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 알칼리 전지 약 6 시간(파워·세이브 사용시)

● 외형 치수
136.0(폭)× 81.5(깊이)× 21.5(높이) mm

● 질량
130 g(전지, SD 메모리 카드를 제외하다)

제8 장 자료

제품 사양 및 외관은 개량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
※ 0 dBu= 0.775 V rms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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