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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Circuit Tracks은 제약 없이 일렉트로닉 음악을 제작 및 연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의 그루브박스입니다. 직접 

제어 시퀀서를 통해 순조로운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며, 고품질 폴리포닉 디지털 신스 트랙 2개로 사운드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드럼 트랙 4개를 사용해 나만의 샘플을 로딩한 후 완벽하게 재탄생시킬 수도 있습니다.전용 

MIDI 트랙 2개로 다른 장치와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내장 배터리를 탑재해 언제 어디에서나 연결해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창의력을 한껏 펼쳐보세요.

Circuit Tracks은 작곡 도구 및 라이브 연주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8트랙은 

폴리포닉 신스용 2개, 샘플용 4개, 아날로그 신스 등의 외부 MIDI 장치와의 인터페이스용 2개로 이루어집니다. 

신속하고 직관적인 패턴 조합으로 음악 작업 속도가 높아집니다 스튜디오 작업시 Novation의 고품질 사운드 

덕분에 Circuit Tracks을 완성된 트랙의 기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내 벨로시티 감지 발광 패드 32개는 신스 건반, 드럼 패드, 시퀀서 스텝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수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RGB 색상 배치의 발광 패드를 통해 작업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8개의 로터리 콘트롤을 이용하여 신스 및 드럼 사운드를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마스터 필터 제어를 사용해 

언제든지 연주 품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용한 기능들로는 신스 패치와 드럼 샘플, 다양한 음계, 

조정 가능한 템포, 스윙, 노트 길이 등이 있습니다. 단순한 16/32스텝으로 시작한 후 이를 빠르게 조합해 보다 

복잡하고 긴 패턴으로 만들어보세요.

내장 프로젝트 메모리 64개 중 하나에 작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rcuit Tracks의 강력한 팩 기능을 통해 

수많은 프로젝트와 신스 패치 및 샘플을 접근 및 제작해 마이크로SD 카드에 자유롭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은 Novation 구성 요소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강력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인 Novation 

구성 요소를 통해 신스 패치의 다운로드, 편집, 제작과 더불어 샘플 이동, MIDI 트랙 템플릿 제작, 클라우드에 

작업 내용 저장 등이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나 최신 지원 소식 및 양식이 필요한 경우 저희 기술 지원 팀에게 문의 바랍니다. Novation 고객 지원 

센터:https://support.novationmusic.com/

* RGB LED 발광 시스템으로 각 패드에 빨간색, 파란색, 녹색 LED가 내장되어 있으며, 각 패드에 다양한 밝기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 색상을 

다른 밝기 정도로 조합하면 거의 모든 색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novation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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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6보이스 폴리포닉 신스 트랙 2개

• 프로그램 가능한 CC 출력을 탑재한 MIDI 트랙 2개

• 샘플 기반 드럼 트랙 4개

• 벨로시티 감지 패드 32개 RGB 그리드를 통한 연주와 정보 표시

• 사운드 추가 변형을 위한 사용자 맞춤형 매크로 인코더 8개

• 체이닝 가능한 32스텝 패턴 8개와 논 퀀타이즈 녹음, 스텝 프로바빌리티, 패턴 뮤테이션, 동기화 속도 등을 

통한 직접 시퀀싱

• 리버브, 딜레이 및 사이드 체인 FX

• DJ 스타일 마스터 필터(로우 패스/하이 패스)

• 마이크로SD 지원 – 수 천개의 신스 패치, 샘플, 프로젝트를 32개 팩에 걸쳐 저장 가능.

• 배터리 수명 4시간의 충전식 내장 베터리

• Novation 구성 요소 통합 – 신스 엔진 편집, 샘플 업로드 및 프로젝트 백업

• 풀사이즈 5핀 MIDI 입력, 출력 및 스루

• 아날로그 동기 출력

• 모노 오디오 입력 2개 – 외부 오디오와 네이티브 사운드 조합, FX 도구 적용

• 스테레오 오디오 출력 

• 헤드폰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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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용 설명서에 대하여

본 설명서는 일렉트로닉 음악 제작을 처음 접하는 사용자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용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용자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따라 특정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으며, 초보자의 

경우 기본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한편 이 설명서를 계속 읽기 전에 알아두면 유용한 전반적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Novation은 모든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탐색해 찾을 수 있도록 텍스트 내 일부 도식 기준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도식 기준들로는

약어, 숫자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단 패널 제어 또는 후면 패널 커넥터를 언급할 경우 숫자를 사용하여 X  상단 패널 그림과 교차 

대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X 후면 패널 그림과도 교차 대조를 하도록 했습니다(16, 19페이지 참조). 

또한볼드체를 사용해 물리적 사항들의 이름(상단 패널 제어, 후면 패널 커넥터)을 표시했으며, Circuit Tracks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또한 작은 볼드 이탤릭체를 사용해 그리드에 

표시되는 다양한 보기 기능들을 표시했습니다.

추가 정보

말 그대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들입니다. Circuit Tracks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추가 정보들은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나, 사용 

및 설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스 구성품

Circuit Tracks는 공장에서 주의를 기해 포장되며 내구성이 강한 디자인의 포장재가 사용됩니다. 제품이 이동 

중 손상된 것으로 보일 경우에는 포장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판매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추후에 다시 운반할 필요가 있을 경우 포장재를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포장된 제품 구성물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졌거나 손상된 경우 Novation 

판매처 또는 제품을 구입한 유통업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Novation Circuit Tracks 그루브박스

• USB Type A to Type C 케이블(1.5 m)

• 안전 정보 시트

• AC 어댑터: 5 V DC, 2 A; 교체 가능한 AC 플러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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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및 실행하기

Novation은 사용자가 음악적 역량에 관계 없이 Circuit Tracks 최대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Easy Start Tool을 접근하려면 제공된 USB-A to USB-C 케이블을 통해 Circuit Tracks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Mac 사용자:

1. 데스크탑에서 "TRACKS” 폴더를 찾아 엽니다.

2. 폴더 안에 다음 링크를 클릭해 엽니다:Circuit Tracks – 시작하기.

3. Novation 구성 요소를 클릭해 Circuit Tracks의 기능에 접근하거나, "Circuit Tracks 등록하기"을 클릭해 

다운로드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 연결시 Google Chrome이 열려 있는 경우에는 Easy Start Tool로 바로 연결되는 팝업창이 

나타날 것입니다.

Windows 사용자:

1. 시작 버튼을 누르고 "내 컴퓨터"를 입력한 후 엔터 키를 누릅니다.

2. "내 컴퓨터" 창에서 TRACKS라는 이름의 드라이브를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3. 드라이브 안의Click Here to Get Started.html 링크를 클릭합니다.

4. Easy Start Tool로 연결돼 설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Novation 구성 요소 개요

Novation 구성 요소 페이지인 components.novationmusic.com를 방문해 Circuit Tracks의 기능들에 

접근해보세요.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Circuit Tracks의 강력한 신스 엔진을 살펴보고, 나만의 

샘플을 장치로 업로드 하며, 외부 장비를 위한 MIDI 템플릿을 셋업하고, 프로젝트를 백업할 수 있습니다.

https://components.novation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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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it Tracks 시작하기

Circuit 브랜드 사용이 처음인 경우 Easy Start Guide를 통해 셋업 및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asy Start Guide

에 접근하려면 제품을 사용자의 Mac 또는 PC에 연결한 후 Tracks 폴더를 클릭해 엽니다. 폴더 안에서 Click 

Here to Get Started.url 파일과 Circuit Tracks - Getting Started.html 파일을 검색합니다. .url 파일을 

클릭하면 Easy Start Guide로 바로 가거나, .html 파일을 열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셋업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Novation 지원 팀에 문의해주세요. 관련 추가 정보는 다음 Novation Help 

Centre 링크의 질문란(FAQ)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support.novationmusic.com.

전원 요구사항

Circuit Tracks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전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 USB-C 연결을 통해 컴퓨터의 USB 3.0 포트로 연결. 

• 제공된 AC 어댑터와 USB-C 연결을 사용해 AC 메인으로 연결.

• 내장 리튬 이온 배터리로 연결 

컴퓨터로 전원 공급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에 USB 연결을 통해 Circuit Tracks을 연결해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의 유형 'A' USB 포트로 장치를 연결하세요.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동안 내장 배터리가 충전됩니다(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 자체가 전원이 켜진 경우).

AC 어댑터 사용시

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AC 어댑터는 USB 출력이 있는 5V DC, 2A 유형이며, 100V에서 240V까지의 메인 

전압에서 50Hz /60Hz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에는 교체 가능한 슬라이드 인 AC 플러그 헤드가 

있는데, 국가별로 AC 콘센트에 호환되는 다른 플러그 헤드가 제공됩니다. 플러그 헤드 교체가 필요할 경우, 

어댑터 중앙에 있는 용수철이 내장된 반원 버튼을 눌러 플러그 헤드를 위로 밀어올리면 어댑터 본체로부터 

분리됩니다. 그런 다음 적합한 플러그 헤드(화살표로 표시)를 밀어 끼우고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해 AC 어댑터를 Circuit Tracks 후면 패널에 있는 유형 'C' USB 포트로 연결합니다( 6  

페이지 참조19).

https://support.novation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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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유형과 다른 유형의 AC 어댑터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Novation 판매처로 연락해 대체 

PSU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장 배터리 사용시

Circuit Tracks은 내장 리튬 이온 배터리로도 작동합니다. 이 배터리는 제거나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평균 배터리 수명은 4시간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15% 아래로 내려갈 경우 

배터리 부족 표시가 나타납니다.

