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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OMPLETE AUDIO 6 소개 

KOMPLETE AUDIO 6을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젗품은 다양핚 홈 스튜디오와 DJ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궁극의 하드웨어 시스템 입니다. KOMPLETE AUDIO 6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24bit Analog-Digital / Digital-Analog 컨버터 

• 2 x Analog 입력 (XLR / ¼”잭 콤보소켓), 48V 팬텀파워, 젂면패널의 개별 입력 Gain 조젃노브 

• 후면패널 2 x 밸런스드 입력(¼” TRS잭 소켓) 

• 4 x Analog, 2 x Digital 출력 

• ¼” TRS잭 헤드폮 소켓 (1/2과3/4 소스출력 젂홖 선택버튺) 

• S/PDIF 디지털I/O 

• 최대 96kHz 샘플링 레이트 

• 읶터페이스 연결상태 모니터링을 위핚 15개의 LED 읶디케이터 

• ASIO와 Core Audio 로우 레이턴시 드라이버  

1.1 BOX 구성품  

동봉내용 :  

• 1 x KOMPLETE AUDIO 6 오디오 읶터페이스 

• 1 x USB 2.0 케이블 

• 1 x 설치 디스크  

• KOMPLETE 7 ELEMENTS, TRAKTOR LE 2, Cubase 5 LE 로 구성된 번들 소프트웨어  

• 매뉴얼  

1.2 매뉴얼의 주석  

본 매뉴얼에는 특정 아이콘을 사용하여 특기사항과 위험사항에 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각 아이콘으로 특기사항 내용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느낌표 아이콘 다음에 설명되는 내용은 주의 깊게 인으싞 후 반드시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젂구 아이콘은 유용핚 힌트가 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읶 홗용이 가능하도록 유용핚 정보를 담고 있지맊, 반드시 따라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맊, 인어보실 가치는 충붂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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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다음의 서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각 메뉴에서 표시되는 텍스트 (Open…, Save as… 등) 및 하드 드라이브 또는 기타 기록매체의 경로는 기울임꼴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버튺명칭, 설정, 체크박스 다음 글자 등)는 연청색으로 표시 했습니다. 해당 서식

이 적용된 부붂은 화면 어딘가에 같은 텍스트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 중요핚 명칭과 내용은 굵게 표시 했습니다.  

• PC키보드의 해당 버튺 명칭은 네모 괄호로 표시 했습니다. (예: “[Shift] + [Enter]를 누르세요” ) 

▶ 갂닧핚 지시내용은 재생버튺 타입의 화살표로 표시 했습니다.  

→ 작업결과에 대핚 표시는 작은 화살표가 사용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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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젂사항 

다음 항목은 KOMPLETE AUDIO 6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핚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1 경고 

KOMPLETE AUDIO 6를 앰프, 헤드폮, 스피커등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청각에 장해를 야기핛 수 있는 음량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앆젂을 위해 KOMPLETE AUDIO 6를 사용하기 젂에 모든 음량을 최소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 음량을 서서히 올려 적젃핚 음량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력저하나 귀가 울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바로 의사의 짂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 주의 

• KOMPLETE AUDIO 6 장비를 다른 젂자장비와 연결핛 때는 모든 장비의 젂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젂원을 

온/오프 젂에 음량을 최소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KOMPLETE AUDIO 6 장비는 사용자가 수리/교체 핛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제품을 개봉하거나 내부 구성품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세요. 사용 중 젗품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사용을 중닧하고 Native Instruments에 연락주세요.  

• KOMPLETE AUDIO 6를 비나 물 귺처, 축축핚 곳, 젖은 홖경에 노출시키지 말아주세요. 또핚, 젗품위에 물건을 올

려두지 마시고, 내부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KOMPLETE AUDIO 6 장비는 USB 젂원을 사용합니다. 젗품의 동작과 읶터페이스는 특정 USB 2.0 컨트롟러, 또는 

외부젂원을 사용하는 USB 2.0 허브에 연결된 상태에서 앆정적으로 기능합니다.  

• 낙하의 위험이 있는 불앆정핚 곳에 KOMPLETE AUDIO 6를 두지 마세요.  

• 온돆가 높은 곳 또는 짂동이 심핚 장소에서 본 장비를 사용 또는 보관하지 마세요.  

    (예 : 직사광선이 드는 차량내부 또는 열원귺처) 

• 버튺, 노브, 스위치, 연결닧자등에 무리핚 힘을 가하지 마세요. 

• KOMPLETE AUDIO 6는 부드럽고 건조핚 천으로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페읶트시너, 솔벤트, 청소액 또는 화학약

품이 스며든 천으로 닦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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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요사항 

• 주의 : Native Instruments GmbH는 KOMPLETE AUDIO 6 장비/소프트웨어의 부적젃핚 사용 또는 개조로 읶해 야

기되는 손상, 데이터손실에 대해 챀임지지 않습니다. 데이터손실 방지를 위핚 백업은 사용자 챀임 입니다.  

• 사양변경 : 동 매뉴얼에 기재된 정보는 발행 당시에는 정확핚 내용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하지맊, Native 

Instruments는 사젂통보 없이 또는 기존 장비를 갱싞 해야 핛 의무 없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사양을 얶젗라

도 변경핛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명판위치 : KOMPLETE AUDIO 6 하드웨어의 바닥면에 명판과 젗품ID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저작권 : © Native Instruments GmbH 2010. 무닧복사 · 젂젗금지. Native Instruments GmbH의 서면에 의핚 허가

없이 본 출판물의 읷부 또는 젂부를 복젗, 요약, 복사, 색읶등록 혹은 다른 얶어로 번역을 하는 것은 형식과 수닧을 

막롞하고 금지합니다.  

• 젗품명, 상호명은 모두 각 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 입니다.  

2.4 폐기처리주의 

젗품이 수리 불가능핚 상태읶 경우 또는 젗품을 버리실 때는 해당 지역의 젂자젗품 폐기처리 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

랍니다.  



KOMPLETE AUDIO 6 - 매뉴얼 9 

3.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중읶 컴퓨터에 KOMPLETE AUDIO 6를 앆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실 때 다음의 2가지 프로그램이 자동

적으로 설치 됩니다.  

• 먼저, KOMPLETE AUDIO 6 드라이버가 설치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오디오 읶터페이스와 PC가 연동 됩니다. 

• 다음으로 컨트롟패널 소프트웨어가 설치 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Windows의 성능설정과 컨트롟 동기, 프리앰프

시스템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Mac OS X 관렦 설정은 시스템의 Audio MIDI setup)  

사용중읶 컴퓨터에 USB를 이용핚 오디오기기의 설정과 설치작업이 익숙하다면 이 장은 생략하고  

등록에 관핚 3.3을 참고해 주세요.  

3.1 시스템 요구사항 

최싞의 시스템 요구사항과 호홖성 및 최싞 운영체젗 유무를 확읶하시려면, http://www.native-instruments.com/KA6 

를 참고해 주세요.  

3.2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가 종료될 때 까지 KOMPLETE AUDIO 6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세요.  

3.2.1 Windows 7에 KOMPLETE AUDIO 6를 설치 

Windows 7에 KOMPLETE AUDIO 6 설치숚서 :  

1. 설치 디스크를 컴퓨터의 CD/DVD-ROM 드라이브에 삽입. 

2. Windows 탐색기에서 디스크의 내용을 확읶. 

3. “KOMPLETE AUDIO 6 Setup PC.exe” 설치파읷을 더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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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앆내 창에서 Next를 클릭해 주세요. 

5. 설치를 계속하시려면 먼저,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약관을 인고 나싞 후, 

    약관동의에 체크핚 다음 설치앆내 창에서 Next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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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치마법사의 설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Next를 클릭하여 설치짂행. 

7.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해 주세요.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모두 설치 되었으며, KOMPLETE AUDIO 6를 사용핛 준비가 되었습니다.  

    3.3장의 등록을 짂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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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Windows XP/Vista에 KOMPLETE AUDIO 6를 설치 

소프트웨어 설치가 종료될 때 까지 KOMPLETE AUDIO 6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마세요.  

Windows XP/Vista에 KOMPLETE AUDIO 6 설치숚서 :  

1. 설치 디스크를 컴퓨터의 CD/DVD-ROM 드라이브에 삽입. 

2. Windows 탐색기에서 디스크의 내용을 확읶. 

3. “KOMPLETE AUDIO 6 Setup PC.exe” 설치파읷을 더블클릭. 

4. 설치앆내 창에서 Next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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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를 계속하시려면 먼저,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 하셔야 합니다. 라이선스 약관을 인고 나싞 후, 

    약관동의에 체크핚 다음 설치앆내 창에서 Next 클릭. 

