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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운 데스크탑 패키지에 대형 포맷 

레코딩 콘솔의 성능을 자랑하는 iD4는

디지털 회로 디자인과 고성능의 아날로그 

부분에서 정점을 찍은 제품입니다. 

iD4는 월드 클래스 오디언트 콘솔 마이크 

프리, JFET 다이렉트 인풋, 업계를 주도하는

주도하는 컨버터 기술, 콘솔 스타일 모니터 

컨트롤, 그리고 가상 스크롤 휠 기술인 

ScrollControl 

박스 구성:

• iD4

• Type A / Type B USB 2.0 케이블

• 빠른 시작 가이드

제품 특징:

• Class-A 오디언트 콘솔 마이크 프리 앰프 

• 독립 JFET 인스트루먼트 인풋

• 고성능 AD/DA 컨버터

• 메인 스피커 아웃풋

• 두개의 Class-AB 헤드폰 아웃풋

• 제로에 가까운 레이턴시 모니터링

• iD 

• 모두 메탈로 이루어진 마감

• USB 2.0 버스 파워 

환영합니다!

오디언트 제품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troduction

을 지원합니다. 

ScrollControl 메인 스피커 아웃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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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Please read all of these instructions and save them for later reference before connecting

the USB cable and powering up iD4.

iD4 itself does not operate with any high voltage mains supply inside the unit but appropriate 

safety measures should still be adhered to prevent electrical shock and fire hazards.

In the event of a unit failure, do not attempt to open the iD4 yourself. Please contact Audient 

support so that a suitable method of repair or replacement can be recommended.

support.audient.com

Consult a qualified technician if you suspect difficulties. Do not attempt to tamper with the unit 

whilst connected or disconnected - HAZARDOUS TO HEALTH

SAFETY INFORMATION

! WARNING !

TO REDUC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APPARATUS TO 

RAIN OR MOISTURE.

NO USER SERVICEABLE PARTS INSIDE. 

PLEASE REFER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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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FORMATION

Important Safety Instructions

1.  Read these instructions

2. Keep these instructions

3. Heed all warnings

4. Follow all instructions

5. Do not use this equipment near water

6. Clean only with dry cloth

7. Do not install near any heat sources such as radiators, heat registers, stoves, or other  

 equipment (including amplifiers) that produce heat

9. Protect cables from being walked on or pinched particularly at  convenience   

 receptacles, and the point where they exit from the equipment

10. Only use attachments/accessories specified by the manufacturer

11. Switch off your computer and unplug this equipment during lightning storms or when  

 unused for long periods of time

12. Refer all servicing to qualified service personnel. Servicing is required when the 

 equipment has been damaged in any way, liquid has been spilled or objects have fallen  

 into the equipment, the equipment has been exposed to rain or moisture, does not  

 operate normally, or has been dropped

13. The equipment should not be exposed to dripping or splashing and no objects filled  

 with liquids (such as vases) should be placed on th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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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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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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cations.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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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ifferent circui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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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LARATION OF CONFORMITIES

  We, Audient Ltd, Aspect House, Herriard, Hampshire, RG25 2PN, UK, 
  01256 381944, declare under our sole responsibility that the product 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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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udient Ltd, declare that the product, the 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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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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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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에 설치하기

시스템 요구사항

• OSX/맥OS : 10.7.5 (라이온) 또는 그 이상

• 맥: 인텔 CPU, 최소 1GB 램 

1. iD4 연결 

동봉된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와 

iD4를 연결합니다.

2. 연결 확인

연결을 마친 다음 전원을 켜면 iD4의 LED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사용 도중 LED가 꺼진다면 모든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문제가 있다면 Audient 

Suppor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iD4를 오디오 디바이스로 설정하기

오디오 디바이스 설정은 아래 주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System Preferences > Sound > Output 

또한 DAW에서 iD4가 오디오 디바이스로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보통 Audio Settings 또는 Preferences 메뉴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AW에서 iD4 

설정에 관한 내용은 18 – 22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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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시스템 요구사항

• 윈도우7 또는 그 이상 (32 또는 64비트)

• 인텔 코어2 @ 1.6 GHz, 또는 AMD   

• 최소 1GB의 램 

1. iD 드라이버 다운로드

오디언트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의 iD 윈도우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합니다. 

audient.com/id4-downloads

2. iD4 연결 

동봉된 USB 케이블을 통해 맥과 iD4를 

연결합니다.

