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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는 기타 연주자들을에게 최적화 된
강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니다.

Sono는 12AX7 고전압의 강력한 밸브 앰프
채널을 지원하며 클래식 3밴드 톤 컨트롤, 
파워앰프, 그리고 Two Notes의 캐비닛 
시뮬레이션도 제공합니다. 

또한, 최고의 레코딩 사운드를 위한 2개의 오디언트
콘솔 마이크 프리 앰프와 ADAT 또는 S/PDIF를 
사용하는 인풋 확장용 옵티컬 인풋도 지원합니다.

Sono는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레코딩을 하거나 집 
혹은 야외에서 연주를 할 때도 언제나 찾게되는
메인 기타 장비가 될 것입니다. 

제품 특징:

• 클래식 밸브 기타 프리앰프  

• 2개의 콘솔 마이크 프리앰프  

• Two Notes 파워앰프 & 캐비닛 시뮬레이션  

• 3 밴드 톤 컨트롤  

•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3개의 하드웨어 프리셋 

• 리앰프 아웃풋  

• ADAT,S/PDIF를 통한 옵티컬 인풋 

• 통합 로우 레이턴시 DSP 믹서  

• 고품질 모니터 & 레드폰 아웃풋
 

• USB2.0 연결

오디언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펙트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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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 OverviewSono Overview

전원 스위치

기타 인풋 헤드폰
아웃풋

옵티컬 인풋

팬텀
전원 스위치

마이크/라인
인풋

USB C 인풋 스피커
아웃풋

리앰프
아웃풋

밸브 스위치12V DC 
전원 
인풋

마이크 프리 게인

밸브

표시등 

팬텀
전원

표시등

3밴드 톤
컨트롤 기타

프리앰프
인풋 게인

파워
앰프 드라이브

컨트롤

기타 프리앰프
아웃풋 볼륨

기타 프리앰프
아웃풋 미터

캐비빗 시뮬레이션
          선택

상태 표시등

모니터 믹스
컨트롤

헤드폰
아웃풋
레벨

스피커
아웃풋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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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정보박스 구성 & 설정

안전에 관한 중요한 설명 

DC 파워 어댑터를 제품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켤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안내를 제품 사용
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감전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설명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Sono 본체 자체는 고전압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AC/DC 서플라이를 연결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Sono 박스에 같이 동봉된 파워 서플라이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파워 서플라이 사용은 권장
하지 않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구매가 필요한 경우,
오디언트 고객센터 audient.com/support 를 통해
연락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udient.com/support

Sono는 스위치 모드를 통해 작동하는 2A의 아주
조용한 외부 파워 서플라이도 지원합니다. 
이 스위치 모드는 100V부터 240V까지 50/60Hz의
A.C 라인 전압을 수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
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명시된
제품 스펙 내의 전압 내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증 받은 전문 

서플라이나 제품을 개조하지 마십시오. 또한  
 소켓에 전원을 연결하기 전, 올바른 핀 어댑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밸브는 인증 받은 전문 기술가를 통해 교체를
받으셔야 합니다. 

Sono 박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Sono
• 12V DC 파워 서플라이/나라에 맞는 규격의 

어댑터
• USB 타입 C 케이블 
• USB Type C/A 변환 케이블 
• Quick Start Guide 

최신 소프트웨어, 각종 문서 및 제품 브로셔는
www.audient.com/products/sono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The 12V DC 파워 서플라이는 영국, 유럽, 미국,
그리고 호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ono를 즐겁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경고 !

전기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제품을 액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임의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인증 받은 기술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

기술자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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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인증서안전 정보 

FCC Part 15B

This apparatus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of a class-A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B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
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
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
cations.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1.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2.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receiver 

3. Connect the equipment into an outlet on 

receiver is connected. 

4.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안전에 관한 중요한 설명 

1. 이 설명서를 모두 읽어보십시오. 

2. 이 설명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지침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4. 아래 설명을 따라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물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6. 마른 천으로 닦으십시오. 

7. 라디에이터나 난로와 같이 열을 내는 
기구 혹은 앰프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8. 안전을 위한 그라운딩 타입 혹은 극성 처리된
플러그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그라운딩 타입의 
플러그는 2개의 날에 1개의 추가적인 날이 
있습니다. 이 추가 날은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전원 콘센트에 맞지 않는다면 전기기사와의
상담을 통해 콘센트를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9. 파워 코드가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곳에 설치해
플러그가 휘거나 파손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인증된 악세서리와 부품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0. 번개가 치거나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11. 인증된 서비스 센터에 제품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파워 서플라이 코드 또는 플러그가
손상되었거나 제품에 물을 쏟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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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설정

적합성 인증서

  We, Audient Ltd, Aspect House, Herriard, Hampshire, RG25 2PN, UK, 
  01256 381944,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Sono
  complies with Part 15 of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Audient Ltd has conformed where applicable, to the European Union’s Directive 
2002/95/EC on Restrictions of Hazardous Substances (RoHS) as well as the 
following sections of California law which refer to RoHS, namely sections 25214.10, 
25214.10.2, and 58012,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42475.2, Public Resources

Please note that Audient Sono is exempt from the EC 1275/2008 power 
management requirement for the following reason: 
 
Sono is designed with the musical instrument input being the primary functional 
input of the device. When a musical instrument is connected, Sono must be 
active to wait for a signal. During a recording session it can take a long time until 
a musical instrument is actually played. If Sono would go into a standby mode or 
similar, this will cause a disruption to a recording session as the user would expect 
the unit to be operational even if the musical instrument input is not being actively 
used.

  We, Audient Ltd, declare that the product, Sono, to which this declaration 
  relates, is in material conformity with the appropriate CE standards and directives
  for an audio product designed for consume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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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OS 설치맥OS 설치

4. 연결 다시 체크하기  

컴퓨터에서 Sono와 클럭킹 소스를 잘 인식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와 같이 탐색을 시작합니다.

Macintosh HD > Applications > System 
Preferences

Sono가 인풋 및 아웃풋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레코딩중 일어날 수 있는 딩동
거리는 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운드
비활성화를 추천합니다.

메뉴/태스크바 아이콘

맥OS에서 Sono 아이콘은 우측 상단 메뉴바에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통해 Sono의 기능을
더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Mixer 

이 기능은 사라진 믹서 윈도우를 다시 화면에
표시합니다. 

Quit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About Sono 

현재 Sono 믹서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표시합니다.