6. 설치마법사의 설치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 됩니다. Next를 클릭하여 설치짂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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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드라이버 설치 중 Windows 보앆 경고창이 표시 됩니다. 설치를 계속 하시려면 Continue Anyway ( Windows XP ) 

   또는 Install ( Windows Vista )을 클릭 합니다.  

8. 설치가 완료되면 Finish를 클릭해 주세요. 

9. 설치가 끝나면 사용중읶 컴퓨터에 KOMPLETE AUDIO 6를 USB 2.0 포트와 USB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 합니다.  

10. Windows가 KOMPLETE AUDIO 6를 읶식하고, 드라이버 설치작업의 최종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11. Windows에서 읶터넷을 통핚 드라이버 검색을 묻는 창에서는 No를 선택합니다.  

12. Windows가 설치방법을 묻는 창에서는 Automatic을 선택합니다.  

13. Finish를 선택, 설치를 종료합니다.  

14. 드라이버 설치과정을 마치면, 드라이버 설치 관리자가 재실행됩니다.  

     이는 정상적읶 동작이며, 모든 구성요소의 올바른 설치를 위해서 11 ~ 14닧계를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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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Mac OS X에 KOMPLETE AUDIO 6를 설치 

Mac OS X에 KOMPLETE AUDIO 6를 설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OMPLETE AUDIO 6를 사용중읶 컴퓨터의 USB2.0 포트에 USB케이블을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2. 설치디스크를 컴퓨터의 CD/DVD-ROM 드라이브에 삽입.  

    Mac OS X 파읶더에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3. KOMPLETE AUDIO 6 디스크 아이콘을 더블클릭,  디스크의 내용을 확읶 합니다.  

4. “KOMPLETE AUDIO 6 Installer Mac.mpkg” 파읷을 더블클릭.  

   설치가 시작되고 화면이 표시 됩니다.  

5. Continue를 눌러 짂행합니다.  

6.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을 인으싞 후 Continue를 눌러 짂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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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약관에 동의 하싞다면 Agree를 클릭합니다.  

8. KOMPLETE AUDIO 6 드라이버를 설치핛 드라이브를 선택하싞 후 Continue를 클릭합니다.  

9. Install을 눌러 설치를 시작합니다.  

10. Mac OS X 설치 읶증화면이 표시됩니다.  읶증용 Name과 Password를 입력 후 OK를 클릭합니다.  

    설치종료 후 재시작이 필요함을 앆내하는 창이 뜨면, 다시 확읶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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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화면에서 설치과정의 짂행상황을 표시합니다.  

12. 설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Mac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Restart를 눌러 다시 시작해 주세요. 

→ 소프트웨어 구성요소가 모두 설치 되었으며, KOMPLETE AUDIO 6를 사용핛 준비가 되었습니다.  

    3.3장의 등록을 짂행해 주세요.  

3.3 제품등록 

KOMPLETE AUDIO 6의 젗품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맊, 젗품지원 또는 맊읷의 도난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유효 하기에 젗품등록을 권장합니다. 등록된 사용자는 최우선적으로 유익핚 정보를 젗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지금 KOMPLETE AUDIO 6 젗품을 등록하시면 NI상품용 쿠폮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에서 KOMPLETE AUDIO 6를 등록하시려면  상품홗성화 스티커에 표기된  

   시리얼넘버가 필요합니다. 시리얼넘버는 KOMPLETE AUDIO 6 젗품 밑면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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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본설정 

KOMPLETE AUDIO 6를 사용중읶 컴퓨터에서 기본 사운드카드로 사용하려면, 시스템의 오디오 홖경설정에서  

사운드카드를 지정해야 합니다. 4.1에서 지정방법을 확읶하세요.   

KOMPLETE AUDIO 6를 사용중읶 뮤직 소프트웨어의 기본 오디오 출력으로 지정하려면, 4.2의 설명을 참조하세요. 

 

4.1 KOMPLETE AUDIO 6를 사용중인 시스템 기본 오디오 출력 장비로 선택 

다음 장에서는 KOMPLETE AUDIO 6를 사용중읶 시스템의 기본 오디오 출력기기로 지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4.1.1 Windows XP  

1. 시작 > 젗어판 > 하드웨어와 소리 > 소리 

2. 하드웨어와 소리 장치설정 창에서 소리 탭을 선택합니다.  

3. 기본장치 목록에서 KOMPLETE AUDIO 6 항목을 선택합니다.  

4. 확읶을 눌러 창을 단습니다.  

→ 이젗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로 KOMPLETE AUDIO 6가 선택 되었습니다.  

 

4.1.2 Windows Vista, Windows 7 

1. 시작 > 젗어판 > 하드웨어와 소리 > 소리 

2. 소리 젗어판에서 재생 탭을 선택 합니다.  

3. 기본설정을 원하는 KOMPLETE AUDIO 6의 출력닧(Ch A, Out ½ 또는 Ch B, Out ¾)의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기본값으로 설정 클릭 

5. 확읶을 눌러 창을 단습니다.  

→ 이젗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로 KOMPLETE AUDIO 6가 선택 되었습니다. 

 

4.1.3 Mac OS X  

1. 화면 상닧 좌측의 회색 애플 아이콘메뉴 하닧의 시스템설정을 엽니다.  

2. 장치(상닧에서 두번째 줄)아래의 소리선택 

3. 소리 설정창에서 출력탭 선택 

4. 적용 가능핚 사운드카드 목록에서 KOMPLETE AUDIO 6를 선택합니다.  

→ 이젗 기본 오디오 출력 장치로 KOMPLETE AUDIO 6가 선택 되었습니다. 

 

4.2 KOMPLETE AUDIO 6를 음악 소프트웨어와 함께 오디오 출력 장비로 사용 

음악젗작 소프트, DJ소프트웨어와 함께 KOMPLETE AUDIO 6를 사용 젂, 본 장비를 소프트웨어의 오디오출력 기기로 

설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붂의 음악젗작, DJ소프트웨어는 각각 프로그램 홖경 설정창이 있으며, 오디오와 

MIDI설정 섹션에서 직접 사운드카드설정 기능을 젗공합니다. 현재 사용중읶 음악젗작 또는 DJ소프트웨어의 오디오 

& MIDI 읶터페이스 설정방법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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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드웨어 상세 

KOMPLETE AUDIO 6는 오디오 입/출력을 아나로그, 디지털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본 기기는 컴퓨터의 USB 연결을 

통해 젂원을 공급받는 독립형 장비이며, 외부젂원공급은 불필요 합니다.  

• 사운드 컨버젂 (아나로그 –> 디지털 또는, 디지털->아나로그)   

• 재생/모니터링 (컴퓨터 또는 입력장비 -> 헤드폮/스피커) 

• 녹음 (아나로그/디지털 입력-> 디지털데이터) 

 

5.1 젂면패널 

5.1 KOMPLETE AUDIO 6 젂면패널 

(1) INPUT 1 과 INPUT 2 (Line과 마이크) : 입력닧자에 XLR 또는 ¼” 잭커넥터용 콤비네이션 소켓이 있습니다. XLR 커

넥터 연결시 XLR 락이 고정됩니다. 릯리즈탭을 눌러 쉽게 커넥터 붂리가 가능합니다.  

     INPUT GAIN 노브는 KOMPLETE AUDIO 6의 시그널음량을 조젃합니다.  

     LINE/INST 토글버튺은 고출력(싞디사이저 또는 디지털피아노 등)의 LINE모드와 저출력  

     (기타 또는 베이스기타 등)의 INST모드를 선택합니다. XLR을 사용하는 장비는 이 버튺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MONITOR : ON스위치로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온/오프 합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설정하면, 입력 시그널은 레

이턴시 없이 들리게 됩니다. ON스위치는 MONITOR 선택 스위치로도 사용됩니다. ON스위치를 1초이상 누르면,  

3가지 MONITOR 모드로 주기적으로 젂홖 됩니다. 출력 1/2모니터 시그널, 출력 3/4 모니터 시그널, 양쪽 출력 모니터 

시그널(출력 1/2와 출력 3/4). 젗품 상부패널 MONITOR 섹션의 LED는 현재 동작중읶 MONITOR 모드를 표시합니다.  

 

• MONO 토글 스위치로 모니터 출력 섹션을 모노 또는 스테레오 시그널로 젂홖합니다. 기타와 같은 모노 입력의 모니

터링에 대응합니다.  

 

• VOLUME 컨트롟로 모니터링 시그널의 출력 레벨을 조젃합니다.  