3. iD 드라이버 설치 시작

다운로드한 파일 설치를 안내에 따라 
시작합니다. 

4. PC 재시작

PC를 재시작해 PC에서 모든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도록 합니다. 

윈도우에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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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결 확인

연결을 마친 다음 전원을 켜면 iD4의 LED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사용 도중 LED가 꺼진다면 모든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다른 문제가 있다면 Audient 

Suppor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iD4를 오디오 디바이스로 설정하기

iD4를 PC의 기본 오디오 디바이스로 설정

하려면 아래 경로에서 iD4를 기본 디바이스

로 설정합니다:

컴퓨터 설정> 제어판 > 하드웨어와 사운드 > 사운드 

(윈도우 10 에서는 사운드를 검색합니다)

또한 DAW에서 iD4가 오디오 디바이스로 선택이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설정은 보통 

Audio Settings 또는 Preferences 메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DAW에서 iD4 설정에 관한 

내용은 18 – 22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 설치하기 

iD 아이콘

iD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되면, iD 아이콘이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숨겨진  

아이콘 표시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콘을 오른쪽 클릭하면 샘플 레이트, 버퍼 

사이즈, 레이턴시 설정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페이지

에서 설정에 관한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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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에 설치하기

iOS 시스템 요구 사항

• iOS6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하는 디바이스

• 애플 라이트닝 USB 카메라 어댑터

• USB 2.0 파워 허브

드라이버는 iOS 작동에는 필요하지 않지만 iD4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는 아이패드 또는 아이폰과의 

사용을 위해 파워 USB 허브와 카메라 어댑터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MIDI 키보드와 같은 다른

디바이스는 iD4의 USB 허브에 연결해 더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허브에 iD4 연결 

동봉된 USB 케이블을 통해 파워 USB 허브의 

포트와 iD4를 연결합니다. 

2. iOS 디바이스에 iD4 연결 

카메라 어댑터 키트의 USB 포트에 USB 허브를 

연결한 다음, 이 키트를 iOS 디바이스에 연결합니다 

(충전 케이블을 USB 허브 포트나 카메라 키트에 

연결해 iOS 디바이스의 전원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연결 확인 
연결을 마친 다음 전원을 켜면 iD4의 LED가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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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등록 

iD4 제품 등록을 마치면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iD4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도 제공합니다. 제품 등록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audient.com/register-a-product

펌웨어 업데이트 

iD4에 설치할 새로운 펌웨어 설치는 i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맥OS

클래스 컴플라이언트인 iD4는 따로 드라이버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iD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audient.com/id4-downloads

어플리케이션을 폴더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iD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품 등록 및 펌웨어 업데이트

윈도우

일반적인 윈도우 사용시에는 iD 어플리케이션을 

꼭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iD 아이콘을

우측 클릭한 다음 Check for updates를 눌러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iOS 플랫폼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으므로 맥이나 윈도우 컴퓨터에서 iD4를

연결한 다음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컴퓨터 

사용중인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iD4 페이지에서 펌웨어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해 컴퓨터에 옮길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화면의 

From File...에서 펌웨어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audient.com/id4-downloads

참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완료한 다음 USB 케이블

을 제거한 후 다시 연결해 iD4를 꼭 재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모든 업데이트가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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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DWARE FEATURES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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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프리 앰프 & 라인 인풋

iD4는 싱글 클래식 오디언트 마이크 프리

앰프를 지원합니다. 이 프리 앰프는 오디언트의 

클래식 콘솔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전제 제품군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디자인은 낮은 디스토션 노이즈를 지원하는 

독립 Class-A 회로를 탑재했습니다. 음향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iD4는 아주 빠르고 오픈이 

된 꼼꼼한 제품입니다. 

Neutrik™ XLR/TRS 잭 콤비 커넥터는 하나의 

컴팩트 커넥터에 마이크와 라인 인풋을 

지원합니다. 