Circuit Tracks이 AC 어댑터를 통해 AC 메인에 연결되어 있거나 컴퓨터의 USB 3.0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배터리가 충전됩니다. 충전 시간은 최대 4시간이나 초기 배터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이 충전되는 동안 전원 버튼(

8

개  페이지19)에 녹색 불이 켜집니다.

배터리 처분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제품에 동봉된 주요 안전 지시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 정보는 Novation 

웹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2

하드웨어 개요

용어집

이 사용 설명서에 사용된 일부 용어들은 Circuit Tracks에 적용되는 특정 의미를 지닙니다. 목록:

용어 버튼 정의

확장된 보기 시프트 + 노트

신시사이저의 퍼포먼스 패드 영역을 두 배로 확대합니다. 

사용자가 현재 선택된 샘플들을 사용해 모든 드럼 트랙에서 

동시에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정
시프트 + 속도(

벨로시티)
그리드 패드의 벨로시티 반응을 비활성화합니다.

FX 보기 FX 개별 트랙에 리버브와 딜레이 추가가 가능해집니다. 

게이트 보기 게이트

노트의 게이트 값은 스텝의 수를 의미합니다. 게이트 보기를 

사용하면 스텝의 길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녹음을 

통해 한 스텝에 할당되는 각 노트에 대해 개별 게이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패드 패드 32개 중 1개가 메인 퍼포먼스 영역이 됩니다.

라이브 녹음 녹음
패턴을 연주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신스 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크로 제어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합니다.

매크로 제어

로터리 제어 8개로, 현재 선택된 보기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신스와 드럼 사운드를 변형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메뉴얼 노트 

엔트리

패턴 내 특정 스텝에 신스 노트를 할당합니다. 스텝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퍼포먼스 패드를 누르면 노트가 추가됩니다. 

시퀀서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스텝 시프트 + 게이트

연속되는 스텝 사이 간격은 마이크로 스텝 6개로 

재분할되는데, 이를 사용해 신스 노트와 드럼 히트의 '오프 

비트' 타이밍을 만들 수 있습니다.

뮤테이트 시프트 + 복제
할당된 신스 노트 또는 드럼 히트가 연주될 패턴의 스텝들을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노트 보기 노트
신스 노트, MIDI 데이터, 드럼 히트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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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버튼 정의

팩

프로젝트와 패치, 샘플로 구성된 완전한 세트를 의미합니다. 

외부 저장을 위해 마이크로SD 카드로 팩 32개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패치
프리셋(선택된 신스 

트랙 포함)

패치 128개(32개씩 네 페이지) 중 하나로, 각 신스 트랙을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패턴

신스 노트와/ 또는 드럼 히트로 구성된 최대 32개 스텝의 반복 

사이클입니다. 벨로시티, 게이트, 프로바빌리티, 오토매이션을 

위한 스텝당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패턴 체인 하나씩 차례대로 계속 연주되는 패턴들의 사이클 세트입니다. 

패턴 메모리 패턴을 저장하는 곳으로, 프로젝트 내 트랙당 8개가 있습니다.

패턴 설정 보기 패턴 설정
패턴 시작점과 종료점, BPM 대비 패턴 속도, 패턴 연주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보기입니다.

패턴 보기 패턴

트랙당 패턴 메모리 8개(4개씩 두 페이지)를 표시하는 

보기입니다. 개별적 또는 패턴 체인, 삭제, 복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드
신스 노트나 드럼 히트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리드 

패드입니다.

플레이백 커서

플레이백 모드에서 패턴 디스플레이를 가로질러 움직이는 

흰색 패드입니다. 현재 재생 중인 스텝을 알려줍니다. 녹음 

모드에서는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플레이백 모드
시퀀서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의 Circuit Tracks의 운영 

모드입니다. 재생 버튼에 밝은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프로바빌리티

패턴 내 각 스텝의 파라미터로, 해당 스텝에 할당된 신스 

노트나 MIDI 노트 데이터, 드럼 히트가 연주될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프로바빌리티 보기
시프트 +  

패턴 설정

트랙 내 활성화된 각 스텝에 프로바빌리티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턴, 시퀀스, 오토메이션 데이터 등 모든 트랙을 완전히 

재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 세트를 의미합니다. 플래시 

메모리 내 팩 하나에 최대 64개 프로젝트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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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버튼 정의

녹음 모드

신스 노트가 패턴에 추가될 수 있을 때, 또는 매크로 제어를 

사용한 조정 사항들이 저장될 수 있을 때의 Circuit Tracks의 

운영 모드입니다. 녹음 버튼에 밝은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스케일 보기 스케일
사용자가 신스의 16가지 음계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옮김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기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올 때 사용하는 보기입니다.

샘플
프리셋(선택된 드럼 

트랙 포함)

샘플 64개(32개씩 두 페이지) 중 하나로, 각 드럼 트랙을 위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씬

시프트를 누르세요(

믹서 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패턴 및 패턴 체인 여러 개를 할당할 수 있는 메모리 16개 중 

하나로, 패드 하나로 보다 긴 시퀀스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씬을 체인화하여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 보기

시프트 + 버튼, 

또는 버튼을 두 번 

누르기

시프트와 동시에 다른 버튼을 눌러 접근하는 모든 보기를 보조 

보기라고 부릅니다. 이런 보기들은 해당 버튼을 반복해서 눌러 

메인 보기와 보조 보기 사이에서 선택해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체인화된 씬들의 집합

셋업 페이지 시프트 + 저장

MIDI 클럭 제어와 Tx/Rx 설정, 각 채널의 MIDI 채널 선택, 

패드 밝기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업 페이지가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작동이 중단됩니다.

사이드 체인 시프트 + FX
드럼 트랙의 히트로 신스 노트의 다이내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텝

패턴 내 각 트랙은 기본적으로 16/32 스텝을 기반으로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패턴들은 패턴 설정 보기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텝 참조).

스텝 버튼
노트와 벨로시티,게이트, 프로바빌리티 버튼으로 구성되는 

버튼 집단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중지 모드
시퀀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의 Circuit Tracks의 운영 

모드입니다.

템플릿
프리셋(선택된 

MIDI 트랙 포함

각 MIDI 트랙을 위해 선택될 수 있는 템플릿 8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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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버튼 정의

트랙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는 8가지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스 

1과 2, MIDI 1 과 2, 드럼 1~4. 트랙 버튼을 누르면 해당 

트랙의 노트 보기로 들어갑니다.

벨로시티 보기 벨로시티 스텝의 벨로시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
그리드 패드 32개를 사용해 정보를 표시하고 사용자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기 잠금 시프트 + 패턴

현재 선택된 패턴의 스텝 디스플레이를 유지하면서 다른 

패턴을 선택하거나 패턴 체인 내 다른 패턴을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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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

1  32개 패드 연주 그리드 – 4x8 패드 매트릭스로, 내부 RGB LED 발광 방식입니다. 선택된 보기에 따라 

그리드가 다른 기능들이 있는 논리적 영역들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2  마스터 필터 – 중앙 디텐트와 RGB LED가 있는 로터리 제어로, 아날로그 신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체 

믹스의 필터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이 기능은 항상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3  매크로 제어1~8 – RGB LED와 연계된 다기능 로터리 엔코더 8개입니다. Circuit Tracks의 다양한 보기 

옵션에 따라 이 제어들의 가용 여부 및 기능이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각 엔코더의 기능은 기본 패치들의 

신스 트랙에 적용됩니다. 퍼포먼스시 매크로 제어의 움직임은 녹음되고 재연주될 수 있습니다. 

4  마스터 볼륨 – Circuit Tracks의 전반적인 오디오 출력 레벨을 제어합니다.

나머지 버튼들은 대부분 32개 피드 그리드에서 특정 보기 옵션을 표시합니다. 각 보기 옵션은 특정 트랙이나 패턴, 

사운드 선택, 타이밍 조정 등의 특정 부분과 관련해 제어를 하거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일부 버튼들에는 추가 '

시프트' 기능이 있는데, 버튼 위에 작은 글씨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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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녹음을 포함한 버튼 다수에 모멘터리(길게 누름) 모드와 래칭(짧게 누름) 모드가 모두 있습니다.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일시적으로 해당 버튼의 보기 옵션이 표시되나,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유지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보기 옵션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버튼을 짧게 누르면 그리드 보기가 버튼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환됩니다. 녹음 버튼의 경우 눌러도 그리드 표시가 나타나지 않으나, 길게 누르면 

녹음 모드에 빠르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5  트랙 버튼: 신스 1 과 2/MIDI 1 과 2/드럼 1~4 – 이 8개 버튼들은 각기 다른 그리드 보기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의 기타 행동에 따라 이 버튼들의 운영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스텝 버튼: 노트, 벨로시티, 게이트 및 프로바빌리티 – 이 버튼들을 누르면 그리드에서 추가 보기 옵션으로 

전환되며, 현재 선택된 트랙에 대해 해당 패턴 내 각 스텝의 파라미터에 개별적으로 들어가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빌리티는패턴 설정 버튼의 시프트 기능을 합니다.