Visit Sono Knowledge Base

오디언트 헬프 데스크로 이동하여 유용한 
자료와 FAQ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eck for Updates

사용 가능한 최신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맥OS: 10.7.5 (라이온) 또는 이후 버전 (64 비트)
• 맥: Intel CPU, 최소 1GB의 RAM

최신 버전의 Sono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기

아래 링크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udient.com/products/downloads/sono

다운로드 받은 .pkg 파일을 열어 설치를 
시작합니다. 설치가 시작되면 설명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Sono 연결하기 

박스에 같이 동봉된 USB 케이블을 통해 Sono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12V DC 파워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상태등

제품이 연결되면 Sono의 상태등이 켜집니다. 

모든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문의는 오디언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인 
파워  

(100v - 240v)

USB 포트

만약 제품 사용중 상태등이 꺼지는 문제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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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설치윈도우 설치

4. 연결 다시 체크하기  

연결이 잘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탐색을 시작합니다:

PC Settings > Control Panel > Hardware and 
Sound > Sound

이제 Sono가 컴퓨터에서 잘 인식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값으로 설정’을 눌러
컴퓨터의 기본 사운드 디바이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ono의 인풋과 아웃풋을 모두 사용하려면 
‘플레이백’ 과 ‘레코딩’ 디바이스도 같이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Sono 아이콘

설치가 완료되면, Sono 아이콘은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아이콘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윈도우에서는 Sono의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컴퓨터에 연결되었을 때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메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3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윈도우7 또는 그 이상 (64 비트)
• 인텔 코어 2 @ 1.6 GHz, 혹은 동급의    

AMD
• 최소 1GB의 RAM  

Sono 연결하기

박스에 같이 동봉된 USB 케이블을 통해 Sono와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그 다음, 12V DC 파워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최신 버전의 Sono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받기

아래 링크에서 최선 버전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udient.com/products/downloads/sono

다운로드 받은 exe 파일을 열어 설치를 시작
합니다. 설치가 시작되면 설명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전에 컴퓨터와 Sono 
모두 재시작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태등

제품이 연결되면 Sono의 상태등이 켜집니다.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문의는 오디언트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메인 파워
 (100v - 240v)

USB 포트

만약 사용중 상태등이 꺼지는 문제가 있다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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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특징

하드웨어 특징

기타 프리앰프 채널

Sono는 기타 전용 채널에 고전압 12AX7 밸브를 
탑재했으며 클래식 밸브 앰프의 인풋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기타 프리앰프 채널과
완벽한 톤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채널의 신호 체인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각 체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룰 것입니다.

기타

밸브 스테이지 1

인풋 볼륨
컨트롤

3 밴드 톤 
컨트롤

밸브 스테이지 2

아웃풋 볼륨
컨트롤

아날로그/디지털
변환

Two Notes Torpedo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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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밴드 톤 컨트롤

이 3밴드 컨트롤은 저음, 중음, 고음 영역을 
대략 ±15 dB가량 높이거나 낮춥니다.

설정 방법은 주로 연주하는 장르와 사용하는 
기타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싱글 코일 픽업 기타를 사용하신다면 

반대로 올려서 복잡한 믹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메탈톤에는 저음과 중음을 더해 
사운드를 더 두껍고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웃풋 컨트롤

아웃풋 컨트롤은 신호를 A/D 컨버터로 피딩되기 전, 
두번째 밸브 스테이지 이후에 감쇄시킵니다.

이 뜻은 세츄레이션을 유발하는 상당한 양의 
게인 인풋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볼륨을 살짝
다시 줄여 A/D 컨버터가 원치 않는 강한 클립핑 
사운드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웃풋 컨트롤 옆에 위치한 미터는 A/D 컨버터로 
보내는 볼륨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게이지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호가 ‘Good’ 표시가 뜨도록 
아웃풋 볼륨을 조절합니다.

Two Notes Torpedo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캐비닛 시뮬레이션과 Sono의 온보드 
Two Notes 파워 앰프를 통과하는 기타 신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Sono의 드라이브 컨트롤은 파워 앰프 
시뮬레이션에 의한 세츄레이션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로 인해 최대 11개까지 튜닝된 다양한 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레벨 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작은 양의 드라이브는 블루스나 

재즈톤에 어울리는 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톤 조절 기능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9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채널 

Sono는 베이스를 포함해 다양한 기타와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습니다. 높은 저항의 벨브 
인풋은 클래식 코일 블루스 기타나 모던 엑티브
픽업 메탈 머신과 같은 악기를 사용해도 벨브 
앰프와 같은 반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타의 볼륨과 톤 컨트롤을 계속 조작하다 보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솔로 연주를 하는 도중 볼륨을 바꾸면 밸브 스테이지
에서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에
다이내믹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밸브 스테이지 1 & 2

Sono에 탑재된 12AX7 밸브는 유리 케이스 안에
2개의 다른 앰프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개의 밸브 스테이지중 첫번째는 Sono의 기타 
인풋 바로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번쨰
스테이지는 3밴드 톤 컨트롤과 아웃풋 볼륨 
컨트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밸브 스테이지들은 피드 되는 레벨을 높여 
음향적으로 세츄레이션을 더해 브레이크업 
혹은 왜곡을 생성합니다

인풋 밸브 스테이지는 Sono로 입력되는 레벨의 
양을 높여 음향적으로 세츄레이션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 설명되어 있는 것 같이 기타 아웃풋의 
볼륨을 높이면 가능합니다. 

같은 방식을 통해 두번째 스테이지를 왜곡시킬 수 
있지만 인풋 게인과 톤 컨트롤을 통해 세츄레이션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벨을 조금만 낮추면 밝게 빛나고 깨끗한 
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풋 컨트롤

이 인풋은 첫번째 밸브 스테이지 이후의 볼륨을 

레벨의 양에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스테이지를 
통해 톤에 영향을 끼치는 두번째 밸브 스테지에도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컨트롤을 계속 높이면
세츄레이션을 발생시키며 낮추면 산뜻하고 깨끗한 
톤을 생성합니다. 

컨트롤 합니다. 그 다음 3밴드 컨트롤로 피드중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음 부분을 살짝 줄여 거친 소리를 줄일 수 있으며 

Torpedo 프로세스는 다양한 캐비닛,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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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프리앰프

가능한 2개의 오디언트 콘솔 마이크 프리앰프를
제공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라지 포맷 콘솔에서 사용하는 
같은 마이크 프리앰프 이기 때문에 보컬 혹은 
기타 녹음을 하더라도 원하는 청량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게인 컨트롤은 아주 조용한 마이크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0 ~ 60 dB의 레인지를 
제공합니다. 

팬텀 파워가 필요한 마이크는 제품 뒷면에 있는
+48V 버튼을 누른 다음 사용하면 됩니다.