콘덴서 마이크 사용시에는 팬텀 파워를 연결

해야만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팬텀 파워는

인풋 커넥터 옆에 있는 +48V 스위치를 눌러 

켤 수 있습니다. 팬텀 파워가 활성화되면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하드웨어 기능 

아래는 마이크 프리 앰프의 특징입니다:

• 58 dB의 깨끗한 게인

• 10mA에서 48V (±4V)의 팬텀 파워 

• 어떤 마이크에서도 펀치력있는 톤을 

 제공하는 >2.8kΩ 인풋 임피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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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 인풋

iD4의 채널2에는 제품 전면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독립 Class-A JFET 인스트루먼트 (D.I) 인풋

이 있습니다. 

D.I 인풋은 신디사이저, 베이스, 그리고 전자 

어쿠스틱 기타 또는 전자 기타에 완벽히

플러그인 할 수 있습니다. JFET 회로는 신호에 

약간의 음색과 디스토션을 더해 여러분의 

인스트루먼트의 성향을 조금 더 따듯하게 

바꿔줍니다. 

하드웨어 기능

라우드스피커 아웃풋

iD4의 뒷면에는 밸런스드 TRS 잭 커넥터 형태의 

스테레오 스피커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아웃풋은 고품질의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DACs)로부터 피딩되어 스피커로 

깨끗하고 섬세한 오디오를 전달합니다. 

헤드폰 아웃풋

iD4는 고전압 헤드폰 앰프를 지원합니다. 

제품 전면에 있는 3.5mm & 6.35mm 소켓을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오디오 신호가

두 커넥터로부터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곳에 연결을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두 소켓에 연결해도 됩니다. 

대신 헤드폰을 사용해도 되며 스피커를 같이 

사용해 헤드폰에서 믹스 사운드를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티스트가 헤드폰 믹스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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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기능

모니터 컨트롤

볼륨 엔코더 

볼륨 엔코더를 통해 스피커와 헤드폰 아웃풋의

오디오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엔코더를 

누르면 오디오를 15 dB 레벨 가량 낮춰 

오디오를 어둡게 하며 듣고 있는 오디오의  

레벨을 낮추지 않고 스피커/헤드폰의 레벨을 

손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아웃풋 레벨볼륨 

레벨을 조절하면, 변경된 레벨을 표시한 다음 

다시 아웃풋 레벨을 표시합니다. 

모니터 믹스

모니터 믹스 노브는 컴퓨터 (DAW)로부터 

딜레이를 줄일 수 있는 매우 낮은 레이턴시의 

오디오를 계속 들을 수 있는 동시에 마이크와

D.I 인풋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라이브 인풋을 믹싱을 하는 동안에는 복사된 

신호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기 때문에 DAW의

모니터링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믹스를 

화이트 세그먼트로 로테이트 할 때에는 맨 

위의 미터에 표시되는 트루 인풋 레벨과 

아래 미터에 있는 D.I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같은 룸에서 마이크로부터의 인풋 모니터링을 

스피커에서 듣는다면 듣기 불쾌한 프드백을 

유발하며 스피커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음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마이크를 사용사용 않을 때 모니터 믹스가

DAW쪽으로 모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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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팬 

iD4의 모니터 팬 기능은 마이크 프리 앰프와 DI 

인풋 모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패닝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맞는 밸런스드 헤드폰 믹스를 

생성합니다. Mute와 iD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볼륨 엔코더를 돌려 인풋을 패닝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채널 1 왼쪽과 채널2 

오른쪽을 패닝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채널 1오른쪽과 채널 2 왼쪽을 패닝합니다.

Mute와 iD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엔코더를 눌러 

팬을 리셋 합니다. 

모니터 팬을 조절하면 미터는 마이크와 D.I의 

팬 위치를 보여주며 위 미터는 마이크/라인 

인풋을, 아래 미터는 D.I 인풋을 표시합니다. 