7  패턴 설정 – 그리드를 보기로 전환해 현재 선택한 트랙의 패턴 길이, 플레이백 속도,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스텝 페이지(1~16/17~32) – 현재 선택된 트랙의 패턴 기본 길이가 16스텝인지 32스텝인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32스텝 패턴을 선택하면 시퀀스가 작동할 때 버튼 명각의 색상이 바뀌어 현재 그리드에 

표시 중인 시퀀스가 어느 쪽 '절반'인지를 나타냅니다. 모든 트랙에서 16 또는 32스텝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9  스케일 – 스케일 보기를 엽니다: 신스 키보드의 16가지 음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키보드를 높은 키나 

낮은 키로 조옮김할 수 있습니다.

10  패턴 – 패턴 보기를 엽니다: 각 신스와 MIDI, 드럼 트랙에 패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으며, 이 패턴들을 

결합해 패턴 체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11  믹서 – 믹서 보기를 엽니다. 믹서 보기에서 각 신스와 드럼, 시퀀스를 구성하는 오디오 입력 레벨을 음소거 및 

조정할 수 있고, 스테레오 이미지 전반의 각 트랙을 패닝할 수 있습니다.

12  FX – FX 보기를 엽니다: 각 신스와 드럼, 오디오 입력에 개별적으로 리버브와 딜레이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13  G 녹음 및 H 재생 – 이 두 버튼은 시퀀스(재생)을 시작 또는 중지하고, 녹음 모드(녹음)로 들어갑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그리드 위 재생 항목이 모두 입력되며, 녹음 모드에서는 모든 재생 항목이 입력되고 시퀀스에 

추가됩니다.

14  프리셋 – 현재 선택된 트랙에 대한 프리셋 보기를 엽니다. 각 신스 트랙은 128개 패치 중 하나를, 각 MIDI 

트랙은 8개 MIDI 템플릿 중 하나를, 각 드럼 트랙은 64개 드럼 샘플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스 및 

드럼 프리셋은 32페이지에 걸쳐 정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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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J 및 K - 이 두 버튼은 현재 선택된 보기 옵션에 따라 다른 기능(및 색상)을 수행합니다. 노트 보기에서는 노트에 

진입할 때 신스 패드나 MIDI 트랙의 피치를 1~5옥타브 올리거나, 1~6옥타브 낮출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의 

피치 범위는 개별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다른 일부 보기 옵션들에서는 두 번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턴 보기에서 트랙당 한 번에 표시되는 패턴이 4개 뿐이더라도 8개 패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6  템포 및 스윙 – 템포는 매크로  

제어 1을 사용해 시퀀스의 BPM(템포)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스윙에서는 매크로 2를 사용해 스텝간 

타이밍을 조정해 패턴의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모드에서 매크로 5를 사용해 클릭 트랙의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7  삭제 – 개별 시퀀스 스텝이나 저장된 매크로 제어 움직임, 패턴 또는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18  복제 – 패턴과 개별 스텝에 대한 복사-붙여넣기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19  저장 및 프로젝트 – 사용자의 현재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이전에 저장한 프로젝트를 엽니다.

20  시프트 – 일부 버튼들에 있는 '보조 기능'은 해당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접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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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이미지

1  출력 - L/Mono 및 R – ¼” TS 잭 소켓 위에 있는 Circuit Tracks의 메인 오디오 출력으로, 최대 출력 

레벨은 +5.3 dBu (+/-1.5 dBu)입니다. R 소켓에 플러그가 없을 경우, L/Mono소켓은 L과 R 채널의 모노 

믹스를 수행합니다.

2  동기화 – 3.5 mm TRS 잭 소켓으로, 5V 진폭의 클럭 신호를 템포 클럭에 비례하는 속도로 공급합니다. 

실제 비율은 셋업 보기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기본 속도는 4분 음표당 2 펄스입니다

3   (헤드폰) – 스테레오 헤드폰 한 쌍을 연결합니다. 메인 출력은 1  플러그가 꽂혀있는 동안 활성화 

상태로 유지됩니다. 헤드폰 증폭기는 150옴 스테레오 헤드폰으로+5 dBu를 구동할 수 있습니다.

4  MIDI 입력, 출력 및 스루 – 5핀 DIN 소켓의 기본 MIDI 커넥터 3개입니다. Circuit Tracks의 MIDI 

시퀀스나 외부 컨트롤러에 의해 외부 장치를 트리거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Circuit Tracks의 신스를 

연주하거나 신스 및 FX 파라미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MIDI 스루 포트의 환경 설정을 고급 셋업 보기에서 

실행해 MIDI 출력 포트의 클론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107

5  입력 1 및 2 – 외부 오디오 입력 2개로, 이곳에 연결된 라인 레벨 신호를 내부 생성 사운드와 결합하거나 FX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드럼 트랙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입력들은 언밸런스드이며 ¼” 

TS 잭 소켓으로 연결됩니다.

6   – USB-C 포트 외부 전원 및 배터리 충전을 위해 이 유닛의 DC 전원 입력 역할도 합니다. 이 유닛에는 Type 

C-to-Type A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컴퓨터에 연결해 Novation 구성 요소와 인터페이스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는 MIDI 클래스 컴플라이언트를 지원합니다. MIDI를 지원하는 다른 장치와 USB를 통해 연결해 MIDI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에도 사용됩니다. 주의 – Circuit Tracks의 USB 

포트에는 오디오가 없습니다.

7  마이크로SD – 호환되는 마이크로SD 카드를 이곳에 삽입해 팩이나 프로젝트를 저장하거나 불러오세요. 

8   – "소프트" 온/오프 스위치; 의도치 않게 전원이 켜지거나 꺼지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약 1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유닛이 켜지거나 꺼집니다. 버튼에 내장된 녹색 LED가 내장 배터리 충전 상태를 표시합니다.

9  Kensington MiniSaver –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Circuit Tracks를 적절한 구조로 보호합니다.

1 5

4

2

6 7

8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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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항

유닛 전원 켜기

제공된 AC 어댑터를 USB 포트로 연결합니다. 6  이때 제공된 케이블을 사용해 어댑터를 AC 메인으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장된 리튬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수 있습니다. 

메인 출력을 모니터 시스템으로 연결합니다(전원이 공급되는 스피커 또는 별도의 증폭기 및 수동 모니터); 또는 

헤드폰을 연결해도 됩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8 그리드에 약 5초 동안 부트업 디스플레이가 나타납니다:

초반 부트업 후 이 디스플레이의 색상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순차적으로 붉은색에서 밝은 녹색으로 

바뀌는데, 이는 팩을 로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트업 이후 그리드 디스플레이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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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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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Circuit Tracks의 작동 방식 관련 정보를 위해 메모리에 데모 프로젝트 16개를 프리 로딩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13 첫 번째 데모 세션이 재생됩니다.

불이 켜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신스 1 버튼을 누르세요. 5 이제 Circuit Tracks에 신스 1에 대한 노트 보기가 

표시됩니다. 아래의 두 줄(신스 패드)는 노트들이 트리거될 수 있는 "재생 영역"이며, 위의 두 줄(패턴 스텝)은 

패턴의 진행 상황을 표시합니다.  

신스 2 버튼을 누르면 신스 2의 재생 영역 및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신스 1의 노트들은 보라색으로, 신스 2의 

노트들은 연두색으로 코딩됩니다. 노트가 포함된 패턴 스텝 버튼을 누르면 해당 노트에 대한 패드가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늘색인 패턴 패드도 "재생 커서"가 패턴을 지나가면서 흰색으로 바뀝니다. 

이제 드럼 1 버튼을 누르세요: 드럼에 대한 디스플레이는 신스 디스플레이와 아주 비슷합니다. 위의 두 줄은 

패턴 스텝이며, 아래 두 줄은 드럼 샘플 4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J 및 K 버튼을 누르면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는 키트를 대표합니다. 드럼 1과 2는 킥드럼, 3과 4는 스네어, 5와 6은 클로즈 하이햇, 7과 8

은 오픈 하이햇, 9~12는 추가 드럼 소리, 13~16은 멜로디 사운드입니다.

드럼 트랙에서는 그리드의 위쪽 절반을 차지하는 어두운 파란색 패드들을 누르면 스텝에서 트리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트리거를 포함하는 스텝에는 하늘색(스텝에 플립핑된 샘플이 포함된 경우 분홍색) 불이 켜집니다. 

스텝에서 트리거를 제거하려면 해당 패드를 다시 한 번 누르세요.

다양한 트랙들에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해 빠른 구별이 가능합니다: Circuit Tracks의 보기 옵션 대부분에 걸쳐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략적인 색상 목록:

트랙 패드 색상

신스 1 보라색

신스 2 연두색

MIDI 1 Blue

MIDI 2 분홍색

드럼 1 주황색

드럼 2 노란색

드럼 3 자주색

드럼 4 옥색

재생 버튼을 누르면 중지됩니다.  