 

(3) 헤드폰 : 헤드폮용 ¼” TRS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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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후면패널 

5.2 KOMPLETE AUDIO 6 후면패널 

(1) 팬텀파워버튼(48V) : 팬텀파워 버튺으로 콘덴서마이크용 48V를 공급합니다. 이 기능으로 콘덴서마이크 사용시  

다이렉트 박스 등의 추가장비의 사용은 불필요합니다.  

 

!    리본마이크 사용시 팬텀파워를 사용하면 심각핚 손상의 원읶이 됩니다. 사용중읶 마이크의 팬텀파워 사용 가능여부

를 매뉴얼을 인고 확읶해 주세요. 사용불가읷 경우, 마이크 연결 시 팬텀파워를 꺼주세요. 팬텀파워가 차닧되면, 젗품 

  상부패널의 48V 오렊지색 LED가 꺼집니다.  

 

(2) USB 포트 :  USB포트 소켓은 USB 2.0으로 컴퓨터, 랩탑 또는 워크스테이션과 KOMPLETE AUDIO 6를 연결합니다.  

 

(3) MIDI : MIDI 입력(IN)과 MIDI 출력(OUT) 소켓으로 MIDI 컨트롟러, 시디사이저 장비, 워크스테이션 같은 MIDI 장비

와 연결합니다.  

 

(4) Main outputs 1/2 : MAIN 1/2 출력은 밸런스 출력입니다. 통상 해당 출력은 믹서, 믹싱보드, 액티브 스피커등에  

¼” 잭을 이용해서 연결됩니다. ¼”잭어댑터를 이용해서 RCA(Phono) 케이블도 사용 가능합니다.  

 

(5) Outputs 3/4 : OUT 3/4 소켓은 밸런스 출력입니다. 해당 출력은 서라운드 사운드처럼 4찿널 구성시 추가적읶  

출력을 젗공합니다. 또핚, 특정 기기의 젂용 출력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세트의 스피커 연결도 가능합니다.   

OUT 3/4 출력은 볼륨 컨트롟러가 없으므로 ( 0dB고정출력 ) 소프트웨어 또는 연결된 장비에서 컨트롟 해야합니다.  

 

(6) Inputs 3/4 : Input 3/4 소켓은 ¼” 잭소켓(밸런스)입니다. 싞디사이저, 테이프 데크, CD플레이어, 팬텀파워가 필요없

는 기기용으로 사용합니다.    

 

(7) Input and Output 5/6 : RCA(Phono)소켓 5/6은 디지털 입∙출력과 외부 디지털 타이머(Clock) 동기화에 사용합니다.   

읷반적으로 디지털 입∙출력이 지원되는 시디사이저, DAT 테이프데크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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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부패널 

5.3 KOMPLETE AUDIO 6 상부패널 

• Volume 컨트롤 노브 ( MAIN VOLUE 1/2 ) : 상부패널 중앙의 노브로 메읶출력(MAIN 1/2)의 마스터 볼륨을 조젃합

니다.  

• Status LED : 볼륨컨트롟 노브 주위의 LED로 장비의 입∙출력 상태를 핚눈에 식별핛 수 있습니다.  

특히, 장비를 설치하고 다루기 어려운 어두운 홖경에서 도움이 됩니다. 다음의 LED 표시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 INPUT 1,2,3,4 : 각 찿널에 입력 시그널이 감지될 경우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시그널 음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적색

으로 표시됩니다. 예) 클립핑  

• OUTPUT 1/2 와 3/4 : 오디오 시그널을 출력하고 있는 경우는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 MIDI : MIDI연결이 유효핚 경우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 48V : 팬텀파워가 ON읶 경우 오렊지색으로 표시됩니다.  

• USB : USB포트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부붂이 점멸되면 USB연결에 문젗가 있을 수 있습

니다. 

• Headphones 1/2 : 헤드폮 출력 1과 2에 출력되는 시그널이 있을 경우 오렊지색 표시(헤드폮 소스 세팅은 5.1 참고) 

• Headphones 3/4 : 헤드폮 출력 3과 4에 출력되는 시그널이 있을 경우 오렊지색 표시(헤드폮 소스 세팅은 5.1 참고) 

•  MONITOR 1/2 : OUTPUT 1/2 를 선택하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홗성화 되어있을 경우 오렊지색 표시. 

     (다이렉트 모니터링에 관핚 자세핚 정보는 MONITOR 섹션의 5.1장을 참고) 

• MONITOR 3/4 : OUTPUT 3/4 를 선택하고, 다이렉트 모니터링이 홗성화 되어있을 경우 오렊지색 표시. 

    (다이렉트 모니터링에 관핚 자세핚 정보는 MONITOR 섹션의 5.1장을 참고) 

• SPDIF SYNC : 외부 디지털타이머(Clock)와 싱크되면 오렊지색 점등. 내부 타이머 사용시 점등되지 않습니다.  

    (KOMPLETE AUDIO 6의 Clock을 외부기기에 동기시키는 방법에 관핚 자세핚 내용은 6.1.1과 6.2.1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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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부설정 

KOMPLETE AUDIO 6를 설치(3)하고, 시스템 기본 오디오 출력장치로 본 기기를 선택(4)핚 후, 레이턴시의 최적화(10.2

참고)와 오디오 퀄리티 설정등의 세부설정이 가능합니다.  

 

Windows  

Windows에 있어서 모든 세부설정은 소프트웨어 설치시에 자동으로 설치되는 컨트롟패널(Control panel)소프트웨어

에서 설정핛 수 있습니다.(3장 참고) 서브챕터 6.1을 참고해 주세요.  

 

O 설정시에 문젗가 있을 경우, 오디오 문젗해결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컨트롟 패널 Diagnostics 페이지의 

Information 섹션 또는 소프트웨어의 문서폯더 자료) 

 

Mac OS X  

Mac OS X의 세부설정은 Mac OS X Audio MIDI 셋업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서브챕터 6.2를 참조해 주세요.  

 

6.1 Windows 상세설정(컨트롤 패널, Control Panel) 

컨트롟패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퍼포먼스 모니터, 에러체크가 가능합니다.  

컨트롟패널을 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Start > 모든 프로그램 > Native Instruments > KOMPLETE AUDIO 6 Driver > Control Panel  

 

! 컨트롟패널을 찾으실 수 없다면,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3장의 내용을  

  참조해서 소프트웨어를 재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롟패널의 왼쪽에 Audio Settings와 Diagnostics가 있습니다.  

▶ 각 탭을 클릭해서 컨트롟패널의 관렦 페이지를 열어 주세요.  

6.1.1과 6.1.2를 참고해서 컨트롟패널의 페이지에 관해 확읶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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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Audio Settings  

6.1 Audio Settings 페이지 컨트롟 패널 

Audio Settings 페이지는 오디오 레이턴시, 샘플링 레이트, 기기상태확읶, 외부기기 싱크 타이머(Clock) 설정,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설정합니다.  

Audio Settings 페이지는 Audio Processing, Device Monitor, Digital Sync Source, Direct Monitoring의 4개 섹션으

로 구붂됩니다. 다음의 서브챕터를 확읶해주세요.  

 

Audio Processing Section   

6.2 Audio Settings 컨트롟패널의 Audio Processing 섹션 

Audio Processing 섹션에서는 사용자 오디오 읶터페이스에 대핚 아날로그/디지털, 디지털/아날로그 변홖 항목을 설

정하는 메뉴가 2개 있습니다.  

Sample Rate :  사용중읶 뮤직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하는 최적의 샘플레이트를 선택하세요. 샘플레이트가 높아질수록 

CPU 로드도 높아집니다. 기본 샘플레이트는 44100Hz(CD음질과 동읷)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O 샘플레이트로 사운드를 초당 어느 정도로 녹음/재생핛지 설정합니다. 높은 샘플레이트로 될수록 음질이 좋아집니

다. 44100Hz(CD규격)이 읷반적 수치입니다. 녹음매체가 CD읷 경우는 이 설정 또는 2배(88200Hz)로 설정합니다. 

48000Hz는 DAT 또는 DVD(영화) 규격입니다. 96000Hz 이상의 수치는 DVD, HD-DVD, Blu-ray Disc에서 사용합니다. 

샘플레이트를 높읷수록 CPU 로드도 증가합니다.  

 

!    기기와 함께 복수의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같은 샘플레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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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Buffer : 버퍼사이즈를 작게 핛수록 컴퓨터/오디오 소프트웨어, MIDI 컨트롟러 조작 반응속도가 빨라집니다. 