MUTE Speakers 버튼

MUTE Speakers 버튼은 레코딩을 하며 재생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동시에 오디오를 헤드폰 

아웃풋을 통과하게 해 스피커 아웃풋을

손쉽게 음소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같은 룸에서 마이크를 스피커와 같이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레코딩중에 스피커 음소거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레코딩을 하며 원치 않는

사운드가 픽업 되거나 피드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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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버튼

iD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스크롤 휠처럼 

ScrollControl

,을 사용할 수 있는 엔코더를 지원하는  

플러그인 컨트롤에 아주 유용하며 오토메이션 

추가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ScrollControl 사용은 원하는 컨트롤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 엔코더를 돌리면 

됩니다. 만약 감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에는 컴퓨터 설정에서 스크롤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crollControl 

DAW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의 프로그램 

방식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몇 컨트롤과 소프트웨어는 

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ScrollControl

미터링

이전 섹션에서 언급했듯이, iD4의 다른 설정 

값과 포지션을 표시하기 위해 미터가 변화합니다.

하지만 설정을 조절하지 않을 때에는 아웃풋 

레벨의 최대값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기능

상태 LED

이 LED는 USB을 통해 디바이스에 연결된 

상태를 표시합니다. 계속 켜져 있는 상태는 

iD4과 디바이스 간 안정적인 연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켄싱턴 락

교육용으로 사용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자주 

사용해 도난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켄싱턴 락을 통해 여러분의 

iD4를 보호하세요.

데스크 마운팅 플레이트 또한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파라미터

은 특정 플러그인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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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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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다음 섹션에서는 iD4의 주요 설정과 사용가능한

옵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레이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사용할 샘플 레이트입니다. 샘플 레이트는 

수신되는 오디오의 레벨을 초당 횟수로 측정 

(샘플링된)해 아날로그 오디오를 지속적으로 

디지털로 0초와 1초 단위로 표시합니다. 

대부분의 CD와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음악의 

기본 샘플 레이트는 44.1 kHz이며 48 kHz

이며 48 kHz는 필름 관련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기본 샘플 레이트입니다. 샘플 레이트를 높이면

그에 따라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샘플 레이트가 

올라가는 만큼 오디오 파일의 크기와 필요로 

하는 CPU 리소스 또한 높아진 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퍼 사이즈와 레이턴시

버퍼 사이즈는 프로젝트가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설정입니다. 버퍼 사이즈를 잘못 

설정하면 튀는 사운드나 클릭, 그리고 울리는

오디오가 발생합니다. 버퍼 사이즈는 아웃풋

으로 오디오를 보내기 전, 얼마나 많은 

오디오 “샘플”이 저장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버퍼는 신호에 딜레이를 더해주지만 

(레이턴시), 컴퓨터가 다른 프로세스도 같이 

병행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모니터 믹스 노브를 통해 직접 iD4의 인풋을 

모니터링 한다면, 버퍼 사이즈를 비교적 높게 

설정해 컴퓨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 기타 소리를 앰프 시뮬레이터

에서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펙트와 함께

DAW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의 버퍼 사이즈를 통해 컴퓨터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버퍼 사이즈 설정은 사용중인 

컴퓨터의 성능과 세션의 작업에 필요한 요구

사항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DAW는 CPU의 로드를 줄여주는 “Freeze” 

트랙을 지원하기도 하며 더 낮은 버퍼 사이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믹싱의 경우, 버퍼 사이즈를 더 높게 설정해 

컴퓨터가 오디오를 작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레이턴시를 높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더 큰 세션에서는 

높은 버퍼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각기 다른 샘플 레이트의 CPU 요구 사항 

차이를 다 커버하기 위해 다른 샘플 레이트로 

작업을 할 땐 버퍼 사이즈를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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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용

맥OS

DAW내의 버퍼 사이즈는 오디오 설정 또는 

환경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OS

버퍼 사이즈 설정의 위치는 사용하는 어플리

케이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어플리케이션의

환경설정/설정 메뉴나 iOS 설정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윈도우에서 버퍼 사이즈는 i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iD4가 얼마나 

자주 데이터를 송수신 받는지를 결정하는

레이턴시 설정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 버퍼 사이즈를 선택합니다. 믹싱의 

경우, “Standard”에 대한 “256”의 버퍼 사이즈의 

레이턴시는 시작하기 매우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 조합을 찾아보세요. 