본 설명서 후반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신스 및 드럼 사운드를 패턴으로 선택하는 방법과 실시간으로 소리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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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전원을 켠 후 처음으로 재생 버튼을 누르면 Circuit Tracks가 연주하는 프로젝트가 전원을 끌 때 사용되는 

마지막 프로젝트가 됩니다.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데모 프로젝트는 메모리 슬롯 1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를 불러오려면 프로젝트 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19  프로젝트 보기가 

나옵니다:

메모리 슬롯은 32개씩 두 페이지로 총 64개입니다. J 및 K 버튼을 사용해 페이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패드가 하나의 메모리 슬롯에 해당하며, 패드의 색상은 슬롯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 흰색 –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패드 한 개에만 흰색 불이 켜짐) 

• 밝은 파란색 – 슬롯에 사용자가 저장한 프로젝트나 데모 프로젝트가 들어있음

• 어두운 파란색 – 슬롯이 비어있음

* "프로젝트 색상 바꾸기"에 대한 정보는  페이지를 참고하세요.97

Circuit Tracks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다양한 데모 프로젝트를 선택해 들거나 연주해보세요. 재생 모드에서 

저장된 프로젝트 사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의 현재 패턴이 완료되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즉시 그 프로젝트가 재생됩니다.) 

시퀀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불러온 프로젝트는 저장될 당시 실행 중이던 템포로 재생됩니다.

시퀀서가 작동 중일 때 불러온 프로젝트는 현재 설정한 템포로 재생됩니다. 즉,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속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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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프로젝트가 담긴 슬롯은 사용이 간편합니다. 원하실 경우 다른 프로젝트로 덮어씌우셔도 됩니다. Novation 

구성 요소를 사용해 언제든지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기에 있지 않더라도 작업 중인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면 19 버튼이 흰색으로 

깜빡입니다. 두 번째로 버튼을 누르면 녹색으로 빠르고 짧게 깜빡이며 저장 중임을 표시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마지막으로 선택된 프로젝트 메모리에 저장될 것이기 때문에 앞서 저장한 프로젝트를 

덮어쓰게 됩니다. 

이전 저장 파일 유지를 위해 다른 프로젝트 메모리에 새 작업을 저장하려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보기를 엽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저장 버튼과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가 있는 패드가 모두 흰색으로 깜빡입니다. 이때 다른 메모리 

패드를 누르면 다른 모든 패드들의 불이 꺼지고 선택된 패드가 녹색으로 빠르고 짧게 깜빡이며 저장 중임을 

표시합니다.

프로젝트를 좀 더 쉽게 구별하기 위해 프로젝트 보기에서 14개 색상 중 하나를 패드 하나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에서 "프로젝트 색상 바꾸기"를 참고하세요.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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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시작하기

하드웨어를 사용한 음악 제작에 이미 익숙한 사용자는 이 섹션을 건너뛰셔도 됩니다. 하지만 초보 사용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데모 프로젝트를 사용한 시범 사용해보셨다면 이제 처음부터 패턴을 만들어보고 싶으실 겁니다.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빈 메모리 슬롯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드럼 1을 노트 보기에서 선택하세요.  

º 재생을 누르면 흰색 패드(재생 커서)가 16개 패턴을 가로질러 진행할 것입니다:

PLAY

Pads 1-16: Pattern Steps

Pads 17-32: Drum samples
(One page of four)Default drum sample

아직까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노트: Circuit Tracks에서 패턴들의 기본 길이는 16스텝입니다. 8개 트랙 일부 또는 모두의 길이를 32스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의 "스텝 페이지"에서 해당 주제를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76

이 섹션에서는 16스텝 패턴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패턴의 스텝 수는 최대 32개까지의 모든 수가 

가능합니다. 패턴 길이에 대해서는 본 설명서 후반에서 다룹니다.)

"포 온 더 플로어" 킥드럼을 생성하려면 아래쪽 패드 두 줄을 사용해 키트 내 샘플 슬롯 1 또는 2에서 원하는 드럼 

사운드를 선택합니다: 패드를 선택하면 밝은 불이 켜집니다. 그런 다음 위쪽 패드 두 줄 패드의 1, 5, 9 및 13번 

패드를 *짧게 누르고 재생을 누릅니다:

*Circuit Tracks의 버튼 다수는 해당 버튼을 짧게 누르느냐(0.5초 정도) 길게 누르느냐에 따라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텝 

패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해당 스텝이 샘플 플립에 설정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는  페이지에서 다룹니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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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Pads 1-16: Pattern Steps

Pads 17-32: Drum samples

New drum sample

해당 패턴이 재생되는 동안 다른 드럼 샘플을 선택하려면 아래쪽 패드 두 줄에서 다른 패드를 누릅니다: 4개의 샘플 

페이지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해당 시퀀스 내 다른 스텝에 스네어 드럼을 추가하려면 드럼 2를 노트 보기에서 선택한 후 다른 드럼 

샘플을 선택합니다. 스네어 드럼은 키트 내 샘플 슬롯 3 또는 4에 주로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동일한 스텝에드럼 

1 및 드럼 2를 같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과정으로 드럼 3과 드럼 4를 트랙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드럼 히트를 삭제하려면 해당 패드를 다시 한 번 누르세요. 시퀀서의 작동 여부와 관계 없이 실행이 가능합니다. 

밝은 빛이 켜지는 패드에 드럼 히트가 있습니다.

신스 노트를 추가하려면 신스 1을 눌러 신스 1 노트 보기를 엽니다. 아래쪽 패드 두 줄이 음악 키보드이며, 위쪽 

두 줄은 시퀀스 내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재생을 누르면 흰색 패드가 스텝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이때 

사용자가 프로그램한 드럼 사운드가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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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케일(" 페이지의 "스케일" 참고) 크로매틱을 제외하고 그리드 디스플레이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31

PLAY

Pads 1-16: Pattern Steps

Pads 17-32: Synth keyboard

"키보드"는 두 옥타브로 구성되며, "옅은 색상"의 패드들은 루트 노트를 나타냅니다. 녹음 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신스 보기 옵션들(신스 1 또는 신스 2) 내 모든 연주가 패턴 내 스텝들로 녹음됩니다.

신스 옵션 내 노트 보기에 있는 경우, K 및 J 버튼을 15 누르면 현재 선택된 신스 키보드의 피치 범위가 변경됩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옥타브 하나씩 변경됩니다. K와 J를 동시에 누르면 키보드가 해당 패치의 기본 옥타브 

상태로 리셋됩니다.

기본 옥타브의 루트 노트는 스탠다드 피아노 건반의 '가운데 도(Middle C)'입니다.

기본 피아노 건반을 선택하려면 스케일을 누르고 9  32번 패드(오른쪽 아래 패드)를 누르면 밝은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하면 키보드가 크로매틱 스케일이 되며, 다른 스케일과 다른 레이아웃이 나타납니다.

C D E F G A B C’

C# D# F# G# A#

PLAY

Pads 1-16: Pattern Steps

Pads 17-32: Synth keyboard

크로매틱 스케일은 해당 옥타브 내 12개 노트를 모두 제공하며, 이에 따라 키보드 "사이즈"가 한 옥타브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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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스

각 신스 트랙에는 다양한 용도의 강력한 신스 엔진이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단순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고품질 사운드를 빠르게 동원할 수 있습니다. 신스 섹션에는 훌륭한 데모 패치 128개가 내장되어 있어 시작부터 

아주 다양한 사운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신스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신스 연주하기

두 신스 트랙인 신스 1과 신스 2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패드의 색상입니다 – 신스 1의 

건반들에는 보라색, 신스 2 건반들에는 옅은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두 신스 모두 각 옥타브의 높은 노트와 낮은 

노트들은 다른 건반들보다 색상이 좀 더 옅습니다. 다른 보기 옵션에서도 이 같은 색상 코드가 유지됩니다.

실시간으로 신스를 연주하려면 신스 트랙인 신스 1 또는 신스 2 중 하나를 선택한 후 5 노트를 누릅니다 6 .  

이렇게 하면노트 보기 내 그리드가 선택한 신스에 위치됩니다. 노트 버튼에는 선택된 신스 트랙에 따라 보라색이나 

옅은 녹색 불이 켜집니다. 그리드의 아래쪽 두 줄은 신스 키보드이며, 위쪽 두 줄은 패턴*의 16스텝을 

표시합니다. 흰색으로 깜빡이난 "커서"를 제외한 모든 패드들에는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Synth 1 
selected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attern display

Synth 1 keyboard

PLAY

Current step 
pulses blue/white

*패턴에는 최대 32스텝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  페이지참조.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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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Synth 2 
selected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attern display

Synth 2 keyboard

PLAY

Step where 
sequencer is 

stopped pulses 
blue/white

크로매틱 스케일( 페이지의 "스케일" 참조)을 제외한 신스 키보드 맨 윗줄은 두 번째 줄보다 한 옥타브가 

높습니다. 낮은 옥타브의 가장 높은 노트(32번 패드)는 높은 옥타브의 가장 낮은 노트(17번 패드)와 항상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두 옥타브에 걸쳐 높아지는 노트를 연주하려면 25번 ~32번 패드에서 시작한 다음 18번

~24번을 연주합니다.31

Circuit Tracks의 전원이 켜지고 빈 프로젝트가 선택되면 키보드 "레이아웃"이 바뀌어 한 옥타브 내 가장 낮은 

노트가 C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페이지 참조. 신스에는 총 10개 옥타브가 있으므로 보다 높거나 낮은 

옥타브에 접근하려면 J와 K 버튼을 사용합니다33 15 . 가장 낮은 옥타브 설정에서는 키보드의 "사이즈"가 

제한됩니다. 