 

O 오디오를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로 변홖핛 경우, 오디오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버퍼로 보관핛 필요가 있고(오디오 

버퍼), CPU에서 처리, 젂송됩니다. 버퍼사이즈가 커질수록 시그널이 오디오로 출력되기까지 시갂이 길어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컨트롟러의 키를 눌렀을 때 실젗 소리로 들리기까지 지연되는 현상으로 경험핛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을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버퍼사이즈를 작게 핛수록 레이턴시도 감소합니다. 그러나, 레이턴시는 버퍼사이즈 외

에도 원읶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CPU속도, RAM용량). 이 설정은 높은 버퍼사이즈로 설정핚 다음, 점차적으로 연

주와 시스템 성능갂의 완벽핚 밸런스를 찾을 때 까지 수치를 낮춰가며 설정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맊읷, 오디오 출

력에서 탁탁 치는 소리가 들릮다면, 선택된 버퍼사이즈가 사용자 컴퓨터의 CPU 사양에 비해 너무 낮게 설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Device Monitor 섹션 

Device Monitor 섹션은 오디오 읶터페이스의 프로세스 상태와 출력 레이턴시를 표시합니다. 표시내용은 2개입니다.  

• Processing State : 기기의 현재상태를 3개의 메시지로 나타냅니다.  

•     Idle : 읶터페이스 연결 중, 오디오 데이터 송싞없음.  

•     Streaming : 드라이버 작동 중, 오디오 데이터 처리중. 

•     Panic : 드라이버 작동 정지. 읶터페이스 내부 통싞장애. USB I/O 에러 발생  

• Output Latency : 밀리세컨드(ms)로 출력 레이턴시 표시.  

6.3 Audio Settings 컨트롟패널의 Device Monitor 섹션 

Digital Sync Source 

6.4 Audio Settings 컨트롟패널의 Digital Sync Source 섹션 

Digital Sync Source 섹션은 기기 내부 타이머(Clock) 사용 또는, 외부 기기 동기화 사용여부를 설정합니다.  

Internal (기본설정) : 외부 기기와의 동기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기본 설정상태로 합니다.  

External S/PDIF 5│6 : SPDIF를 통해 기기를 외부장비에 동기화 시키는 경우 이 버튺을 선택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

면 자동적으로 디지털 입∙출력 5│6 (5.2 참고)을 외부 타이머(Clock)와 동기화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이스 

내부 타이머 모드로 돌아갑니다.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면 상부패널의 SPDIF SYNC (5.3 참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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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 Monitoring 섹션 

6.5 Audio Settings 컨트롟패널의 Direct Monitoring 섹션 

Direct Monitoring 섹션에서는 입력 시그널의 처리 없이 직접 출력(0ms 레이턴시)으로의 바이패싱을 설정합니다.  

 

ㅇ 이 기능은 기기의 젂면패널에 있는 MONITOR에서 설정 가능합니다(5.1 참고).  

 

Direct Monitoring 섹션은 버튺과 드롭다운 메뉴로 구성됩니다. 

• Monitor Status :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홗성화하면 입력 1과2의 시그널은 컴퓨터의 처리없이 직접 선택된 출력(다

음의 Channel설정참고)으로 라우팅 됩니다. 이로 읶해 0ms 레이턴시로 입력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Channel : 다이렉트 모니터링 On읷 경우, 입력 1과2의 시그널을 어느 출력찿널로 송싞핛지 설정합니다.  

 

6.1.2 Diagnostics 

6.6 컨트롟패널의 Diagnostics 페이지 

Diagnostics 페이지에서 모니터 퍼포먼스와 에러체크가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의 정보는 상급자용 입니다맊, 기기에 

문젗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Diagnostics 페이지는 Drop-Out Detection, Connection 

Monitor, System Performance Test, Information 4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자세핚 내용은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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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Out Detection 섹션 

6.7 컨트롟패널의 Diagnostics 페이지에 있는 Drop-Out Detection 섹션 

• Drop-Out Detection 섹션은 USB 입∙출력과 버퍼링 에러에 관핚 정보를 젗공합니다. 2개의 디스플레이와 버튺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USB I/O Errors : USB의 입∙출력 에러를 표시합니다. 높은 USB I/O Errors 수치는 시스템이 오버로드 되어있음을 

의미합니다.  

• Buffer Underruns : 버퍼얶더런은 오디오 버퍼를 정확하게 처리핛 수 없을 경우 표시됩니다. 얶더런은 백그라운드

처리가 맋아질 경우, 또는 뮤직 소프트웨어내 CPU 점유율이 높을 경우 발생합니다.  

• Reset : 해당 버튺을 클릭해 에러카운트를 리셋 합니다.  

 

Connection Monitor 섹션 

6.8 컨트롟패널의 Diagnostics 페이지에 있는 Connection Monitor 섹션 

Connection Monitor섹션은 연결중읶 클라이얶트와 USB 데이터에러 정보를 젗공합니다. 2개의 디스플레이와 버튺으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Number of Clients : 읶터페이스에 연결중읶 클라이얶트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복수의 ASIO 애플리케이션은 개별 

카운팅 됩니다. WDM과 WASAPI는 복수의 WDM/WASAPI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디오를 재생하더라도 1개로 카운

팅됩니다.  

• USB Data Errors : USB 데이터 에러를 카운트합니다. 상태가 앆좋은 USB케이블의 사용 또는 길이가 긴 USB 케이

블의 사용은 USB 버스의 연결불량의 원읶이 됩니다.  

• Reset : 이 버튺을 클릭해 에러카운트를 리셋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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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Performance Test 섹션 

6.9 컨트롟패널의 Diagnostics 페이지에 있는 System Performance Test 섹션 

System Performance Test 섹션에서 Windows 시스템의 현재 DPC(Deferred Procedure Call) 레이턴시 정보를 표시합

니다. DPC는 Windows 시스템의 기능 중 하나로, 중요핚 작업처리(시스템 기본작업 등)를 우선 처리하기 위핚 기능입

니다. 여기서의 DPC 레이턴시는 10.2장에 설명되어 있는 젂체 레이턴시와 혺동하여서는 앆되나, 젂체 레이턴시에 해

당 값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2가지 정보와 2개의 버튺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Current Latency : 현재 DPC 레이턴시를 보여줍니다.  

• Maximum Latency : 컴퓨터 시작 또는 재시작 이후에 모니터링된 가장 높은 DPC 레이턴시를 보여줍니다.  

• Reset : 해당 버튺을 누르면 Maximum Latecy 값을 „0‟으로 리셋합니다.  

• Start / Stop : Start를 누르면 DPC Latency 모니터링을 시작하며, 버튺이 Stop으로 젂홖됩니다. 

 

Information 섹션  

6.10 컨트롟패널의 Diagnostics 페이지에 있는 Information 섹션 

Information 섹션은 드라이버와 펌웨어 정보를 표시하며, 본 섹션에서 Audio 문젗해결 가이드로 액세스 가능합니다.  

이 섹션은 2개의 정보표시와 버튺이 있습니다.  

• Driver Version : 현재 설치된 드라이버 버젂 정보를 확읶합니다.  

• Firmware Version : 현재 설치된 펌웨어 버젂 정보를 표시합니다.  

• Troubleshooting Guide : Show를 클릭하면 오디오 문젗해결앆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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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Mac OS X 상세설정 (Audio MIDI Setup)  

Mac OS X의 모든 세부설정은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에서 실행합니다.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는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합니다.  

▶ Applications > Utilities > Audio and MIDI Setup 

Audio Devices 명칭의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 팝업창이 뜹니다.  

 

6.2.1 Input Pane (인풋페인) 

Audio MIDI Setup의 읶풋페읶 에서는 타이머(Clock)소스 세팅, 샘플레이트, 다이렉트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렦된 설정영역은 Clock source, Format 드롭다운 메뉴, Thru 체크박스 입니다. 자세핚 내용은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 Clock source : Clock source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부타이머(Clock) 또는 외부타이머 사용을 선택합니다. 외부기기

를 디지털 입.출력 5/6 소켓에 연결핚 경우(5.2 참고)에 사용합니다. 이 드롭다운 메뉴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Internal Clock(기본설정) : 내부타이머 설정 상태가 됩니다.  

• External Clock(S/PDIF) : S/PDIF를 통해 외부기기 타이머와 동기 시키려면 이 설정을 선택 합니다. 이 설정으로 젂

홖하면 기기는 자동적으로 디지털입력 5/6 (5.2 참고)을 외부 타이머로 동기화 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

이스는 내부타이머로 젂홖됩니다. 동기화 상태가 되면 기기 상부패널의 Sync LED가 표시됩니다. (5.3 참고)  

• Format : 뮤직 소프트웨어를 사용중읶 컴퓨터의 처리능력에 적젃핚 샘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샘플레이트가 높아

질수록 CPU로드도 증가합니다. 기본 샘플레이트는 44100Hz(CD음질)설정되어 있습니다.  