윈도우 레이턴시 모드:

  Minimum  1ms

  Low  2ms

  Standard 4 ms

  Relaxed 8ms

  Safe  16ms

  Extra Safe 32ms

* iOS의 Auria Pro에서 버퍼 사이즈 설정 

* 맥OS의 Logic Pro X에서 버퍼 사이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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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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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 프로 사용하기

맥과 iD4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로직 

프로를 실행하고 iD4가 인풋과 아웃풋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Logic Pro > Preferences > Audio

iD4를 디바이스로 설정한 다음, 세션에 

사용할 정당한 버퍼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모니터 믹스 노브를 통해 인풋을 모니터링 

한다면, 버퍼 사이즈를 적당히 설정해 컴퓨터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플레이백 안정성 

또는 “오버로드” 에러가 난다면, 버퍼 사이즈를 

올려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세션을 불러올 때, iD4의 샘플 레이트는

프로젝트와 자동으로 매칭됩니다. 

File > Project Settings > Audio

iD4에서 인풋 신호를 모니터링 할 때 로직의 

소프트웨어 모니터링을 비활성화해 원치 

않는 신호 중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ogic Pro > Preferences > Audio > General > 

Software Monitoring

IMAGE

로직 프로 (LOGIC PRO)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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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툴 사용하기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6 페이지에 있는 

설치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설치를 합니다. 

iD4가 연결된 상태에서 프로 툴을 실행한 

다음 원하는 샘플 레이트로 새로운 세션을

생성합니다.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프로젝트를

불러오기 전에 iD 시스템 트레이에서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가 미리 설정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세션 도중에 설정을 

바꾸면 프로 툴을 재시작해야만 합니다.

플레이백 엔진

Setup > Playback Engine… 에서 iD4를 

활성화된 플레이백 디바이스로 설정합니다. 

Setup > I/O…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이름을 

설정해 iD4가 가 프로 툴의 2-인풋과 

2-아웃풋을 올바르게 표시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iD4 모니터 믹스 노브를 인풋 모니터링 

용으로 사용한다면, 신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오디오 트랙의 인풋 모니터 버튼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도록 합니다.

프로 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Avid 사용 

설명서나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프로 툴 (PRO TOOLS)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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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누엔도 사용하기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6 페이지에 있는 

설치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설치를 합니다. 

iD4가 컴퓨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큐베이스 

또는 누엔도를 실행한 다음 Device Menu로 

이동합니다:

Devices > Device Setup...

디바이스 메뉴에서 VST Audio System을 

선택합니다. 

오디언트 iD4가 오디오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switch’를 눌러 

진행합니다. 

디바이스 메뉴에서 오디언트 iD4를 선택하면 

iD4에 관한 주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VST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내의 Control Panel

에서 버퍼 사이즈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VST 디바이스 설정 패널을 종료한 다음 

VST 커넥션 패널을 탐색합니다:

Devices > VST Connections (F4)

이제 큐베이스/누엔도 내의 모든 버스가 

생성되어 세션에서 모든 포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I/O이 있다면 새로운 

버스를 추가해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iD4 모니터 믹스 노브를 인풋 모니터링 

용으로 사용한다면, 트랙의 인풋 모니터링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큐베이스/누엔도 (CUBASE/NUENDO)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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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톤 라이브 사용하기

윈도우를 사용한다면, 6 페이지에 있는 

설치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설치를 합니다. 

iD4가 컴퓨터와 연결된 상태에서 에이블톤 

라이브를 실행한 다음 아래로 이동합니다:

Live > Preferences > Audio

Audio 탭에서 iD4가 플레이백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프로젝트의

샘플 레이트와 버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에이블톤 라이브를 실행하기 

전, iD 시스템 트레이에서 레이턴시와 

버퍼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모니터 믹스 노브를 통해 인풋을 모니터링 

한다면, 버퍼 사이즈를 적당히 설정해 컴퓨터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에이블톤 . 

라이브에서 인풋 모니터링이 꺼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에이블톤 라이브의 오디오 I/O 설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에이블톤 라이브 사용 설명

설명서나 관련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에이블톤 라이브 (ABLETON LIVE)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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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FAQ

문제 해결 

•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USB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래도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다른 USB 포트에 다른 USB 케이블을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USB 허브를 사용

하고 있다면, 컴퓨터에 바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 “DAW 플레이백에서 클릭과 팝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는 대부분 컴퓨터에서 너무 낮게 설정한 

버퍼 사이즈와 관련이 있으며 매우 큰 

프로젝트를 다수의 플러그인과 가상 

인스트루먼트와 함께 실행할 때 발생합니다. 