확대된 노트 보기

보다 다양한 범위의 키보드 사용을 위해서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20 노트를 누르면 6  노트 버튼에 금색 

불이 켜집니다. 이것이 확대된 노트 보기로, 그리드의 위쪽 두 줄 내 패턴 디스플레이가 삭제되고 선택된 스케일의 

두 옥타브 높은 키보드로 교체됩니다. 또는 이미 노트 보기에 있는 상태에서 노트 버튼을 누르면노트 보기와 확대된 노트 

보기 사이를 토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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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Synth 1 
selected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Synth 1 keyboard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Synth 2 
selected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Synth 2 keyboard

실시간으로 신스 노트를 녹음할 때 유용한 보기 옵션입니다.

확대된 노트 보기를 취소하려면 노트 버튼을  다시 한 번 누릅니다. 그리드의 위쪽 두 줄이 패턴의 스텝 

디스플레이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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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Circuit Tracks은 연주하는 그리드 내 노트 패드 설정이 아주 유연하므로 건반과 스케일 모두에 있어 다양한 음악적 

아이디어를 적용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노트 패드들의 레이아웃 방법은 스케일과 루트 노트라는 두 가지 방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대 16개 스케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Major, Natural Minor, Pentatonic 및 Chromatic 등의 

전형적인 서구 음악 기준과 더불어 Dorian, Lydian 및 Mixolydian 등 독특한 스케일(또는 모드)도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스케일은 노트 8개를 포함하지만, Chromatic만 예외적으로 12개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스케일 사용을 위해 음악적 이론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Circuit Tracks는 사용자가 

패턴을 만든 후 사용 중인 스케일을 변경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양한 스케일들의 효과와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스 노트로 구성된 단순한 패턴을 녹음한 후 다양한 스케일을 사용해 다시 

재생해보세요. 일부 스케일에서 특정 노트가 반음 높아지거나 낮아지면서 사용자가 만든 "멜로디"에 아주 

독특한 "분위기" 또는 "느낌"이 더해집니다. 원래 의도하던 것보다 더 좋거나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 키보드가 C 노트에 기반(이전 섹션에서 설명했듯이)하기는 하지만, 가장 낮은 사운드의 노트를 선택한 

스케일의 노트 중 하나로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케일과 루트 노트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스케일 보기는 스케일 버튼을 눌러 접근합니다 9 .스케일 보기는 아래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C

D#

B

A#G#

G

F#

FE AD

C#
Currently-selected 

starting note

Currently-selected 
scale

Keynote selection

Scale selection

NATURAL
MINOR MAJOR DORIAN PHRYGIAN MIXOLYDIAN MELODIC

MINOR
HARMONIC

MINOR
BEBOP
DORIAN

BLUES MINOR
PENTATONIC

HUNGARIAN
MINOR

UKRANIAN
DORIAN MARVA TODI WHOLE

TONE CHRO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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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 선택

스케일 보기에서 아래 두 줄은 사용 가능한 16개 스케일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스케일들은 아래 표에 

나열되어 있으며, 스케일 내 가장 낮은 노트가 C일 때 각 스케일이 포함하는 노트들도 나와 있습니다:

패드 스케일 C C# D D# E F F# G G# A A# B

17 Natural Minor       

18 Major       

19 Dorian       

20 Phrygian       

21 Mixolydian       

22 Melodic Minor(오름)       

23 Harmonic Minor       

24 Bebop Dorian       

25 Blues      

26 Minor Pentatonic     

27 Hungarian Minor       

28 Ukrainian Dorian       

29 Marva       

30 Todi       

31 Whole Tone      

32 크로매틱            

사용자가 연주에 사용하려 선택한 스케일은 프로젝트 저장시 저장됩니다.

스케일 보기에서 다른 스케일을 선택하면 위쪽 패드 두 줄의 색상이 바뀝니다. 피아노 키보드에 익숙한 사용자라면 

패드들의 정렬이 한 옥타브에 걸친(처음에는 C로 시작) 건반 레이아웃과 비슷하다는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두 

번째 줄은 흰색 건반, 첫 번째 줄은 검은색 건반들 표시). 이 보기에서는 패드 1, 4, 8, 16번은 항상 비활성화되어 

있어 패드 2, 3, 5, 6, 7번이 검은색 건반 역할을 합니다. 밝은 불이 켜진 패드들은 선택된 스케일에 속하며, 

희미한 불이 켜진 패드들은 선택된 스케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스케일 보기에서노트 버튼을 다시 눌러 빠져나오면노트 보기에서 아래 두 줄에 선택된 스케일 내 노트가 두 옥타브에 

걸쳐 포함됩니다. 한 가지 예외는 크로매틱 스케일입니다. 크로매틱 스케일에서는 12개 노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옥타브 키보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트 보기 내 신스 키보드 패드는 이제스케일 보기 내 키노트 선택 

패드들과 레이아웃이 동일합니다. 확대된 노트 보기에서 크로매틱 스케일이 선택된 상태이면 두 옥타브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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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 D E F G A B Cn+1

C# D# F# G# A#

Cn-1 D E F G A B Cn

C# D# F# G# A#

Chromatic Scale in Extended Note View (Synth 1)

Upper octave (Cn to Cn+1)

Lower octave (Cn-1 to Cn)

루트 노트

모든 스케일의 기본 루트 노트는 C입니다. 스케일 보기( 페이지 참조)에서 C 노트인 패드 9번은 다른 패드보다 

희미한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키보드 루트 노트를 변경하려면노트 보기에서 스케일 보기 내 다른 키노트 선택 패드를 

누릅니다. (키노트 선택 패드의 옥타브는 항상 C에서 B까지입니다.) 다른 루트 노트가 선택되면 패드 불의 색상이 

바뀌면서 현재 선택된 스케일 내 사용 가능한 노트들이 표시됩니다.31

예를 들어, Major 스케일에서 작업을 하다가 G를 루트 노트로 선택한다면 스케일 보기가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C

D#

B

A#G#

G

F#

FE AD

C#
G selected as root 

note

 Major scale 
selected

Keynote selection

Scale selection

위쪽 두 줄은 G Major 스케일을 구성하는 노트들로 표시됩니다(G, A, B, C, D, E, and F#).

노트 보기에서 아래쪽 두 줄 각각(또는 확대된 노트 보기 내 전체 네 줄 각각)은 이제 G Major 스케일의 노트인 G부터 

G'까지의 사운드를 냅니다(G'는 G보다 한 옥타브 위의 노트). 노트 보기 내 신스 노트 패드의 스케일을 변경해 원하는 

루트 건반을 지정할 때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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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스 노트가 포함된 프로젝트를 이미 만들었다면, 프로젝트가 재생 중인 동안에도 키노트를 변경해 노트들을 

조옮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프로젝트에 대한 스케일 자체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때 제작시 있었던 일부 

노트들이 새로운 스케일 내에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ircuit Tracks은 대신 재생할 

노트를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존 노트보다 반음이 높거나 낮은 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스케일로 복귀하면 이전 사운드 그대로 유지됩니다.

패치 선택하기

두 신스 트랙은 각각 사전 로딩된 패치 128개(Circuit Tracks 전용)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패치들은 

패치 보기에서 32개씩 4페이지에 걸쳐 정렬되어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신스(신스 1 또는 신스 2)를 위한 패치 보기를 열려면 프리셋을 누릅니다 14 .  신스 1이 선택된 

상태라면 패치 보기 페이지 1이, 신스 2가 선택된 상태라면  패치 보기 페이지 3이 열립니다. 어느 경우이던 J 및 K 

버튼을 사용해 다른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 어느 페이지가 선택되었는지에 따라 J와 K 버튼의 밝기 

정도가 변경됩니다.

현재 선택된 패치가 있는 패드에는 흰색 불이, 다른 패드들은 보라색(신스 1) 또는 옅은 녹색(신스 2) 불이 

켜집니다. 패치 1(페이지 1의 패드 1번)은 신스 1의 기본 패치이며 패드 33번(페이지 2의 패드 1번)은 신스 2의 

기본 패치입니다.

다른 패치를 선택하려면 해당 패드를 누릅니다. 신스 (1 또는 2)가 새로운 패치에 대한 사운드를 적용합니다. 

패턴이 재생 중인 동안에도 패치를 변경할 수 있으나, 패드를 누를 때의 패턴 내 위치에 따라 변환 과정이 완전히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패치를 변경하더라도 프로젝트를 다시 저장하지 않는 한 해당 패턴에 원래 저장되어 

있는 패치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Novation 구성 요소를 사용해 패치들을 Circuit Tracks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시작 패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패치 미리 보기

패치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려면 Circuit Tracks의 패치 보기 기능을 사용해 패치 보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패치 미리 

보기는 패치를 검사할 때 현재 스케일과 루트 노트 설정을 반영합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패치 보기 내 패드를 누르면 미리 보기가 해제됩니다. 라이브 퍼포먼스시 사용자가 패치를 

들어볼 필요 없이 바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Circuit Tracks가 녹음 모드에 있고 플레이백이 활성화 상태이면 패치 미리 보기가 해제됩니다.