팬텀 파워는 각 채널당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채널에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다른
채널에서는 팬텀 파워로 인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리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ono는 동시에 2개의 인풋만 지원합니다.
기타가 기타 인풋에 연결되었다면 마이크1은 
신호 패스에서 제외됩니다. 

제품 뒷면에 있는 ‘To Valve’ 버튼을 누르면 
Mic/Line 1의 신호를 기타 채널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따뜻한 성향의 밸브를 추가하며 마이크
또는 라인 신호의 Torpedo 프로세싱을 조절하고
톤을 컨트롤 합니다.

예를 들어 보컬에 섬세함을 더하거나 신시사이저에
왜곡을 더할 수 있습니다. 

외부 프리앰프를 통해 연결하기 

Sono에서 제공하는 톤 보다 더 많고 다양한 톤을

Sono를 라인 인풋1에 연결하면 됩니다. 

Torpedo CAB 프로세스는 C.A.B 버튼을 3초가량 
누르고 있으면 바로 이 인풋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개의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C.A.B 버튼을 계속 누르면 설정을 저장할 수 있으며
A.B, 그리고 C 버튼을 짧게 누르면 버튼 위에 
위치한 3개의 등이 켜지며 선택한 설정을 
실행합니다. 

이제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저장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플레이 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Torpedo 작업은 C.A.B 버튼을 계속 눌러 언제든

Sono로 레코딩 하기

Sono를 통해 총 2개의 신호를 카피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Two Notes Torpedo 작업 과정을 
거칩니다. 

이펙트를 입힌 신호와 입히자 않는 신호를 섞어
재미있는 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리앰프 아웃풋에 관한 내용은 이 설명서에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Sono는 마이크에서 디바이스로 연결 시 사용

위해 외부 기타 프리앰프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Sono 하드웨어를 통해 Two Notes 설정 중에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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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아웃풋

Sono는 강력한 세미 Class AB 헤드폰 앰프가 
내장되어 있어 8~600Ω 레인지의 그 어떠한
헤드폰도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To Amp 아웃풋

DAW의 To Amp 아웃풋을 통해 앰프 또는 페달
보드로 오디오를 전송해 신호를 리앰프 할 수
있습니다.

To Amp 아웃풋을 통한 신호는 인스트루먼트 
레벨이 앰프나 페달의 인풋에 오버로드 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To Amp 아웃풋으로 오디오를 보내려면 사용중인 
DAW의 아웃풋3 (To Amp)로 신호를 보내고
To Amp 아웃풋에 잭을 연결하면 됩니다. 

내장된 To Amp 아웃풋은 잭 연결을 자동으로
감지해 라우팅을 자동으로 바꿉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그 어떠한 라우팅은 
무시하며 Sono는 모니터 믹스 컨트롤 하드웨어
에 의해 제어됩니다. 

모니터 & 헤드폰 컨트롤

모니터와 헤드폰 아웃풋을 따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믹스 컨트롤 

모니터 믹스 컨트롤을 통해 인풋에서만 듣거나
(제일 왼쪽으로 두었을 때), 컴퓨터에서 플레이백
을 하거나 (제일 오른쪽으로 두었을 때), 또는 
이 두가지를 섞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Software Controlled Mixer Mode’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모니터 믹스 컨트롤이 비활성화 됩니다.
소프트웨어 믹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29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인풋

옵티컬 인풋은 기본 TOSlink 커넥터이며 ADAT와
S/PDIF 인풋 모두를 지원합니다. 

옵티컬 연결은 또한 외부 소스에서 Sono를 클럭
하기 위한 클럭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클럭킹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 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아웃풋

제품 뒷면에 있는 아웃풋은 액티브 모니터 세트 
혹은 패시브 스피커 세트의 앰프로 전송합니다.

이 아웃풋은 밸런스드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와
Sono를 연결할때 XLR 또는 TRS와 같은 밸런스드
케이블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 아웃은 라인 레벨이며 하드웨어 컴프레서 혹은
EQ와 같은 아웃보드 기기를 피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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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흐름도

인풋1+2

스피커

헤드폰

To-Amp

디지털 인풋

DAW 플레이백 
1+2

DAW 플레이백
3

신호 흐름도

Neutrik

Neutrik

Mic1/
DI

No 
CAB

Mic 2

Digi 
1-8

+60dB

+60dB

인풋 감지
스위치 

기타
인풋

마이크 1

마이크 2

옵티컬 
인풋

Sono 아웃풋 흐름도

아웃풋은 Sono 자체의 모니터 믹스 컨트롤 혹은 
Sono 믹서를 사용하는, 총 2가지의 방법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 2가지 모드 작동에 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믹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no 모니터 믹스를 사용한 아웃풋

Sono의 To Amp 아웃풋은 잭을 연결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되며 DAC 아웃풋 3을 To Amp 아웃풋으로
다시 라우팅 한 다음 헤드폰 아웃풋은 DAC 1+2
대신 피드 됩니다. 

Sono 인풋 흐름도

아래 흐름도는 Sono를 통해 인풋 신호가 라우팅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잭을 연결하거나 꼽혀 있는 상태라면 기타 인풋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Mic 1은 스위치가 꺼지며
‘To Valve’ 버튼은 덮어 쓰이게 됩니다. 

C.A.B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Torpedo 프로세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A.B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프로세스가 바이패스 되며 스위치의 불이
꺼집니다. 

DAC
1+2

DAC
3

볼륨

볼륨

인풋 EQ 아웃풋

ADC

ADC

Torpedo 캐비닛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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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 Features

To- Amp 

인풋 1, 2 
& No Cab

디지털
인풋

DAW 플레이백
1+2

DAW 플레이백  
3+4

큐 믹서메인 믹서

DSP 믹서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Fader 
& Pan

DAW 
을 통과

To-Amp Jack 
Sensing

스피커

헤드폰

볼륨

볼륨

Sono 모니터 믹서를 사용하는 아웃풋

라우팅
메트릭스

DAC
1+2

DAC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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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 믹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시작하기

어플리케이션은 처음 시작하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맥OS에서는 우측 상단 시계   
옆에서 아이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작업 표시줄 우측 하단에서 
아이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 표시줄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 숨겨져 있는 아이콘들을 표시해 찾을 수
있습니다.

Sono 소프트웨어 사용은 큐 믹스나 옵티컬 인풋 
설정과 같은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선택이며
필수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만 연결해 최소한의 설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sono의 모니터 믹스 컨트롤을 통해 인풋 신호와 
백킹 트랙/클릭 트랙과 같이 DAW에서 플레이백 
되는 신호를 섞을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합니다. 