버퍼 사이즈를 높게 설정 (윈도우에서는 

레이턴시 설정도 함께)한 다음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신디사이저 

트랙킹이나 레코딩을 낮은 레이턴시로 

작업할 때는 낮은 버퍼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믹싱의 경우, 레이턴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버퍼 사이즈를 조금 더
높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드라이버가 클릭과 팝 사운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port.audient.com

• “컴퓨터에 연결하고 iD4에서 오디오 

 플레이가 안됩니다”

먼저 컴퓨터와 iD4에 연결된 USB 케이블의

 양쪽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컴퓨터와 DAW에서 

iD4가 활플레이백 디바이스로 설정이 되어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ystem 환경설정 > 사운드 > 아웃풋 탭

> Audient iD4  (맥OS)

제어판 > 하드웨어와 사운드 > 

사운드 > 오디오 디바이스 관리 > Audient 

iD4  (윈도우) 

마지막으로, 모니터 믹스 노브가 DAW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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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 FAQ

FAQs

버그 제보나 더 많은 정보는 

support.audient.com에서 Help Centre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support.audient.com

기술 지원은 온라인 서포트 시스템에서 

티켓을 발부 받은 다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저희 

웹사이트에서 동일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스피커에서 매우 큰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보통 레코딩 중인 룸에 스피커가 있는 환경에서 

마이크를 모니터링 할 때 발생합니다. 인풋 

모니터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모니터 믹스 

노브를 완전히 DAW 쪽으로 향하게 하며, 

인풋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MUTE 

Speakers 버튼을 누르고 헤드폰 단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 “레코딩할 때 에코가 들립니다” 

iD4에서 0에 가까운 레이턴시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동시에 워크 스테이션에서 인풋

모니터링이 활성화된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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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MICROPHONE PREAMPLIFIER: 
(measurement includes ADC signal path)

MIC GAIN:   0 to 58 dB
LINE GAIN:   -10 to 48 dB (-10dB hardwired line pad)
PHANTOM POWER:   48V ±4V @ 10mA channel (on USB!)
MIC EIN:    <-126.0 dBu
CMRR:    >75 dB @ 1kHz
MAXIMUM INPUT LEVEL:  +12 dBu (0 dBFS digital maximum)
INPUT IMPEDANCE (Mic): 2.8k Ω balanced 
INPUT IMPEDANCE (Line):  >8k Ω balanced
FREQUENCY RESPONSE: ±0.1 dB 20Hz to 22kHz @ min. gain
   ±1.0 dB 20Hz to 22kHz @ max. gain
CROSSTALK:   <-91 dBu
THD+N @ 0dBu (1kHz):  <0.0015% (-96.5 dBu)
SNR:    96 dB un-weighted, 99 dB A-weighted
XLR COMBI FEMALE:   Pin 2 (Hot), Pin 3 (Cold) & Pin 1 (Shield)
1/4” TRS JACK:  Tip (Hot), Ring (Cold) & Sleeve (Shield)

DUAL HEADPHONE OUTPUT: 

MAXIMUM OUTPUT LEVEL:  +12 dBu (0 dBFS digital maximum) 
OUTPUT IMPEDANCE:  <30 Ω balanced
VOLTAGE GAIN:   +6 dB (optimised for loudness) 
FREQUENCY RESPONSE:  ±1.0dB 10Hz to Fs/2 (load dependent)
CROSSTALK:  <-98 dBu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12% (-98.4 dB)
DYNAMIC RANGE:  106 dB un-weighted, 108 dB A-weighted
MAXIMUM LEVEL into 30 Ω:  +3 dBu 0.008% THD+N Power: 80mW
MAXIMUM LEVEL into 60 Ω:  +6 dBu 0.005% THD+N Power: 80mW
MAXIMUM LEVEL into 600 Ω:  +12 dBu 0.0025% THD+N Power: 31mW
1/4” TRS JACK:  Tip (Left), Ring (Right) & Sleeve (Shield)
1/8” MINI JACK:  Tip (Left), Ring (Right) & Sleeve (Shield)

Both headphone outputs can be driven simultaneously for two users
or just never worry about carrying the right jack adapter ever again!