외부 패치 선택

Circuit Tracks으로 MIDI Program Change (PGM) 메시지를 전송해 외부 MIDI 컨트롤러로부터 신스 

패치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 MIDI 채널은 채널 1(신스 1)과 채널 2(신스 2)이나, MIDI 채널은 셋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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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재할당이 가능합니다. 또한 Circuit Tracks이 Program Change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며,  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다.104

별도로 다운로드 가능한 문서인 Circuit Tracks 프로그래머 참조 가이드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매크로 탐색

매크로 제어를 사용해 Circuit Tracks의 신스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 각 신스에 있는 데모 

패치 128개 각각에 대해 매크로 제어로 최대 4개 파라미터까지 "변형"해 사운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각 매크로의 

주요 기능은 해당 노브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나, 조정을 통한 가청 효과는 기본 패치 자체에 의해 크게 좌우됩니다: 

주어진 매크로로 인한 효과의 정도는 패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매크로에는 해당 노브 아래에 RGB LED가 있어 선택된 신스에 따라 보라색 또는 옅은 녹색 불이 켜집니다. 

로터리 제어는 '순환적'입니다. LED를 통해 해당 파라미터 값을 표시하며, 노브를 돌릴 때의 파라미터 현재 값을 

LED의 밝기를 통해 표시합니다.

특정 패치들에서는 일부 매크로가 일반적이지 않은 기능을 할당받습니다. Novation 구성 요소의 

신스 에디터를 사용해 제작된 기본 데모 패치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 매크로 제어의 효과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패치를 불러와 들으면서 제어 기능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특정 패치들의 경우, 일부 매크로 제어를 사용하면 확연하게 다른 효과가 생기는 한편 다른 매크로 

제어는 다르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 한 쌍을 같이 움직여 독특하고 흥미로운 응용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크로의 효과는 패치에 따라 달라지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하게 시범 

사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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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재생되고 있을 때 매크로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신스 사운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 활성화 

상태에서는 노브를 돌리자마자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파라미터 변화가 프로젝트로 녹음됩니다.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37

또한 매크로는 외부 MIDI 컨트롤러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이 MIDI 입/출력 설정이 MIDI 

제어 변화(CC) 데이터를 수신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외부 MIDI 컨트롤러에 기인한 매크로 파라미터 변화는 위에 설명한 물리적인 노브 

움직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Circuit Tracks에 녹음됩니다.104

실시간 신스 패턴 녹음

실시간으로 신스 패턴을 녹음하려면 우선 드럼 트랙을 녹음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드럼 패턴에 대해서는 이 

챕터 후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간편하게 리듬 "베드"를 만들려면 드럼 1을 선택하고 키트 내 샘플 슬롯 1 

또는 2에서 베이스 드럼 샘플을 고른 후 패드 1, 5, 9, 13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재생을 누르면 기본 4/4 베이스 

드럼 사운드가 나옵니다. 다른 드럼 사운드를 추가하려면(킥드럼 온/오프 템포 스네어 히트, 또는 1/8, 1/16 

하이햇 등) 다른 드럼 트랙(들)을 선택해 패턴에 히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가이드를 위한 클릭 트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이를 반복하면 비활성화됩니다.  페이지에 추가 설명이 나와있습니다.88

신스 1 또는 2의 노트 보기로 들어가(노트 버튼을 누른 다음 신스 1 또는 신스 2를 선택) 패턴을 실행합니다. 신스 

노트들을 옥타브 2개 대신 4개(크로매틱 스케일을 선택한 경우 옥타브 1개 대신 2개)에 걸쳐 확대하고 싶다면 

확대된 노트 보기를  대신 선택합니다(시프트 + 노트). 신스 노트들의 배치가 마음에 들 때까지 클릭 트랙과/ 또는 

다른 트랙과 몇 번 비교 재생을 해보며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  

G녹음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는 신스 노트들이 저장되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저장하려면 녹음 버튼을 누르고 

재생을 계속합니다. 패턴이 완료되면 노트들이 다시 재생됩니다. Circuit Tracks의 신스 엔진은 "6노트 

폴리포닉"입니다 – 즉, 사용자가 선택한 패치가 적절한 폴리포닉이라면 패턴 내 모든 스텝에 최대 6개 노트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에 있는 동안 스텝 커서(주로 흰색)가 패턴을 가로질러 진행되면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패턴이 바뀌기 

직전임을 추가로 알립니다.

필요한 노트들을 재생한 후에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러 녹음을 중지합니다. "수동"으로 노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는데, 이때 패턴이 실행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빠른 템포를 작업할 경우 이 작업이 보다 용이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본 사용 설명서의 "스텝 편집하기" 섹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페이지).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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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녹음 버튼은 이중 모멘터리/래칭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0.5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버튼에서 

손을 떼자마자 Circuit Tracks가 녹음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간단하게 녹음 

모드에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 데모 프로젝트들의 경우 신스 1에 모노포닉 사운드, 신스 2에 폴리포닉 사운드가 담겨 있습니다. 

즉, 신스 1을 베이스 라인으로 사용하면서 신스 2로 키보드 사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변경도 물론 가능합니다.

녹음시 작업하고자 하는 옥타브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옥타브 버튼 2개는 15 사용자가 패턴을 다시 재생할 때 

노트의 피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녹음 후 패턴의 옥타브를 변경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옥타브 

버튼을 누릅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옥타브를 변경하더라도 수동으로 저장하기 전까지는 

저장된 프로젝트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스케일 보기 내 파라미터 두 개 – 스케일과 루트 노트 – 는 플레이백 동안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턴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다른 음악 요소와 키가 달라 조합할 수 없는 경우, 스케일 버튼을 누르고 다른 루트 노트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선택한 스케일과 루트노트가 두 신스 트랙과 양쪽 MIDI 트랙에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스텝 내 다양한 옥타브에서 동일한 노트를 연주하면 사운드에 깊이와 개성이 더해집니다. Circuit Tracks

의 6노트 폴리포닉을 통해 각 신스로부터 6개 노트를 다양한 옥타브에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패턴 하나를 녹음한 후 다양한 패치들과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패턴이 재생 중일 때 패치 보기로 

들어가( 페이지 참조) 다양한 패치 몇 개를 선택합니다. 다음 노트가 트리거됨과 동시에 각 패치의 이펙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패치 테스트에 사용된 낮은 루트 노트는 들리지 

않습니다.34

노브 움직임 녹음하기

매크로 제어 8개 중 하나를 사용해 실시간으로 신스 노트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3 . Circuit Tracks에는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어 이렇게 변형한 노트들의 이펙트를 녹음된 패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움직이면서 

G녹음을 눌러  13 녹음 모드에 들어갑니다.

녹음 모드로 들어가면 매크로 제어 아래 LED가 초반에는 원래의 색상과 밝기 정도를 유지하지만, 조정 사항이 

발생하자마자 LED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노브 움직임이 녹음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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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 움직임을 다시 재생하려면 시퀀스 루프 전에 녹음 모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ircuit Tracks은 

사용자가 녹음한 오토메이션 움직임을 새로운 노브 위치에 대한 움직임으로 덮어씌울 것입니다. 녹음 모드에서 

나와 노브 움직임을 재생하면 다음 시퀀스 루프가 진행되면서 패턴 내 노브를 돌린 위치에서 매크로 제어 

이펙트가 다시 재생됩니다.

시퀀스가 작동 중이 아닐 때도 매크로 제어 변경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노트 보기에서 G녹음을 누르고 변경하려는 

스텝이 있는 패드를 누르면서 해당 스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스텝의 신스 노트가 재생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제어(들)을 조정하면 새로운 값(들)이 오토매이션 데이터에 기록됩니다. 녹음을 다시 눌러 녹음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시퀀스가 작동 중일 때는 해당 스텝에서 매크로 노브 움직임의 이펙트가 들립니다. 시퀀서가 작동 

중일 때도 같은 방법으로 특정 스텝에 대한 매크로 제어 오토매이션 편집이 가능합니다. 녹음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스텝 패드를 누르고 매트로 제어 노브를 돌립니다. 

원하지 않는 매크로 오토메이션 데이터를 제거하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 노브를 20% 이상 

돌립니다 – 노브 아래 LED가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이 경우 해당 시퀀서의 현재 스텝뿐 아니라 패턴 전체에 대한 

해당 매크로 오토매이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논 퀀타이즈 녹음

위에 설명한 대로 실시간으로 신스 노트를 기록할 때 Circuit Tracks은 사용자의 타이밍을 "퀀타이즈"하여 재생 

중인 노트들을 가장 근처에 있는 스텝으로 할당합니다. 퀀타이즈 녹음을 비활성화하면 근처 패턴 스텝들 사이에 "

마이크로 스텝"이라고 하는 6개의 정밀 인터벌을 라이브 녹음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퀀타이즈 녹음을 비활성화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G녹음(이 버튼에는 녹음 퀀타이즈라고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트들이 가장 근처의 마이크로 스텝에 할당됩니다. 퀀타이즈 녹음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려면 

시프트를 누릅니다: 녹음 버튼에 녹색 불이 켜지면 퀀타이즈가 활성화된 것이고, 비활성화일 경우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신스 노트들을 녹음한 후에도 마이크로 스텝 인터벌로 신스 노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이지의 "스텝 

편집하기"에서 다룹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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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컨트롤러로부터 녹음하기

Circuit Tracks 내 신스 패턴을 만들 때 외부 컨트롤러로부터의 MIDI 노트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키보드로 Circuit Tracks의 신스 패치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MIDI 노트 데이터 수신 켜짐; 신스 1은 MIDI 채널 1을, 신스 2는 MIDI 채널 2를 사용함. 이 설정을 

변경하려면 설정 보기를 사용합니다.  페이지에서 Circuit Tracks의 전반적인 MIDI 데이터 송수신 방법 설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다룹니다.104

Circuit Tracks가 MIDI 노트 데이터를 수신할 때도 선택된 스케일과 루트 노트가 적용됩니다.