Show Mixer를 클릭해 Sono 믹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Sono의 하드웨어 모니터 믹스 
컨트롤이 중지되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알림창이 뜰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특징

Sono는 두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ono 어플리케이션

페이지 27- 37

Sono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큐 믹스나 옵티컬 
인풋 사용과 같은 Sono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wo notes Torpedo Remote

페이지 38 - 48

Two notes의 Torpedo Remote는 캐비닛, 마이크, 
파워 앰프, 그 외의 다양한 파라미터와 함께
캐비닛 시뮬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믹스에만 영향을 미치며 DAW로 피딩중인 
신호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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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o 어플리케이션 메뉴 

메뉴를 통해 Sono의 다양한 기능을 빠르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Mixer 

최소화 되어있는 믹서 윈도우를  앞으로 
불러옵니다. 

Quit

믹서 어플리케이션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About Sono 

iD 믹서 어플리케이션의 현재 버전 정보를
표시합니다. 

Visit Sono Knowledge Base

유용한 자료와 FAQ를 확인할 수 있는 
오디언트 헬프 데스크로 이동합니다.

 Check for Updates

오디언트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한 펌웨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는 버퍼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샘플 레이트 설정 (Windows 만)

Sono에서 사용할 샘플 레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Software Controlled Mixer Mode

Sono의 하드웨어 노브 또는 소프트웨어의 믹서를
통해 모니터 믹스를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oftware Controlled Mixer Mode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Sono의 모니터 믹스 컨트롤이 작동
하지 않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채널 

DAW 리턴 
채널

Mix Selection Pane

디지털 인풋
채널 

모니터 컨트롤

채널 뷰
옵션

ASIO 버퍼 사이즈 설정 (Windows 만)

DAW에서 사용하는 레이턴시를 늘리거나 줄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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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스트립 특징 

채널명

채널명을 표시합니다. 더블 클릭 후 채널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페이스 리버스 

신호의 극성을 180도 뒤집습니다. 제품 앞면과 뒷면의
기타 캡을 통해 마이킹할 때 2개의 신호를 페이스 
켄슬링 하는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팬 

모니터 믹스의 왼쪽 & 오른쪽 채널 또는 그 중간
으로 채널 전송이 가능합니다. 

 

스테레오 링크 

2개의 채널을 같이 연결해 하나의 스테레오 
채널같이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2개의 채널 팬은 가장 왼쪽과 오른쪽으로 
설정되며 2개의 팬은 하나로 합쳐집니다.

Solo & Mute

Solo는 현재 솔로 상태인 채널을 제외하고 모든
채널에서의 모니터링을 중지합니다. 

Mute는 이 채널의 모든 모니터링을 중지합니다.

채널 미터 

현재 인풋 레벨을 dBFS로 표시합니다.

채널 페이더

이 채널에서 -inf dB와 +10dB의 믹스로 전송되는
신호의 양을 조절합니다. 

Sono 믹스 채널 스트립

Sono 믹서 어플리케이션은 DAW 리턴이나 인풋을
모니터링 하는 다수의 채널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믹서의 채널 스트립은 아래와 같습니다:

Mic 1/DI

이 채널은 Sono 뒷면에 있는  Mic/Line 1이나 
앞에 있는 기타 인풋용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타 인풋에 잭이 연결되었다면, Mic/Line 
인풋은 꺼집니다. 

Mic 2

제품 뒤에 있는 Mic/Line 2 커넥터에 있는
신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o C.A.B

이 채널은 Mic 1/DI 채널의 복사본이지만 
Two Notes Torpedo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습니다.
리앰프를 위한 깨끗한 기타 신호를 필요로 할 때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Digi 1-8

최대 8개의 추가 인풋 채널을 지원하는 옵티컬 
커넥터의 인풋입니다. S/PDIF 또는 ADAT, 그리고
샘플 레이트에 따라 Digi 채널의 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DAW 1+2

사용중인 DAW의 아웃풋 1+2이며 대부분의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플레이백 기본값으로 설정한
아웃풋입니다. 

DAW 3+4

DAW 3+4는 사용중인 DAW의 아웃풋 3과4를 
합친 것입니다. DAW에서 더 많은 복잡한 모니터 
믹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DAW 3는 또한 
To Amp 아웃풋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채널명

페이스
리버스

스테레오 링크

팬

채널 미터
미터 

  Solo & Mute
(솔로 & 음소거)

채널 
페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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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ix

시스템 패널 (System Panel)

시스템 패널은 믹서 어플리케이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Sono 어플리케이션의 고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디바이스의 성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패널 접근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View > Show System Panel

시스템 패널 오버뷰:

마스터 섹션 (Master Section)

믹서의 가장 왼쪽은 마스터 섹션입니다. 이 믹서는

하나 이상의 글로벌 스케일에 영향을 줍니다.

마스터 믹스 (Master Mix)

현재 활성화된 믹스를 메인 믹스로 바꿉니다.
메인 스피커로 신호를 보내는 엔지니어를 위한
믹스입니다. 

큐 (Cue)

큐 믹스를 현재 활성화된 믹스로 설정합니다.
이 믹서는 녹색으로 설정되었음을 알립니다. 

보통 헤드폰을 통해 믹스를 듣는 아티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큐 솔로 (Cue Solo)

보통 모니터링 패스를 통해 큐 믹스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헤드폰을 통해 아티스트에게  
큐 믹스를 보내기 전, 빠르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채널 뷰 (Channel View)

사용하지 않는 채널을 제거해 페이더 그룹을 
숨길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채널 (MIC), 
옵티컬 인풋 (OPT) 또는 DAW 리턴 (DAW)을 
선택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 컨트롤 (Monitor Controls)

최상의 사운드를 얻기 위한 모니터링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TB - 토크백을 활성화/비활성화 합니다. 토크백
설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38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ø - 한 채널의 페이스를 뒤집어 아웃풋을 모노로 
합치며 스테레오 필드의 중앙에 위치한 오디오를
상쇄합니다. 이로 인해 보통 풀 스테레오도 재생 
시 들을 수 없는 사운드를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모노 (Mono) - 모노와의 호환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웃풋을 모노로 합칩니다. 

스피커 & 헤드폰 음소거 - 헤드폰 또는 모니터 
아웃풋으로 전송되는 모든 오디오를 차단합니다.
아웃풋이 음소거 되었다면 작은 ‘x’ 로 표시가
됩니다. 