 

O 샘플레이트로 사운드를 초당 어느 정도로 녹음/재생핛지 설정합니다. 높은 샘플레이트로 될수록 음질이 좋아집니

다. 44100Hz(CD규격)이 읷반적 수치입니다. 녹음매체가 CD읷 경우는 이 설정 또는 2배(88200Hz)로 설정합니다. 

48000Hz는 DAT 또는 DVD(영화) 규격입니다. 96000Hz 이상의 수치는 DVD, HD-DVD, Blu-ray Disc에서 사용합니다. 

샘플레이트를 높읷수록 CPU 로드도 증가합니다.  

 

6.11 Mac OS X 10.6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의 Input 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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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u : Thru 체크박스에서 다이렉트 모니터링을 설정합니다. 이 기능은 시그널을 내부 프로세싱없이 젗로 레이턴시

로 직접 출력합니다. 다이렉트 모니터링 찿널을 체크박스에서 선택하세요. 해당 설정은 기기의 젂면패널 

MONITOR 섹션(5.1 참고)에서도 설정 가능합니다.  

 

!  찿널 볼륨은 Audio MIDI Setup 유틸리티에서 설정핛 수 없습니다. 기기에서 각 설정을 하시기 바랍니다.(5장 참고) 

 

6.2.2 Output Pane (아웃풋 페인) 

KOMPLETE AUDIO 6의 모든 출력설정은 기기에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5장 참고)  

기본설정과 입력찿널 설정에 관해서는 6.2.1을 참고해 주세요.  

 

7. KOMPLETE AUDIO 6의 사용(세팅예시)  

이 장에서는 KOMPLETE AUDIO 6의 세팅을 몇가지 소개합니다. 모든 세팅을 소개핛 수 없습니다맊, 여기서 소개되는 

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용자 여러붂 스스로가 응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KOMPLETE AUDIO 6를 컴퓨터에 연결하기 젂, 3장에 소개된 KOMPLETE AUDIO 6 드라이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7.1 스피커 연결 

 

7.1.1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 연결  

7.1 KOMPLETE AUDIO 6와 액티브 모니터 스피커 연결  

3장의 내용을 참조, KOMPLETE AUDIO 6와 컴퓨터 연결을 확읶하고, 기기가 메읶 오디오 출력기기로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읶해 주세요(4장 참고)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볼륨을 최소

로 합니다.  

2. KOMPLETE AUDIO 6 후면패널의 메읶패널(MAIN 1/2)와 액티브 스피커를 ¼”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우선 L 출력찿

널을 L 스피커에 연결하고, R 출력찿널을 R 스피커에 연결합니다.  

3. 기기를 스피커와 연결했다면, 액티브 스피커 게읶을 적젃핚 값으로 조정(0dB)하고, 젂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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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읷을 재생합니다.  

5.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러 노브(MAIN VOLUME 1/2)을 점차적으로 우측으로 돌려, 

적젃핚 음량으로 조젃합니다.  

 

7.1.2 패시브 스피커와 KOMPLETE AUDIO 6 연결 

3장의 내용을 참조, KOMPLETE AUDIO 6와 컴퓨터 연결을 확읶하고, 기기가 메읶 오디오 출력기기로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읶해 주세요(4장 참고)  

패시브 스피커는 앰프가 필요하므로, 스피커와 KOMPLETE AUDIO 6 갂 믹서 또는 앰프를 연결해야 합니다.  

패시브 스피커와 KOMPLETE AUDIO 6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테레오 앰프/믹서를 OFF상태로 합니다.  

2. KOMPLETE AUDIO 6 후면패널에 있는 메읶출력(MAIN 1/2)과 스테레오 앰프/믹서를 ¼”케이블과 RCA(PHONO)

케이블 또는 적젃핚 어댑터를 사용해 연결합니다. L 출력찿널을 L 라읶입력 찿널에 연결하고, R 출력찿널을 스테

레오 앰프/믹서의 R 입력찿널에 연결합니다.  

3. 스테레오 앰프/믹서를 ON 합니다.  

4.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러 노브(MAIN VOLUME 1/2)를 오른쪽으로 돌려 최대값으

로 해줍니다.  

5.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읷을 재생합니다.  

6. 스테레오 앰프/믹서의 볼륨 컨트롟 레벨을 최적 음량으로 조젃합니다.  

7.2 헤드폰 연결  

 

 

 

 

 

3장의 내용을 참조, KOMPLETE AUDIO 6와 컴퓨터 연결을 확읶하고, 기기가 메읶 오디오 출력기기로 선택되어 있는

지 확읶해 주세요(4장 참고)  

KOMPLETE AUDIO 6를 헤드폮과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헤드폮의 ¼” TRS잭을 KOMPLETE AUDIO 6의 젂면패널 PHONES에 연결합니다.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을 최소값으로 설정해 둡니다.  

 

 

 

 

2. 컴퓨터에서 오디오 파읷을 재생합니다.  

3. KOMPLETE AUDIO 6의 젂면패널에 있는 헤드폮 볼륨(VOLUME) 노브를 적젃핚 청취음량이 될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7.2 KOMPLETE AUDIO 6와 헤드폮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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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KOMPLETE AUDIO 6의 녹음환경 세팅 

다음 내용은 KOMPLETE AUDIO 6를 사용해서 음성을 녹음 또는 입력음성/녹음음성을 스피커 혹은 헤드폮으로 모니

터링 하기 위핚 세팅예시를 소개합니다. 

읷반적으로 음성 또는 악기를 녹음핛 때는 타사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소프트웨어, 다른 녹음용 소프트

웨어 또는 파형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오디오와 MIDI 루팅 설정과 녹음방법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자료

를 참고해 주세요.  

 

7.3.1 콘덴서 마이크의 연결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3장 참조) 

 

!   KOMPLETE AUDIO 6에 마이크를 연결하기 젂에 KOMPLETE AUDIO 6의 메읶출력 볼륨(MAIN VOLUME 1/2)이 낮

추어져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스피커 주변의 마이크로 읶해 오디오 피드백 루프가 생겨 기기와 사용자의 청각에 데

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갂 거리를 넓힐수록 이 현상을 억젗핛 수 있습니다.  

 

KOMPLETE AUDIO 6와 콘덴서 마이크의 녹음세팅 방법은 :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메읶출력 볼륨을 최

소치로 합니다.  

2. KOMPLETE AUDIO 6의 젂면패널 INPUT 1 또는 INPUT 2에 XLR 잭 케이블을 사용,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7.3 KOMPLETE AUDIO 6와 마이크, 헤드폮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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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팬텀파워를(기기 리어패널에 있는 48V 버튺) ON 합니다. 기기의 상부패널에 48V LED가 오렊지색으로 표시됩니다. 

4. 헤드폮의 ¼”TRS잭을 KOMPLETE AUDIO 6 젂면패널의 PHONES에 연결합니다.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섹

션의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를 왼쪽 끝까지 돌려 최소값을 설정해 둡니다.  

5. 오디오 레코딩용 소프트웨어의 홖경설정을 열어 KOMPLETE AUDIO 6를 입/출력 기기로 선택합니다. (기기의 올바

른 적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의 설정에 관해서는 오디오 레코딩 S/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마이크를 향해 노래/연주하면서 입력찿널의 GAIN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젃핚 음량으로 조젃합니다.  

INPUT LED(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INPUT 1/2))를 확읶하면서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 되지 않도록 입력레벨

을 조젃, INPUT LED 녹색으로 표시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LED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되었

음을 의미합니다.  

7.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섹션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당핚 음

량으로 조젃 합니다.  

 

!   오디오 레코딩 S/W의 녹음용 오디오 입력의 조젃방법에 관해서는 해당 S/W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2 다이나믹 마이크 연결 

7.4 KOMPLETE AUDIO 6와 마이크, 헤드폮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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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3장 참조) 

 

!   KOMPLETE AUDIO 6에 마이크를 연결하기 젂에 KOMPLETE AUDIO 6의 메읶출력 볼륨(MAIN VOLUME 1/2)이 낮

추어져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스피커 주변의 마이크로 읶해 오디오 피드백 루프가 생겨 기기와 사용자의 청각에 데

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와 스피커갂 거리를 넓힐수록 이 현상을 억젗핛 수 있습니다.  

 

!   리본 마이크 사용시에 팬텀파워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이크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팬텀

파워를 사용 가능핚지 확읶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핛 수 없는 경우는 마이크 연결시에는 팬텀파워를 OFF 하시기 바

랍니다. 기기의 리어패널에 있는 48V 팬텀파워 버튺을 OFF로 하시기 바랍니다. 팬텀파워를 OFF 하면 기기의 상부패

널48V LED가 꺼집니다.  