현재 선택된 스케일 내 존재하지 않는 노트가 외부 컨트롤러에서 재생될 경우에는 Circuit Tracks가 

현재 스케일 내 가장 근접한 노트로 변환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노트"가 생겨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크로매틱 스케일을 선택하면 기본 키보드 위 모든 노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텝 편집하기

Circuit Tracks에서는 패턴 실행(재생 모드) 또는 비실행(중지 모드)에서 스텝 편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항들은 신스 1과 신스 2에 동일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신스 1 또는 신스 2 버튼을 

사용해 전체 패턴에 두 트랙이 각각 기여하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노트 보기(확대된 노트 보기 아님)에서 그리드 패드의 위쪽 두 줄은 16스텝 패턴 디스플레이, 아래쪽 두 줄은 신스 

키보드를 표시합니다. 패턴이 재생되면 흰색 패드가 16스텝을 거쳐 진행하며 움직입니다. 스텝에 노트가 있는 

경우, 해당 노트가 재생되는 동안 상응하는 키보드에 흰색 불이 켜집니다(옥타브 관련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중지 모드에서는 각 스텝에 할당된 노트의 사운드를 듣고 패턴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재생 모드에서는 

각 스텝에 연결된 노트들이 시퀀스가 접근할 때만 재생됩니다. 시퀀스가 재생 중인 동안 믹서 보기 내 신스 트랙을 

음소거한 경우에는 불이 켜진 패턴 스텝 패드 중 하나를 누르면 스텝에 할당된 노트가 재생됩니다.

스텝들과 연계된 노트들이 있는 패드들에는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스텝 패드 하나가 흰색/파란색으로 

깜빡이는데, 이는 아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 패턴이 중지된 위치에 도달했음을 표시합니다. 재생을 다시 

누르면 해당 패턴이 1단계에서 재시작되나,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면 이 과정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패턴은 중단된 지점의 스텝에서부터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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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step pad blinks 
blue/white to show where 

pattern is stopped

These two steps have  
synth notes associated  

with them

(HOLD)

Hold pad down to see which 
note(s) play at this step

Keyboard pad(s) illuminate 
red to indicate note at the 

selected step

밝은 파란색 패드(신스 노트와 연계된 패드)를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해당 스텝의 노트(들)이 

재생되며, 키보드 노트(들)에도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낮은 옥타브 내 가장 높은 노트이거나 높은 옥타브 내 가장 

낮은 노트일 경우 패드 두 개). 이는 위에 있는 두 번째 이미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당 스텝 패드를 누르고 

있는 동안 패드의 빨간색 불과 노트 재생이 계속됩니다.

밝은 불이 켜진 스텝 패드를 눌렀으나 키보드 패드에 빨간색 불이 켜지지 않은 경우, 이는 재생 중인 노트 – 해당 

스텝에 녹음된 노트 –가 다른 옥타브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옥타브 버튼을 사용하여 15  노트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맞는 옥타브로 들어가면 키보드 패드(들)에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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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삭제하기

스텝에서 노트를 삭제하려면 스텝 패드(빨간색 불)를 누른 후 삭제할 키보드 패드(빨간색 불)를 누릅니다. 해당 

키보드 패드의 색상이 다른(재생 중이 아닌) 노트들의 원래 색상으로 돌아갑니다.

노트 삽입하기

스텝으로 신스 노트를 추가하려면 스텝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노트를 누릅니다. 녹음 모드를 활성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패턴 재생시 해당 노트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스텝에 노트 다수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 및 복제

스텝 삭제하기

스텝에서 할당된 신스 노트를 한 번에 모두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사용합니다 17 . 스텝에 할당된 노트를 모두 

찾으려 여러 개의 옥타브를 일일이 탐색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편리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은 빨간색 불이 들어와 삭제 모드임을 표시합니다. 이제 스텝 패드를 누르면 빨간색 

불이 켜지면서 현재 선택한 신스 트랙에 대한 해당 스텝 내 모든 노트들이 삭제됩니다. 삭제가 완료되면 스텝 패드는 

"비할당된" 어두운 색상으로 복귀됩니다. 이제 삭제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삭제 버튼은 패턴 보기( 페이지 페이지 참조)와 프로젝트 보기에서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 패턴 설정 보기 

내에서는 스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85 96

스텝 삭제하기

복제 버튼 18  은 스텝 내에서 "복사 및 붙여넣기" 기능을 합니다.

복제 버튼을 사용해 스텝 내 모든 신스 노트와 그 다양한 특징들을 패턴 내 다른 스텝으로 복사합니다.

한 스텝에서 다른 스텝으로 신스 노트를 복사하기 위해 복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은 녹색 불이 켜집니다. 

해당 스텝에 상응하는 패턴 디스플레이 내 패드를 눌러 복사('소스' 스텝)합니다. 패드에 녹색 불이 켜지면서 

할당된 해당 노트(들)가 빨간색이 됩니다(현재 선택된 옥타브 내에 있을 경우). 이제 데이터를 복사할 스텝('

데스티네이션' 스텝)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르면 패드가 빨간색으로 한 번 깜빡입니다. 이제 소스 스텝 내 모든 

노트 정보가 데스티네이션 스텝으로 복제되었습니다. 데스티네이션 스텝에 있던 기존 노트 정보는 삭제됩니다. 

노트 데이터를 스텝 여러 개에 복사하려면 복제 버튼을 계속 누른 상태에서 다른 스텝들로 "붙여넣기" 기능을 

반복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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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로시티, 게이트, 프로바빌리티 

패턴 내 각 스텝에는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는 3개의 추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패드를 누르는 강도가 노트의 

볼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벨로시티, 노트의 길이를 설정하는 게이트, 그리고 스텝이 트리거되는 가능성을 

결정하는 프로바빌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파라미터의 값들은 해당 스텝에 할당되는 노트 각각에 

적용되나, 동일한 스텝에서 다른 벨로시티 값들을 다른 노트들에 할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페이지의 노트별 

벨로시티 참조).45

벨로시티, 게이트, 프로바빌리티 값들은 스텝 내 노트들이 아닌 스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텝 

내 노트를 변경하더라도 새로운 노트를 먼저 추가한 후 원하지 않는 노트를 삭제하는 경우 이 값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추가된 새로운 노트에도 이전 노트에 적용한 벨로시티, 게이트, 프로바빌리티 값이 적용됩니다.

벨로시티, 게이트, 프로바빌리티 값들은 각 신스 내 동일한 패턴 스텝에 개별적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대부분의 신스에서 벨로시티 파라미터는 움직임의 속도와 노트의 볼륨 사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벨로시티 값이 

높다는 것은 노트의 볼륨이 크다는 의미이며, 벨로시티 값이 낮으면 노트의 볼륨도 낮습니다. 사용자가 신스 

패드를 연주하거나 스텝들에 노트를 수동으로 할당할 때(중지 모드) 벨로시티 값들이 노트 데이터와 함께 각 

스텝에 저장됩니다.

각 스텝의 벨로시티 파라미터를 연이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Circuit Tracks에서는 패턴을 만든 후 벨로시티 값 

16개 중 하나를 스텝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버튼을 눌러 벨로시티 보기를 선택하여 실행이 가능합니다 6

. 버튼 위 글자가 해당 트랙의 색상을 표시합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One step pad pulses 
blue/white; this is the step 

whose Velocity value is 
displayed

These three steps have 
synth notes associated 

with them

This indicates a Velocity 
value of 11

Pattern step display

Velocity value display

벨로시티 보기에서 그리드의 위쪽 두 줄은 패턴 스텝을 나타냅니다. 위에 나온 예시를 보면 스텝 4, 14, 16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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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불이 켜져 이 스텝들에 연계된 노트들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의 한 패드는 흰색/

파란색으로 번갈아가며 깜빡이는데, 이는 벨로시티 값이 표시된 스텝을 의미합니다.

그리드의 아래쪽 두 줄은 16패드 "페이더"를 구성합니다. "모래색" 불이 켜진 패드의 숫자가 선택된 스텝의 

벨로시티 값입니다. 예시를 보면 표시된 벨로시티 값은 11입니다(실제 벨로시티 값 88에 해당, 44페이지 참조): 

나머지 벨로시티 값 디스플레이에는 불이 꺼집니다.