 

옵티컬 
포맷 토크백 

설정

라우팅 
메트릭스

선호하는
클럭 소스

모노 모드

딤 트림

마스터
믹스 

모니터
컨트롤

채널 뷰

큐

큐
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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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백 설정 (Talkback Setup) 

토크백 기능을 통해 아티스트가 작업중에도
소통을 하거나 작업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디지털 인풋을 포함한 Sono의 모든 인풋을 통해 
마이크 토크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컴퓨터에 내장된 마이크 또는
USB방식의 마이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패널의 토크백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스

내장된 인풋과 외부 마이크 소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소스 오디오 설정

현재 연결된 디바이스중, 어떤 외부 디바이스를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옵티컬 포맷 (Optical Format)

연결할 디바이스에 따라 옵티컬 인풋에 사용할
ADAT 혹은 S/PDIF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클럭 소스 (Preferred Clock Source) 

사용할 클럭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Internal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옵티컬 포트를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를 사용한다면 DIG1 클럭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바이스를 선택하면 현재 클럭 상태를
다른 색상으로 표시합니다. 

빨간색 - 유효한 클럭 없음. 연결 상태를 확인 후 
올바른 옵티컬 포맷이 선택되었는지 확인 필요.

주황색 - 유효한 클럭이 있지만 샘플 레이트가 
옳바르지 않음. Sono 또는 외부 디바이스의 샘플
레이트 조절 필요.

초록색 - 올바른 샘플 레이트의 유효한 클럭 있음.
사용해도 좋음. 

모노 모드 (Mono Mode) 

모노 모드가 활성화 되어 있을때 사용할 모니터
아웃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딤 트림 (Dim Trim)

토크백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메인 모니터 아웃풋을
얼마나 dim 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우팅 매트릭스 (Routing Matrix)

모니터와 헤드폰 아웃풋용 사운드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인 믹스 (Main Mix) - 믹서 내에서 생성할 수 있는 
메인 믹스입니다. Sono에서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큐 믹스 (Cue Mix) - 큐 믹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믹서를 통해 생성된 믹스입니다. 헤드폰을 사용하는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두번째 믹스를 설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DAW THRU - 라우팅이나 감쇄 없이 컴퓨터에서
오디오를 곧바로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DAW 
THRU 모드를 선택한 다음, DAW에서 오디오를
아웃풋 1+2로 보내면 모니터 아웃풋을 통해
풀볼륨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모니터 컨트롤러 혹은 아웃보드 기기를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인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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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보드 단축키 목록

믹서 어플리케이션의 간편한 사용을 위한
단축키 모음입니다. 

위치   맥    윈도우   설명
  
Faders  Alt + Click  Alt + Click  페이더를 통함 게인으로 리셋 (0dB) 

Pans   Alt + Click  Alt + Click  팬 포트를 중앙으로 리셋
           

Solos   Cmd + Click         Ctrl + Click  솔로로 설정된 채널을 클릭하여 모든 
         솔로 삭제  

         솔로로 설정이 되지 않은 채널을 클릭해  
                         모든 솔로위에 덮어 쓰기 (솔로만 해당)              
          

Meters  Alt + Click  Alt + Click  피크 홀드 표시등을 클릭해 모든 클릭  
                 표시등 삭제        

Mixer Screen  Cmd + S  Ctrl + S  믹서 설정을 저장합니다.
   Cmd + O  Ctrl + O  믹서 설정을 불러옵니다.  

View Modes                Cmd + 1  Ctrl + 1  마이크/라인 인풋을 살펴봅니다.
   Cmd + 2  Ctrl + 2  옵티컬 (디지털) 인풋을 살펴봅니다.
   Cmd + 3  Ctrl + 3  DAW 믹스 인풋을 살펴봅니다. 
   Cmd + 4  Ctrl + 4  시스템 패널을 살펴봅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오디언트는 새로운 기능 추가, 호환성 향상, 
그리고 버그 수정을 위해 필요에 따라 펌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Setup 메뉴에서 Check for update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한 업데이트가 있다면 어플리케이션은
업데이트 서버에 접속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Next를 클릭하면 현재 Sono에서 재생중인
모든 플레이백이 중지됩니다. 

Update를 클릭하면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반복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전원 버튼을 
눌러 Sono의 전원을 완전히 끈 다음, 몇 초간 

믹서 프리셋 저장 & 불러오기

자주 사용하는 믹서 설정은 프리셋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File > Save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제 프리셋명을 정한 다음 save를 클릭하면
완료입니다. 또한, Export Mixer Configuration
to File을 눌러 친구에게 프리셋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장된 믹서 설정은 File > Open으로 불러옵니다.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Load from File을 클릭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프리셋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ono의 전원이 수번 켜졌다 꺼짐을

기다린 후 다시 전원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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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Two notes 
리모트 소프트웨어

Sono에는 Two Note의 Torpedo 캐비닛
시뮬레이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데스크탑에서 편하게 현실감 넘치며 펀치가
느껴지는 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rpede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캐비닛, 
사용한 마이크, 레코딩한 룸과 같은 다양한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오버뷰:

레벨 미터 아웃풋 볼륨

마이크 선택

파워 앰프 
설정

캐니빗 선택

룸 선택
프리셋 선택

캐비닛 검색

톤 설정

마이크 거리

Contour 
컨트롤

프리셋 레벨 



42 43

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초기 설정

Torpedo 리모트 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하면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이미 Two Notes 계정이 있다면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계정 생성은 Sign up 버튼을 클릭해 진행합니다.

로그인하면 디바이스 랙에서 Sono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Sono가 없다면 USB 연결과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no를 클릭해 리모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Sono를 계정에 등록해야 합니다.

Register을 클릭한 다음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계정에 디바이스가 추가되면, Sono에 포함되어 
있는 20개의 캐비닛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rpedo 리모트 소프트웨어를 통해 다운로드를 
실행하며 인터넷 연결 상태에 따라 시간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완벽한 톤을 만들어볼 시간입니다!

캐비닛은 작은 싱글 사이즈 스피커에서부터 8개의
스피커가 있는 대형 사이즈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containing upwards of 8 speakers. 

캐비닛의 설계 방식과 내장된 스피커는 사운드를
드라마틱하게 바꾸며 주위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비닛은  Cabinet Selection Menu 또는 캐비닛 옵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은 내부에 위치한 스피커의 개수와 사이즈에
따라 나뉩니다. 기타 캐비닛과 베이스 캐비닛으로
나뉘기도 하며 베이스 캐비닛은 저음역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또한 검색 기능을 통해 찾고자 하는 캐비닛을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Sono는 대부분의 캐비닛과 호환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Two Notes 스토어에서 
더 많은 캐비닛을 구매해 톤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store.two-notes.com/en/

소유하고 있지 않은 캐비닛은 매분마다 소리가
끊기게 재생되는 미리 보기 형식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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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캐비닛과 마이크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녹음할 환경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화면 상단에 위치한 Change Room 화살표를 눌러
캐비닛을 설치할 룸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Studio A

짧고 둔탁한 리버브를 위해 사운드 흡입이 가능한 
작은 라이브 룸입니다. 