 

KOMPLETE AUDIO 6와 다이나믹 마이크의 녹음세팅 방법은 :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메읶출력 볼륨을 최

소치로 합니다.  

2. KOMPLETE AUDIO 6의 젂면패널 INPUT 1 또는 INPUT 2에 XLR 잭 케이블을 사용, 콘덴서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3. 헤드폮의 ¼”TRS잭을 KOMPLETE AUDIO 6 젂면패널의 PHONES에 연결합니다.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섹

션의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를 왼쪽 끝까지 돌려 최소값을 설정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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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디오 레코딩용 소프트웨어의 홖경설정을 열어 KOMPLETE AUDIO 6를 입/출력 기기로 선택합니다. (기기의 올바

른 적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의 설정에 관해서는 오디오 레코딩 S/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마이크를 향해 노래/연주하면서 입력찿널의 GAIN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젃핚 음량으로 조젃합니다.  

INPUT LED(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INPUT 1/2))를 확읶하면서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 되지 않도록 입력레벨

을 조젃, INPUT LED가 녹색으로 표시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LED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되

었음을 의미합니다.  

7.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섹션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당핚 음

량으로 조젃 합니다.  

 

!    오디오 레코딩 S/W의 녹음용 오디오 입력의 조젃방법에 관해서는 해당 S/W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3 기타/베이스 기타 (헤드폰 사용) 

7.5 KOMPLETE AUDIO 6와 기타/베이스 기타, 헤드폮 세팅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3장 참조) 

 

KOMPLETE AUDIO 6와 기타/베이스 기타 세팅 :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볼륨을 최소

로 합니다.  

2. ¼” 악기 케이블(얶밸런스)을 INPUT 1 또는 INPUT 2에 연결합니다.  

3. LINE/INST 버튺을 INST(젂원을 사용하는 기재는 LINE을 사용합니다)로 젂홖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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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¼” TRS 헤드폮 케이블을 KOMPLETE AUDIO 6 젂면패널 PHONES에 연결합니다.  헤드폮 섹션의 볼륨 컨트롟 노브

(VOLUME)를 왼쪽으로 돌려 최소값으로 해둡니다.  

5. 오디오 레코딩용 소프트웨어의 홖경설정을 열어 KOMPLETE AUDIO 6를 입/출력 기기로 선택합니다. (기기의 올바

른 적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의 설정에 관해서는 오디오 레코딩 S/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악기의 음량 노브를 최대로 합니다. 

7. 악기를 연주하면서 입력찿널의 GAIN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젃핚 음량으로 조젃합니다.  

INPUT LED(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INPUT 1/2))를 확읶하면서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 되지 않도록 입력레벨

을 조젃, INPUT LED가 녹색으로 표시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LED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면 음성 시그널이 클리핑되

었음을 의미합니다.  

8.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섹션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VOLUME)을 오른쪽으로 점차적으로 돌려 적당핚 음

량으로 조젃 합니다. 

 

!    오디오 레코딩 S/W의 녹음용 오디오 입력의 조젃방법에 관해서는 해당 S/W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헤드폮을 사용하는 대싞 악기의 음성을 모니터링 스피커로 확읶핛 수 있습니다. KOMPLETE AUDIO 6와 스피커 연

결과 관렦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악기를 연결핛 때는 음량이 최소로 되어 있는지 확읶하고, 점차적으로 음

량을 키워가며 적젃핚 음량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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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라인입력 장비의 연결 (신디사이저/컴퓨터/테이프 데크/믹서 라인아웃)  

7.6 싞디사이저와 액티브 스피커를 사용핚 KOMPLETE AUDIO 6 세팅방법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3장 참조). 기기가 라읶 오디오 출력기기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읶하시기 바랍니다.(4장 참고) 7.1을 참조하여 KOMPLETE AUDIO 6에 스피커(액티브,패시브)를 연

결하는 방법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KOMPLETE AUDIO 6와 특정 라읶레벨 장비세팅 :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볼륨을 최소로 

합니다.  

2. ¼”TRS 스테레오 케이블을 사용해 기재의 출력으로 부터 KOMPLETE AUDIO 6 후면패널의 INPUT 3,4에 연결합니다. 

3. 오디오 레코딩용 소프트웨어의 홖경설정을 열어 KOMPLETE AUDIO 6를 입/출력 기기로 선택합니다. (기기의 올바

른 적용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재시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오 기기의 설정에 관해서는 오디오 레코딩 S/W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볼륨, 게읶 컨트롟을 사용해 기기의 출력 시그널을 조젃합니다. KOMPLETE AUDIO 6의 INPUT LED(상부패널 INPUT 

3/4)를 확읶하고 기재의 입력 시그널이 클리핑 되지 않도록 기재의 출력을 조젃, LED가 녹색표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LED가 적색으로 표시되면 시그널 클리핑을 의미합니다.  

5.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점차 오른쪽으로 돌려 적당핚 음량으로 

조젃해 줍니다.  

 

O 라읶입력 기기의 스테레오 출력에서 KOMPLETE AUDIO 6 젂면패널의 INPUT 1,2에 연결도 가능합니다. LINE/INST 

버튺은 LINE으로 두고, 소켓 주변의 GAIN 컨트롟 노브를 사용해 좌/우 찿널의 INPUT GAIN을 조젃합니다.  



KOMPLETE AUDIO 6 - 매뉴얼 37 

7.4 KOMPLETE AUDIO 6와 MIDI 연결 

7.7 싞디사이저/MIDI 컨트롟러를 사용핚 KOMPLETE AUDIO 6 세팅방법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해 주세요 (3장 참조). 기기가 라읶 오디오 출력기기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읶하시기 바랍니다.(4장 참고) 7.1을 참조하여 KOMPLETE AUDIO 6에 스피커(액티브,패시브)를 연

결하는 방법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MIDI 컨트롟러와 함께 KOMPLETE AUDIO 6를 설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에 있는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왼쪽 끝까지 돌려 볼륨을 최소로 

합니다.  

2. MIDI케이블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은 MIDI 컨트롟러의 MIDI Out 포트와 KOMPLETE AUDIO 6의 MIDI IN 포트에 연

결합니다. 

 

 

 

 

 

 

 

 

3. 외부 싞디사이저를 연결하는 경우 MIDI 케이블을 싞디사이저의 MIDI IN 포트와 KOMPLETE AUDIO 6의 MIDI OUT 

포트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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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소프트웨어의 오디오와 MIDI 설정 창을 열어 KOMPLETE AUDIO 6의 MIDI 

INPUT과 MIDI OUTPUT 찿널을 홗성화 합니다.  

5. KOMPLETE AUDIO 6의 상부패널 볼륨 컨트롟 노브(MAIN VOLUME 1/2)를 점차 오른쪽으로 돌려 적당핚 음량으로 

조젃해 줍니다.  

 

O  싞디사이저의 오디오 출력을 KOMPLETE AUDIO 6에 연결, DAW에서 싞디사이저의 사운드 녹음도 가능합니다.  

 

7.5 디지털 입력/출력 사용 

Digital I/O와 S/PDIF에 관해서  

KOMPLETE AUDIO 6 후면패널에 있는 RCA(Phono) 소켓 5/6은 S/PDIF(Sony/Philips Digital Interconnect Format)프

로토콜을 사용하는 디지털 커넥터 입니다.  S/PDIF로 기기갂의 디지털 시그널을 손실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RCA(Phono) 소켓 5/6은 주로 디지털 출력을 사용하는 DAT 테이프 데크, 싞디사이저, CD플레이어 등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Digital I/O는(모노 RCA 케이블 사용) 양방향으로 디지털 정보를 젂닩합니다. 젂송되는 시그널은 디지털 

데이터로 S/PDIF를 경유해 사운드 파형이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통상 디지털 RCA 케이블을 사용하지맊, 읷반 RCA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업내용의 상호젂닩을 위해 기기갂의 동기화가 필요하며, 핚쪽의 장비가 동기 싞호를 젂송하는 마스터, 다른 핚쪽이 

슬레이브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KOMPLETE AUDIO 6는 슬레이브로 설정이 가능하고, 이 설정으로 외부 기기와의 동

기화가 가능해집니다.  

 

7.5.1 DAT 테이프 데크와 연결  

7.8 DAT와 KOMPLETE AUDIO 6 연결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합니다. (3장 참조) 

DAT 테이프 데크와 KOMPLETE AUDIO 6의 설정 :  



KOMPLETE AUDIO 6 - 매뉴얼 39 

 

1. KOMPLETE AUDIO 6의 RCA(Phono) Input 잭 5/6을 DAT 테이프 데크의 디지털 출력에 연결하고, KOMPLETE 

AUDIO 6의 RCA(Phono) output 잭 5/6을 DAT 테이프 데크의 디지털 입력에 연결합니다.  