D.I / INSTRUMENT INPUT: 
(Channel 2)

D.I GAIN:    -5 to 35dB
MAXIMUM INPUT LEVEL:  +8 dBu (0.6% THD typical) 
INPUT IMPEDANCE:   >500k Ω unbalanced
FREQUENCY RESPONSE:  ±0.1dB 20Hz to 22kHz
THD+N @ 0dBu (1kHz):  <0.2% all musical 2nd and 3rd harmonic
   Typically 0.05% at 0dBu 
SNR:    87 dB un-weighted, 90 dB A-weighted
1/4” TS JACK:  Tip (Hot) & Sleeve (Shield)

ANALOGUE TO DIGITAL CONVERTER (ADC 1 & 2): 
(Measured sans microphone preamplifier under AES-17)

MAXIMUM INPUT LEVEL: +12 dBu (0 dBFS digital maximum)
DIGITAL REFERENCE LEVEL: +12 dBu = 0 dBFS
FREQUENCY RESPONSE: ±0.1 dB 10Hz to Fs/2 (flat to nyquist)
CROSSTALK:  -100 dBu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1% (-100 dB)
THD+N @ -6dBFS (1kHz):  <0.0011% (-99.1 dB)
DYNAMIC RANGE:  112 dB un-weighted, 114 dB A-weighted

DIGITAL TO ANALOGUE CONVERTER (DAC 1 & 2): 
(Measured under AES-17 at line outputs 1 & 2)

MAXIMUM OUTPUT LEVEL:  +12 dBu (0 dBFS digital maximum)
DIGITAL REFERENCE LEVEL: +12 dBu = 0 dBFS
OUTPUT IMPEDANCE:  <100 Ω
FREQUENCY RESPONSE:  ±0.1 dB 10Hz to Fs/2 (flat to nyquist)
CROSSTALK:  <-104 dBu @ 1kHz & 10kHz
THD+N @ -1dBFS (1kHz):  <0.0015% (-96.5 dB)
DYNAMIC RANGE:  112 dB un-weighted, 115 dB A-weighted
1/4” TRS JACK:  Tip (Hot), Ring (Cold) & Sleeve (Shield)

POWER SUPPLY: 
USB2.0 Bus Powered (2.5 Watts Maximum)

iD4 features our class leading converters and class-A mic pre. 
We’ve optimised all circuitry so that we can supply true 48V 
phantom power to a single Audient mic pre without compromise. 
Your microphones will thank you when they get enough voltage!

USB2.0 HIGH SPEED: 

BUS POWER:   500mA @ 5V System Limit
   420mA @ 5V Maximum (with 48V)

No. of INPUT CHANNELS: 2 (2 Analogue)
No. of OUTPUT CHANNELS: 2 (2 Analogue)

DSP MIXER LATENCY: ROUND TRIP (in-to-out)
   44.1kHz 1.583ms
   48.0kHz 1.458ms
   88.2kHz 0.792ms
   96.0kHz 0.729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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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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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Statement

Your iD4 comes with a manufacturer’s warranty for one year (12 months) from the 

date of despatch to the end user.

The warranty covers faults due to defective materials used in manufacture and faulty 

workmanship only.

During the warranty period Audient will repair at its discretion or replace the faulty unit 

provided it is returned carriage paid to an authorised Audient service centre. We will not 

provide warranty repair if in our opinion the fault has resulted from unauthorised modification, 

misuse, negligence or accident.

We accept liability to repair or replace your iD4 as described above. We do not accept 

any additional liability. This warranty does not affect any legal rights you may have against 

the person who supplied this product - it is additional to those rights.

Warranty Limitations

This warranty does not cover damage resulting from accident or misuse. The warranty is void 

unless repairs are carried out by an authorised service centre. The warranty is void if the unit 

has been modified other than at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The warranty does not cover 

components which have a limited life, and which are expected to be periodically replaced for 

optimal performance. We do not warrant that the unit shall operate in any other way than as 

described in this manual.

Audient Ltd
Aspect House
Herriard
Hampshire
RG25 2PN
United Kingdom

Tel: +44 (0) 1256 381944

audient.com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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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formation

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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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pport.audient.com

SER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