Studio B

더 길어진 리버브 시간과 사운드를 반사하는 벽이 
있는 더 큰 라이브 룸입니다.

Basement

돌로 이루어진 벽을 통해 사운드 댐핑을 최소화해 
충분한 사운드 반사를 도와주는 룸입니다.

Loft

적당한 사운드 댐핑과 사운드 반사를 지원하는 
중간 사이즈의 룸입니다.

Hall A

중간 정도의 리버브 시간을 지원하는 작은 
라이브홀 입니다.

Hall B 

커튼에서부터 관객석까지 사운드 댐핑이 있지만 
더 긴 리버브를 지원하는 더 큰 홀입니다.

Crypt

단단한 돌로 이루어진 벽을 통해 긴 리버브 시간과 
초반 사운드 반사를 충분히 지원하는 동굴 모양의
룸 입니다.  

Cathedral 

긴 리버브와 초반 사운드 반사의 더 길어진 
프리 딜레이를 통한 큰 공간입니다. 

룸 선택하기  

캐비닛의 사운드를 수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Two Notes Torpedo
는 다양한 마이크와 함께 가상 캐비닛을 지원합니다.

따뜻하며 편한 사운드는 빈티지 리본 마이크를 
선택하시면 되며 펀치가 느껴지는 사운드는 다이내믹 
마이크, 그리고 정확한 사운드를 위해서는 콘덴서
마이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Torpedo 리모트 소프트웨어에서 마이크 옆에 있는
화살표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마이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캐비닛과 마이크의 거리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를 캐비닛과 가까이 할수록 더 직접적인 
사운드를 얻을 수 있으며 멀리 떨어뜨려 놓을수록 
더 많은 리버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펙트 랙에서 Distance 옵션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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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저장하기 (Saving Presets)

이제 Sono에 있는 C.A.B 프리셋 슬롯 중 한곳에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C.A.B 프리셋은 Sono의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더라도 최대 3개의 설정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Torpedo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사용중인 랙의 
우측상단에 위치한 SAVE를 누르면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3개의 슬롯 중 원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프리셋을 덮어 씌어 저장하면 기존  프리셋은 
삭제되고 되돌릴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개 이상의 프리셋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Computer’ 탭을 클릭한 다음 프리셋 명을 지정한 
다음 save를 클릭합니다.

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의 프리셋 매니저 창에서 
프리셋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으로 프리셋을 드래그 해서 Sono의 3개의 
프리셋 슬롯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프리셋을 드래그해 쓰레기통으로 
옮겨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펙트 랙을 통해 전체적인 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파워 앰프 (Power Amp) 

시뮬레이션된 파워 앰프의 세츄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파워 앰프 세츄레이션 설정입니다. 

Sono에 있는 Drive 노브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 
있으며 Sono를 사용중인 동안에는 Power Amp 
노브가 락이 걸립니다. 

Contour

중음에 중점을 둔 ‘Vintage’와 중음보다 저음과 
고음에 중점을 둔 ‘Modern’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중간 성향은 마찬가지로 노브를 중간에 
두면 됩니다. 

톤 (Tone)

청량하게 빛나는 고음을 원한다면 ‘Bright’,
어둡고 울리는 저음을 원한다면 ‘Dark’를 선택하며 
중간의 성향은 노브를 가운데에 주면 됩니다. 

프리셋 & 아웃풋 레벨 (Preset & Output Level) 

이제 여러분 만의 프리셋과 아웃풋 레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캐비닛 설정은 다른 캐비닛설정보다 
살짝 더 클 수 있으며 프리셋 레벨은 현재 설정과 다른 
설정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아웃풋 레벨은 DAW에서 
클리핑 현상이 일어나거나 중요한 시점에서 플레이백이 
살짝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톤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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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설정 가이드

Torpedo 리모트 어플리케이션

캐비닛 매니저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실행할 수 있는 캐비닛 매니저 
창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캐비닛을 확인할 수 있으며 
Sono에 최대 3개의 캐비닛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캐비닛을 슬롯에 드래그해 간단히 Sono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슬롯이 꽉 찼다면, 기존의 캐비닛을 제거한
다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ono에 캐비닛 저장 후 사용하려면 캐비닛 
매니저를 통해 옮겨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택한 캐비닛 대신 일반 캐비닛이 
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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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프로 (Logic Pro) 설정프로 툴 (Pro Tools) 설정 

프로 툴 실행 

사용설명서대로 Sono를 성공적으로 설치했다면, 
프로 툴을 실행하고 적당한 샘플 레이트 (내부 
클럭킹인 경우) 또는 클럭 소스(외부 클럭킹인 경우)
로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프로젝트를 열기 전에 iD 

사이즈 설정을 확인합니다.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프로 툴 재시작이 필요합니다. 

플레이백 엔진 (Playback Engine)

Setup > Playback Engine으로 이동한 다음
플레이백 디바이스에서 Sono가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I/O 설정 (I/O Setup)

Setup > I/O로 이동해 인풋 & 아웃풋 명을 정해준 
다음 프로 툴과 Sono에서 11개의 인풋과 4개의
아웃풋을 제대로 인식하는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아날로그 인풋 1-4은 Sono 믹서 내의 
DAW 플레이백 채널입니다. . Sono 믹서 또는 
프로 툴에서 물리적인 아웃풋을 통해 직접 
유선으로 연결된 환경을 통해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프로 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용 설명서나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rpedo 프로세스를 바이패스하는 No CAB 인풋은 
채널 11을 통해 전송이 됩니다. 리앰프 작업을 위해 
복사한 깨끗한 신호를 레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no를 통해 인풋을 모니터링 할때는 DAW의 

0에 가까운 레이턴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 작업 시 Sono 믹서를 인풋 신호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신다면 로직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해서 페이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딜레이 된 소프트웨어 모니터링 신호와 낮은 
레이턴시의 DSP 신호 사이에서 같은 소스가 짧게 
두 번 들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I/O 할당하기 (Assigning I/O)

Sono의 모든 인풋과 아웃풋 채널은 로직에서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총 12개의 인풋과 4개의 
아웃풋이 표시됩니다. 