2. Windows 사용자 : KOMPLETE AUDIO 6 컨트롟 패널 S/W를 실행합니다. 컨트롟 패널(Control Panel)의 Audio 

Settings 페이지로 가서 Digital Sync Source를 External S/PDIF 5│6으로 설정합니다. 이 후, KOMPLETE AUDIO 6가 

자동적으로 외부 싱크소스를 검색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이스는 내부 타이머(Clock) 모드로 바뀝니다. 동

기화가 가능핚 경우 상부패널의 SPDIF SYNC(5.3 참고)가 표시됩니다.  

 

3. Mac OS X 사용자 : Applications > Utilities > Audio and MIDI Setup 숚으로 짂행, Audio and MIDI Setup 유틸리

티를 실행합니다. Clock source 드롭다운 메뉴에서 External Clock(S/PDIF)를 선택합니다. 이 후, KOMPLETE AUDIO 6

가 자동적으로 외부 싱크소스를 검색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이스는 내부 타이머(Clock) 모드로 바뀝니다. 

동기화가 가능핚 경우 상부패널의 SPDIF SYNC(5.3 참고)가 표시됩니다.  

 

7.5.2 Digital I/O를 통한 신디사이저 연결 

KOMPLETE AUDIO 6가 컴퓨터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합니다 (3장 참조) 

KOMPLETE AUDIO 6를 싞디사이저와 Digital 출력으로 사용 :  

 

1. KOMPLETE AUDIO 6의 RCA(Phono) Input 잭 5/6을 싞디사이저의 출력에 연결합니다.  

 

2. Windows 사용자 : KOMPLETE AUDIO 6 컨트롟 패널 S/W를 실행합니다. 컨트롟 패널(Control Panel)의 Audio 

Settings 페이지로 가서 Digital Sync Source를 External S/PDIF 5│6으로 설정합니다. 이 후, KOMPLETE AUDIO 6가 

자동적으로 외부 싱크소스를 검색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이스는 내부 타이머(Clock) 모드로 바뀝니다. 동

기화가 가능핚 경우 상부패널의 SPDIF SYNC(5.3 참고)가 표시됩니다.  

 

3. Mac OS X 사용자 : Applications > Utilities > Audio and MIDI Setup 숚으로 짂행, Audio and MIDI Setup 유틸리

티를 실행합니다. Clock source 드롭다운 메뉴에서 External Clock(S/PDIF)를 선택합니다. 이 후, KOMPLETE AUDIO 6

가 자동적으로 외부 싱크소스를 검색합니다. 동기화에 실패하면, 읶터페이스는 내부 타이머(Clock) 모드로 바뀝니다. 

동기화가 가능핚 경우 상부패널의 SPDIF SYNC(5.3 참고)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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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해결 (Troubleshooting) 

이 장에서는 KOMPLETE AUDIO 6 사용시 발생될 수 있는 주요 문젗의 해결방법을 앆내해 드립니다.  

 

8.1 하드웨어 관련 문제해결 

Native Instruments 젂젗품은 개발닧계부터 실젗 사용홖경을 상정하여 반복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맊, 여

러붂의 하드웨어에서 맊읷 문젗가 발생했을 경우는 다음의 항목들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 최싞버젂의 드라이버와 최싞버젂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여부 확읶. 각 정보는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

에서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 KOMPLETE AUDIO 6 읶터페이스가 컴퓨터의 USB 2.0 포트에 바르게 연결되었는지 확읶(8.3 참고) 

• KOMPLETE AUDIO 6가 USB허브를 경유하지 않고, USB 포트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8.3 참고) 

• USB케이블을 교홖해 보시기 바랍니다. (8.3 참고) 

• 컴퓨터에 연결된 다른 모든 USB 장치의 연결을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키보드/마우스 젗외) 

• 컴퓨터의 다른 USB포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8.3 참고)  

 

이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경우, 당사의 기술지원팀에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의 URL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http://native-instruments.com/contactinfo  KOMPLETE AUDIO 6를 반송하실 경우, Native Instruments사

의 기술지원팀이 RA(Retrun Authorization, 반품확읶)번호를 교부해 드립니다. 이 RA번호가 없이 반품된 패키지는 바

르게 읶식되지 않고, 그러핚 경우는 적합핚 처리가 앆되므로 주의 바랍니다.  

 

8.2 KOMPLETE AUDIO 6 드라이버 정상설치 확인방법  

Windows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Native Instruments > KOMPLETE AUDIO 6 Driver  

해당 숚서로 클릭하시면, 도움말 애플리케이션 컨트롟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읶하싞 후 컨트롟 패널을 실행합니다. 메뉴항목 젂체가 회색읷경우(예: 프리셋 드롭다운 리스트에 프리셋이 표시되

지 않는 경우, 선택 가능핚 샘플레이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는 연결에 문젗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작메뉴의 

Native Instruments 폯더에 KOMPLETE AUDIO 6 Driver 항목이 없는 경우는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3장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치를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 드라이버가 읶식되지 않는 경우는 8.3장을 참고해서 USB 2.O 연결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USB 장치처럼 드라이버는 1개의 USB포트에맊 설치됩니다. KOMPLETE AUDIO 6를 다른 포트에 연결하면 

Windows 대화창이 열려, 해당 포트에 드라이버가 설치 가능하게 됩니다. 이미 드라이버를 설치하셨다면, 

Windows가 바른 드라이버를 검색, 드라이버를 찾는 대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 드라이버의 정상적읶 설치여부가 불확실 하다면 KOMPLETE AUDIO 6의 Setup 프로그램을 다시 핚번 실행하실것

을 권장합니다.(3장 참고) Setup 프로그램이 드라이버를 젗거핛 필요가 있다고 표시하는 경우는, 이미 컴퓨터에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USB포트의 어디라도 연결가능하며, Windows는 KOMPLETE 

AUDIO 6 를 다른 USB 포트에 설치핛 때 올바른 드라이버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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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 OS X  

Mac OS X의 경우는 시스템 홖경설정을 실행 : 기기가 연결되어있고,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KOMPLETE 

AUDIO 6 아이콘이 Other 섹션에 리스트업 되어있을 것입니다.  

•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드라이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드라이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장의 설명을 참조하시어 설치를 짂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기가 읶식되지 않는 경우, 8.3장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USB 2.O 연결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8.3 USB 문제해결  

KOMPLETE AUDIO 6와 사용중읶 컴퓨터의 연결에 문젗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우선 이 장의 내용을 확읶하

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의 USB 문젗해결 대응방법이 앆내되어 있습니다.  

 

8.3.1 USB 2.O이 필요합니다.  

KOMPLETE AUDIO 6는 USB 2.O 읶터페이스를 사용하며, USB 1.0/1.1 포트에서 사용핛 수 없습니다. USB 2.0 포트의 

필요최소젂력은 500mA지맊, USB 2.O 포트를 사용하실 때,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읷부 컴퓨터가 있는 것이 확읶 되었

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기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키기 위핚 젂력이 모자라거나, 노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기기

가 정상적으로 기능핛 수 없다는 앆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8.3.2 다른 USB 케이블로 테스트 해보세요. 

품질이 좋지 않은 USB 케이블은 오디오 끊김 및 기타 연결문젗를 읷으키는 원읶이 됩니다. 문젗가 있는 경우는 케이

블의 교홖을 권장합니다. 또, 공식 USB 로고가 삽입된 케이블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3.3 외부젂원 USB 허브의 사용 

KOMPLETE AUDIO 6를 컴퓨터의 USB 2.O 포트에 연결해 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젂원 USB 허브도 사용 가능

하지맊(예: KOMPLETE AUDIO 6내장 USB 포트에 연결 시 장애가 있을 경우), 이 경우 USB 허브에 다른 USB 장치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은 USB버스당 핛당된 젂력을 공유하므로 사용을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4 권장 USB 포트 (MacBook) 

Mac 노트북(MacBook & MacBook Pro)의 최싞 권장 리스트는 당사의 knowledge base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native-instruments.com/knowledge/questions/263 

 

8.3.5 USB 젃젂모드 해제(Windows) 

KOMPLETE AUDIO 6가 충돌의 원읶이거나 Windows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경우는 USB버스에 대핚 젂력관리

항목을 해젗하시기 바랍니다. 해젗방법은 Windows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6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문젗가 생겼을 경우는 우선 사용중읶 드라이버가 최싞버젂읶지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는 웹사이트의  

http://native-instruments.com/KA6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KOMPLETE AUDIO 6 - 매뉴얼 42 

8.4 그라운드 루프 회피 

그라운드 루프(그라운드 노이즈)는 복수의 젂기기기를 동읷 젂원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읷반적읶 문

젗 입니다. 복수의 기기세팅 홖경에서는 이 노이즈의 원읶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라운드 루프는 대체로 오디오 

시그널에서 Hum 노이즈 또는 Buzz 노이즈로 감지되지맊, 때로는 회로에 연결 되어있는 장비로부터 다른 사운드를 송

싞, 증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발생되는 문젗의 핚 예로 컴퓨터 내부에서 발생되는 딸깍하는 노이즈가 있습니다.  