Torpedo 프로세스를 바이패스하는 No CAB 인풋은 
채널 11을 통해 전송이 됩니다. 리앰프 작업을 위해 
복사한 깨끗한 신호를 레코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능에 따라 원하는 대로 인풋과 아웃풋에 원하는 명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정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Mix > I/O Labels

로직 프로 실행

Sono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 아래를 
참고해 로직 프로를 실행합니다: 

Logic Pro > Preferences > Audio

Sono가 오디오 디바이스로 활성화되어 있는지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플레이백시 CPU 로딩과 
안정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버퍼 사이즈를 

오디오의 왜곡, 튀는 소리 등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레이턴시와 레이턴시와 버퍼 

인풋 모니터링을 꺼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확인한 다음 시스템 레이턴시에 영향을 주는 버퍼

높여보십시오. 이 문제는 “오버로드” 에러,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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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 (Cubase) 설정로직 프로 (Logic Pro) 설정

메뉴에서 Sono를 선택해 Cubase/Nuendo가 
Sono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확인했다면 ‘Switch’를 클릭해 진행합니다.

디바이스 메뉴에서 Sono를 선택합니다.
사진과 같이 클럭 소스와 함께 I/O 포트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Sono의 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ADAT 혹은 SPDIF를 
통해 클럭킹 하는 경우 Externally Clocked를 
꼭 선택해야 합니다

큐베이스 / 누엔도 실행하기 

Sono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면, 
아래를 참고해 Cubase/Neundo를 실행합니다. 

Studio > Studio Setup

디바이스 메뉴에서 VST Audio System을 
선택합니다. 

로직 프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애플 사용자 매뉴얼 또는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로직 프로 실행하기 

만약 ADAT 또는 S/PDIF와 같은 외부 클럭 소스를 
사용할 경우, 로직 프로 프로젝트의 샘플 레이트와 
같도록 설정합니다. 같지 않으면 사운드가 
날카롭거나 플랫할 수 있습니다.

File > Project Settings > Audio

Sono의 내부 클럭을 사용할 경우 로직 프로를  
통해 샘플 레이트를 조절하면 다음 세션에서  
샘플 레이트를 업데이트 합니다. 

리클럭킹을 하면 동안 시스템이 조금씩 멈출 수 
있으며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Audio MIDI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cintosh HD > Applications >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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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 ARC큐베이스 (Cubase) 설정

Audient Help Desk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Sono, including 
FAQs and troubleshooting can be found on 
our online help centre.

audient.com/support

Our Help centre is regularly updated with 
information to give tips and tricks on how to 
use Sono, as well as guides on how to avoid or 
resolve common issues.

If further assistance is required then you can 
also submit a support ticket through our help 
centre and one of our support team will be 
happy to assist you. 

Audient ARC - Free Software

At Audient ARC, you will find a comprehensive 

the industry’s leading innovators. All you 
have to do is register your product and take 

Make your account and register your Sono at: 

arc.audient.com

이제 큐베이스 / 누엔도에서 모든 버스가 생성이 
되었는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세션에서 
모든 포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버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풋/아웃풋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입 (모노/스테레오)도 설정이 가능하며 
VST 컨트롤 룸 섹션 또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Steinberg 
사용 설명서나 관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DAW에서 설정하기 

너무나도 다양한 DAW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서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사용하시는 DAW 설명서를 
참고하여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오디언트 고객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udient.com/support

컨트롤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레코딩을
하며 iD 믹서를 인풋 모니터링 용으로 사용할 
경우, CPU의 로딩을 상당량 줄일 수 있습니다. 

I/O 포트는 디바이스 패널에서 사용 용도에 
따라 원하는 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 모니터나 헤드폰). 

디바이스 설정 패널을 닫은 다음 
Studio Connection 패널을 탐색합니다. 

Studio >Studio  Connections (F4)

버퍼 사이즈는 VST 디바이스 디스플레이에 있는 

http://audient.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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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술 제원

Warranty

The Audient warranty period for any product purchased is 12 months from the date of the original 
purchase.

• The warranty is not transferable to a second user. 

• Audient products are built using the latest manufacturing technology, tested to the highest 
possible standards and by using premium components this should result in providing you with 
reliable performance for many years. 

• The warranty is return to base, meaning the unit must be returned, carriage paid, to the Dealer you 
purchased the unit from or the exclusive territory Distributor responsible for the country in which 
you purchased the product 

• Some of the products returned under warranty are found not to exhibit any fault at all when they 
are retested at our Service Centre’s so it’s always useful to contact our Support team first to try to 
avoid inconvenience to you at  support@audient.com 

• 
warranty period please contact either Audient support or the dealer that you purchased the 
Audient product from 

• In the event of a component or manufacturing defect becoming evident during the warranty 
period, Audient will ensure that the product is repaired free of charge or replaced 

• Whilst this warranty is provided by Audient, the warranty obligations are fulfilled by the exclusive 
territory Distributor responsible for the country in which you purchased the product. 

• The Dealer will advise you of the appropriate procedure for resolving the warranty issue. 

• In every case it will be necessary to provide a copy of the original invoice or Dealer purchase 
receipt to the Distributor. 

• In the event that you are unable to provide proof of purchase directly then you should contact 
the Dealer from whom you purchased the product and attempt to obtain proof of purchase from 
them. The Dealer | Distributor will then advise the procedure to follow. 

• 
(defined as a Dealer which has purchased the product directly from Audient in the UK, or one of 
our Authorised Distributors outside the UK).

 

MICROPHONE PREAMPLIFIER:   
 
    
MIC GAIN: 0 to +60 dB   
LINE GAIN: -10 to +50 dB   
PHANTOM POWER: 48v +/-4v @ 10mA/Channel  
MIC EIN: -128dBu   
CMRR: >80dB @ 1kHz   
MAXIMUM INPUT LEVEL: +16dBu   
INPUT IMPEDANCE (Mic): >3kΩ Balanced   
INPUT IMPEDANCE (Line): >10kΩ Balanced  
FREQUENCY RESPONSE: +/-0.5dB 10Hz to 22kHz  
CROSSTALK: <-90dB @ 1kHz & 10kHz   
THD+N @ 0dBu (1kHz): 0.003% (-96dBu)   
SNR: 96dB A-Weighted  
XLR: Pin 2 (Hot), Pin 3 (Cold) & Pin 1 (Shield)   
1/4” JACK: TIP (Hot), RING (Cold) & SLEEVE (Shield)  
 
    
D.I:    
    
D.I MAX GAIN: 20 dB   
MAXIMUM INPUT LEVEL (at unity gain): +4dBu   
INPUT IMPEDANCE: 1MegΩ Unbalanced  
FREQUENCY RESPONSE: ±3dB - 10Hz to 22kHz  
THD+N @ 0dBu (1kHz): 1.50%   
SNR: 90dB   
1/4” JACK: TIP (Hot) & SLEEVE (Shield)   
    
    
ADC INPUTS:    
    
MAXIMUM INPUT LEVEL: 16dBu   
DIGITAL REFERENCE LEVEL: 0dBFS = +16dBu   
FREQUENCY RESPONSE: +/-0.5dB 10Hz to Fs/2  
CROSSTALK: <-115dB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15%   
DYNAMIC RANGE: 115dB A-weighted   
    
SPEAKER OUTPUTS:    
    
MAXIMUM OUTPUT LEVEL: +16dBu   
DIGITAL REFERENCE LEVEL: 0dBFS = +16dBu   
OUTPUT IMPEDANCE: <100Ω Balanced   
FREQUENCY RESPONSE: +/-0.5dB 10Hz to Fs/2  
CROSSTALK: <-120dB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15%   
DYNAMIC RANGE: 114dB A-weighted   
1/4” JACK: TIP (Hot), RING (Cold) & SLEEVE (Shield)  
 
    
HEADPHONE OUTPUT:    
    
MAXIMUM OUTPUT LEVEL: +16dBu   
DIGITAL REFERENCE LEVEL: 0dBFS = +16dBu   
OUTPUT IMPEDANCE: <50Ω Balanced   
FREQUENCY RESPONSE: +/-0.5dB 10Hz to Fs/2  
CROSSTALK: -90dB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2%   
DYNAMIC RANGE: 114dB A-weighted   
MAX LEVEL INTO 30ohms: +10dBu, 0.0015% THD+N, 3.7Vpk Power: 
456mW or Pavg 228mW   
MAX LEVEL INTO 60ohms: +13.5dBu, 0.0015% THD+N, 5.17Vpk 
Power: 445mW or Pavg 222mW   
MAX LEVEL INTO 600ohms: +15.8dBu, 0.0015% THD+N, 6.77Vpk 
Power: 76mW or Pavg 38mW     
1/4” JACK: TIP (Hot), RING (Cold) & SLEEVE (Shield)  
 
 
   
    

TO-AMP OUTPUT:    
    
MAXIMUM OUTPUT LEVEL: -12dBu   
DIGITAL REFERENCE LEVEL: 0dBFS = -12dBu   
OUTPUT IMPEDANCE: <50Ω Balanced   
FREQUENCY RESPONSE: +/-0.5dB 10Hz to Fs/2  
THD+N @ -1dBFS (1kHz): <0.002%   
DYNAMIC RANGE: 95dB A-weighted   
1/4” JACK: TIP (Hot) and SLEEVE (Shield)  
 
    
DIGITAL (TOSLINK) INPUT:
    
ADAT 8 CHANNELS  44.1 - 48kHz  
ADAT 4 CHANNELS (SMUX) 88.2 - 96kHZ   
STEREO S/PDIF  44.1 - 96kHz  
 
    
    
USB 2.0 HIGH SPEED
    
No. of INPUT CHANNELS 10 (2 Analogue, 8 Digital) 
No. of OUTPUT CHANNELS 4 (4 Analogue)  
Connector: USB Type-C   
Included Cables: 1.5m USB 2.0 Type-C to USB Type-C  
                   1.5m USB 2.0 Type-C to USB Type-A  
 
    
Sono DSP Mixer Round-trip (in to out) Latency:   
 
Without Torpedo Processing 
  
44.1 kHz 0.677ms     
48.0 kHz 0.625ms    
88.2 kHz 0.354ms     
96.0 kHz 0.3236ms       
 
With Torpedo Processing     
 
44.1 kHz 4.63ms  
48.0 kHz 4.18ms  
88.2 kHz 3.26ms  
96.0 kHz 2.99ms 

    
POWER SUPPLY: 
   
12VDC Centre Positive DC Adapter - 2Amps   
Internally conditioned to provide +48VDC, +/-12VDC & low voltage 
rails for digital processing core & converters.

Sono cannot be bus powered for quality reasons.   
 
    
WEIGHTS & DIMS:
    
Weights: Unit: 1.25kg  
Packaged: 2.0kg
  
Unit Dimensions:  229mm (w) x 67mm (h) x 165mm (d) 
Packaged Dimensions: 315mm (w) x 112mm (h) x 226m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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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워런티

Service Information

Sono contains no user-serviceable components, please refer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for 
diagnosis and repair. Your warranty will be void if you tamper with the device at component level. If you 
have any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repair, please contact Audient Ltd.

If your unit is in warranty, please contact your dealer directly for a repair or replacement (at the 
discretion of the dealer).

For out of warranty repairs, please contact Audient Ltd, after which a Return Materials Authorization 
(RMA) number will be assigned. This number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you and helps facilitate and 
expedite the return process. When the unit is returned please include this RMA number along with a 
description of the fault inside the packaging box.

To request an RMA, access technical support & FAQs, ask for troubleshooting assistance or make an 
enquiry, please visit: www.audient.com/support

Please note that if you purchased the product from outside of your country of residence you must return 
the unit to the original point of purchase for repair.

the dealer at the time of purchase.

What is meant by a Manufacturing Defect ?

We define this as a defect in the performance or specification of the product as described and published 
by Audient.

A Manufacturing Defect does not include damage caused by post-purchase shipping, storage or 
careless handling, nor damage caused by misuse.                                          

Tel: 0044 1256 381944

audi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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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are a list of common words you may encounter in this manual or whilst using Sono.

A  Amperes

ADAT  Alesis Digital Audio Tape

ADC  Analogue to Digital Converter

DAW  Digital Audio Workstation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UE  Artist Headphone Mix

DAC  Digital to Analogue Converter

dB  Decibel

dBu  Decibel referenced to 0.775Vrms = 0 dBu

dBFS  Decibel Full Scale

DC  Direct Current

D.I  Direct Injection (Instrument Input)

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DSP  Digital Signal Processing

EQ  Equaliser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GB  Gigabyte

GUI  Graphical User Interface

HPF  High Pass Filter

HV  High Voltage

I/O  Input / Output

LED  Light Emitting Diode

RoHS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RAM  Random Access Memory

S/PDIF Sony Philips Digital Interface Format

THD+N Total Harmonic Distortion + Noise

TRS  Tip Ring Sleeve (1/4” Jack Balanced)

TS  Tip Sleeve (1/4” Jack Unbalanced)

USB  Universal Serial Bus

V  Volts

XLR  Extra Live Return, Extremely Low Resistance, 

  Canon X Series, Latching, Resilient Rubber Compound... or make up your    

  own!

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