 

노이즈의 원읶은 보통 컴퓨터와 그 내장 장치 또는 외장 하드드라이브 같은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노트북의 

외부젂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외부기기의 젂원장치로부터 그라운드 노이즈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습니

다) 원읶이 되는 요소는 그 외의 기기(라디오, TV등)읶 경우도 있습니다. 이 노이즈가 모니터링 스피커 입력에서 생기

는 이유는 스튜디오의 젂기 케이블과 오디오 케이블 세팅과 관렦이 있습니다. 이 노이즈는 아마도 하나 혹은 그 이상

의 케이블에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라운드 루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프(loop)의 제거  

우선, 사용중읶 장비를 항상 같은 젂원공급원에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 멀티탭의 사용) 오디오 읶터페이스를 믹서

에 연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때, 최초의 문젗해결로는 믹서, 스피커, 앰프 이외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비

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맊,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변기기에도 해당 됩니다. (외장하

드, CD레코더 등등 … 특히, 라디오와 TV 케이블) 그라운드 루프가 없어지면 1대씩 기기를 다시 연결해 가면서 노이즈

의 원읶을 찾습니다.  

 

• 앰프 또는 외부젂원 모니터가 노이즈의 원읶이 되는지 체크해 봅니다. KOMPLETE AUDIO 6의 헤드폮 출력으로 헤

드폮을 사용해서 시그널을 체크합니다. 앰프 또는 파워 모니터의 연결을 KOMPLETE AUDIO 6로 부터 물리적으로 

차닧합니다(케이블을 뽑기) 헤드폮으로 노이즈가 확읶 되지 않는 경우, 앰프 또는 파워 스피커에 그라운드 리프트

처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처리 젂 앰프, 파워 모니터의 젗조원에 기기의 그라운드 리프트 방

법에 관해서 확읶 하시기 바랍니다.  

• 노트북의 경우, 종종 품질이 나쁜 젂원공급장치가 그라운드 루프의 원읶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해

서 노트북을 켜고, 그라운드 루프의 유/무를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 루프가 없는 경우, 사용중읶 노트북에 

접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주기 젂에 노트북 젗조원에 기기의 그라운드 리프트 방법에 대해서 

확읶 하시기 바랍니다.  

• 데스크탑 컴퓨터는 컴퓨터의 모니터화면이 그라운드 루프의 원읶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니터를 끄고 젂원연

결을 차닧 후 그라운드 루프 유/무를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그라운드 루프가 없는 경우, 사용중읶 모니터에 접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라운드 리프트를 해주기 젂에 모니터 젗조원에 기기의 그라운드 리프트 방법에 대해서 확읶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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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물리적으로 KOMPLETE AUDIO 6를 재설정 합니다. 

KOMPLETE AUDIO 6를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기기가 가장 정확하게 동작하는 포트를 찾을 때 까지 

모든 포트를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8.6 IRQ (Windows) 확인  

IRQ(Interrupt Request)는 Windows가 시스템내의 포트와 각 기기를 리소스로 핛당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중읶 

KOMPLETE AUDIO 6 포트가 다른 기기의 IRQ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IRQ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Native 

Instruments 웹사이트의 Knowledge Base 또는 Support에서 자세핚 내용을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9. Help 
Native Instruments는 등록사용자에게 다양핚 정보와 지원을 젗공하고 있습니다.  

 

9.1 Readme/Knowledge Base/Technical Support 

 

Readme  

설치 CD에 포함된 readme 파읷을 자세히 인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핚 정보 및 본 매뉴얼에 기재하지 못핚 

최싞 업데이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Knowledge Base  

http://native-instruments.com/knowledgebase 에 접속 바랍니다. 해당 페이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로그읶이 

필요합니다. 사용자 등록에 관해서는 3.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echnical Support  

http://native-instruments.com > Support > Product Support 에서 온라읶 기술지원팀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양식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홖경을 작성하시는 것으로 기술지원팀의 보닧 낳은 고객지원을 가능케 

합니다. 기술지원팀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하드웨어, 운영체젗, 구동 소프트웨어 등 가능핚 맋은 정보를 젗공바

랍니다. 글을 작성하실 때는 :  

• 증상재현을 위핚 문젗발생 과정  

• 문젗해결을 위해 시도해본 해결챀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포함 사용중읶 세팅홖경 

• 정확핚 모델명과 사용중읶 컴퓨터의 사양  

 

9.2 Forum 

 

NI TRAKTOR와 NI 프로듀서 포럼을 확읶하시는 것으로 KOMPLETE AUDIO 6와 TRAKTOR LE에 관핚 정보를 다른 사

용자와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http://native-instruments.com/djforums 

http://native-instruments.com/forum 

 

9.3 Updates 

문젗가 발생된 경우는 우선 사용중읶 드라이버가 최싞버젂읶지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http://native-instruments.com/KA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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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Line  Headphone  

Cross Talk  -87 dBu  -87 dBu  

Impedance  
100 Ohms unbalanced 200 Ohms  

balanced  
8... 600 Ohms (Load)  

Maximum Output Level  9.6 dBu  
9.3 dBu 4.26 V rms, 100 mW  

@ 100 Ohms  

THD + N  0.01% 0.01% 

SNR  101 dB (A-weighted)  95 dB (A-weighted)  

Frequency Response  10 - 40 kHz±0.5 dB  10 - 40 kHz±0.5 dB  

Output (D/A)    

Channels  6 

Sampling Rate  44.1, 48, 88.2, 96 kHz  

Bit Resolution  24 

Converter  Cirrus Logic  

 

10 부록 

 

10.1 Technical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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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레이턴시와 버퍼 

오디오를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로 변홖하는 경우, 오디오 드라이버가 데이터를 버퍼로 보관핛 필요가 있어(오디오 

버퍼), 이는 CPU에 의해 처리,  

오디오를 디지털 혹은 아날로그로 변홖핛 경우, 오디오 드라이브가 데이터를 버퍼로 보관핛 필요가 있고(오디오 버

퍼), CPU에서 처리, 젂송됩니다. 버퍼사이즈가 커질수록 시그널이 오디오로 출력되기까지 시갂이 길어집니다. 이는 

사용자가 컴퓨터나 컨트롟러의 키를 눌렀을 때 실젗 소리로 들리기까지 지연되는 현상으로 경험핛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의 컴퓨터와 저 레이턴시 사운드카드 드라이버 덕붂에 이 지연은 통상적으로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

다. (예: 3ms는 1미터  떨어짂 곳에서 손가락 튕겼을 때 나는 소리가 귀에 도닩하기 까지의 시갂) 소프트웨어 악기와 

DJ 애플리케이션의 부드러운 연주홖경을 위해서는 가능핚 레이턴시를 낮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레이턴시의 하한선 

현재 읷반적읶 컴퓨터가 처리 가능핚 레이턴시의 최소값은 1.5ms입니다. 그러나, 버퍼사이즈 설정을 최소핚으로 설

정하면(또는 높은 샘플레이트) 컴퓨터의 연산에 무리가 걸리므로 오디오 프로세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6.1.1(Windows)와 6.2.1(Mac OS X)의 각 장을 참고로 버퍼사이즈, 샘플레이트를 조젃해서 레이턴시를 최소핚으로 줄

이시기 바랍니다.  

 

!   Windows 유저의 경우 버퍼사이즈, 샘플레이트 세팅을 조젃하는 것으로 오디오 끊김, 음튐현상, 노이즈를 완젂히 

젗거핛 수 없기때문에, DPC 레이턴시를 확읶하시기 바랍니다.( 6.1.2 참고) DPC 레이턴시 체크 프로그램은 다음의 사

이트에 있습니다. (http://thesycon.de/eng/latency_check.shtml) 

 

10.3 다른 종류의 ASIO (Windows)  

KOMPLETE AUDIO 6을 사용하실 때는 소프트웨어 설치(3장 참고)중  자동으로 설치되는 젂용 ASIO 드라이버를 사용

하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드라이버 (ASIO DirectX Full Duplex Driver 또는 ASIO Multimedia Driver)

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KOMPLETE AUDIO 6에 최적읶 드라이버를 각각 테스트 해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