실시간 녹음을 할 때 – 즉, 시퀀서가 작동하며 녹음 중일 때 – 벨로시티 값은 내부적으로 7비트 정확도로 

설정됩니다(0~127). 한편 벨로시티 보기에서 표시하는 벨로시티 값은 8개씩 증가값 16개(패드가 16개만 

있으므로)입니다. 따라서 디스플레이 내 "마지막" 패드에 어두운 불이 켜집니다. 예를 들어, 벨로시티 값이 100

일 경우, 패드 1~12번에는 밝은 불이 켜지고 13번에는 어두운 불이 켜지는데, 이는 100이라는 값을 증가값 16 

기준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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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에서 실제 벨로시티 값과 패드 디스플레이 간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발광 패드 번호 벨로시티 값 발광 패드 번호 벨로시티 값

1 8개 9 72

2 16개 10 80

3 24 11 88

4 32 12 96

5 40 13 104

6 48 14 112

7 56 15 120

8개 64 16개 127

벨로시티 값을 변경하려면 벨로시티 값 디스플레이 내 해당 벨로시티 값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릅니다. 위의 

예시에서 스텝 4번 노트(들)의 벨로시티 값을 88에서 48로 수정하고 싶을 경우, 세 번째 줄의 패드 6번을 누르면 

패드 1~6번에 모래색 불이 켜집니다.

또한 벨로시티 보기를 사용해 패턴이 재생되는 동안 벨로시티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스텝의 

패드를 누른 상태로 있으면 스텝의 벨로시티 값이 변합니다. 패턴의 어느 지점에서든 설정이 가능합니다. 누르고 

있는 스텝 패드에는 빨간색 불이 켜지며, 아래쪽 두 줄은 선택된 스텝의 벨로시티 값을 표시합니다. 원하는 새로운 

값에 상응하는 벨로시티 패드를 누릅니다. 패턴은 계속 재생되므로 실시간으로 다른 벨로시티 값을 적용해 차이를 

들어가며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고정 벨로시티

벨로시티를 비활성화 하는 경우, 사용자의 신스 시퀀스를 구성하는 노트들이 사용자가 패드를 누르는 강도에 

관계없이 보다 "기계적인"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Circuit Tracks에서 고정 벨로시티를 설정하면 벨로시티 값이 

96으로 설정됩니다.

고정 벨로시티 모드를 켜고 끄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벨로시티 버튼을 누릅니다. 고정 벨로시티가 

설정되면시프트를 누르는 동안 벨로시티 버튼에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고정 벨로시티가 꺼지면 시프트 버튼을 

누르는 동안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고정 벨로시티가 선택되면 사용자가 연주하는 모든 신스 노트의 벨로시티 값이 96(패드 12개가 발광)이 됩니다.

고정 벨로시티를 설정하더라도 이전에 녹음된 노트들의 벨로시티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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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별 벨로시티

Circuit Tracks에 고정 벨로시티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동일한 스텝의 신스 노트들이 다른 벨로시티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노트들이 수동으로 추가될 경우, 각 노트의 벨로시티 값이 해당 스텝으로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높은 벨로시티로 신스 노트를 누르면 해당 노트의 벨로시티 값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스텝 내에서 

다른 노트를 낮은 벨로시티로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벨로시티 값이 이전 노트와 별개로 저장됩니다.

노트들 중 하나의 벨로시티 값을 변경하려면 해당 스텝에서 그 노트를 삭제한 후 원하는 벨로시티로 다시 누르면 

됩니다.

스텝 하나에 표시되는 벨로시티 값의 범위는 벨로시티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텝 내 밝은 불이 켜진 

패드들은 벨로시티 값이 가장 낮으며, 어두운 불이 켜진 패드는 벨로시티 값이 가장 높습니다. 아래 예시는 스텝 

12번에 할당된 노트들에 적용되는 벨로시티 값 범위로, 56(패드 7개에 밝은 불)에서 104(패드 8~13번에 

어두운 불)입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Pattern step display

The lowest velocity 
value of a note at 

step 12 is 56 (=7 x 8)

The highest velocity 
value of a note at step 

12 is 104 (=13 x 8)

Velocity valu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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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게이트란 기본적으로 스텝 유닛 내 스텝 하나에 있는 노트의 길이입니다. 게이트 파라미터는 정수 값에 한정되지 

않고 분수 값 또한 허용됩니다: 1/6에서 16사이의 모든 값이 가능하며, 스텝 내 증가값 1/6로 총 96개의 값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스텝의 숫자로, 해당 스텝의 노트들이 재생되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사용자가 신스 패드를 연주할 때 게이트 값이 각 노트에 할당되면, Circuit Tracks이 이를 96개의 값 중 가장 

가까운 값으로 퀀타이즈합니다 패드를 짧게 누르면 낮은 게이트 값이 산출되며, 패드를 오래 누르고 있을 수록 

게이트 값이 높아집니다. 게이트 값이 16이라면 스텝 내 노트들이 전체 16스텝 패턴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ircuit Tracks에서는 사용자가 패턴을 만든 후에 스텝의 게이트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게이트 

버튼을 눌러 게이트 보기로 들어갑니다. 6 .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One step pad blinks 
blue/white; this is the step 

whose Gate value is 
displayed

These two steps have 
synth notes associated 

with them

This indicates a Gate 
value of 2

Pattern step display

Gate value display

게이트 보기에서 그리드의 위쪽 두 줄은 패턴 스텝을 나타냅니다. 위에 나온 16스텝 예시에서 스텝 1과 4에는 

밝은 불이 켜져 연계된 노트들이 있음을 표시합니다.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 내 패드 하나는 흰색/파란색으로 

번갈아가며 깜빡이는데, 이는 게이트 값이 표시되고 있는 스텝입니다.

아래쪽 두 줄은 벨로시티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된 스텝에 대한 게이트 값을 나타냅니다: 게이트 보기에서 

불이 켜진 패드의 수는 패턴 스텝 유닛 내 노트의 길이입니다. 아래 나온 예시에는 게이트 값이 2이며, 나머지 

게이트 값 디스플레이에는 불이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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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값을 변경하려면 해당 게이트 값에 상응하는 디스플레이 내 패드를 누릅니다. 즉, 스텝 내 해당 노트가 

재생되는 패턴 스텝의 수입니다. 위 예시에서 스텝 1의 노트가 스텝 2개가 아닌 4개에서 재생되기를 원할 경우, 

패드 4번을 누르면 패드 1~4번에 모래색(아이보리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방법으로 노트의 길이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게이트 값 디스플레이 내 불이 켜진 패드 중 가장 높은 숫자인 패드를 추가로 누르면 분수값의 게이트 값이 

할당됩니다. 이때 게이트 시간은 항상 줄어듭니다. 추가로 여러 번 누를 수록 게이트 시간이 스텝의 1/6씩 

줄어들고 패드 불의 밝기도 점점 어두워집니다. 스텝 1에 게이트 시간 3.5이 필요할 경우 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Step whose Gate 
value is displayed

Pad 4 is dimly lit indicating 
Gate value is now 
between 3 and 4

Pattern step display

Gate value display

패드를 다섯 번 누른 후 여섯 번째로 누르면 게이트 시간은 이전 값으로 복귀되며, 해당 패드 불의 밝기도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게이트 보기를 사용하면 패턴이 재생되는 동안에도 게이트 값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스텝의 해당 패드를 

누르고 있으면 게이트 값이 변경되는데, 패턴 내 모든 지점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누르고 있는 패드에 빨간색 

불이 켜지면서 게이트 값 디스플레이에 선택한 스텝의 게이트 값이 표시됩니다. 변경하려는 값에 상응하는 패드를 

눌러도 패턴은 계속 재생되므로 실시간으로 다른 게이트 값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노트가 없는 패턴 스텝의 게이트 값은 0입니다. 게이트 보기 내 이런 스텝들의 모든 게이트 패드들에는 불이 

꺼집니다. 해당 스텝에 노트가 없을 경우에는 스텝의 게이트 값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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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바빌리티

Circuit Tracks의 프로바빌리티 기능을 사용하면 패턴에 어느 정도의 불규칙한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빌리티는 스텝 내 노트가 패턴을 지나는 동안 재생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추가 파라미터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스텝에 프로바빌리티 값 100%가 할당됩니다. 즉 모든 노트들이 항상 재생됩니다. 프로바빌리티 

값을 낮추려면 프로바빌리티 보기를 사용합니다.

프로바빌리티 보기는 패턴 설정 버튼의 보조 보기입니다 7 .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 설정을 누르거나, 이미 

패턴 설정 보기에 있는 경우 패턴 설정을 두 번째로 눌러 프로바빌리티 보기를 엽니다. 패턴 디스플레이에서 

노트들의 프로바빌리티를 변경하고자 하는 스텝을 선택합니다. 패드 17~24번은 "프로바빌리티 미터"를 

구성합니다. 처음에는 8개 패드에 모두 불이 켜져 있으며 17에서 24로 숫자가 높아질 수록 색상이 짙어집니다.

5 6 7 8

The pulsing pad is the step 
whose Probability value is 

displayed

These three steps have 
synth notes associated 

with them

1 2 3 4

With all eight pads lit, the 
probability at the selected 

step is 100%

Pattern step display

Probability value display

선택된 스텝의 노트들이 패턴을 지나며 연주될 가능성을 결정하는 프로바빌리티의 가능한 값은 8개입니다. 불이 

켜진 패드의 수가 프로바빌리티 값을 표시합니다. 같은 줄에서 값이 높은 패드일수록 색이 어둡습니다. 가능한 

프로바빌리티 값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광 패드 프로바빌리티 발광 패드 프로바빌리티

1 – 8 100% 1 - 4 50%

1 – 7 87.5% 1 - 3 37.5%

1 - 6 75% 1 - 2 25%

1 - 5 62.5% 1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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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모드에서 스텝에 프로바빌리티를 할당하려면 변경하려는 스텝 내 패드를 눌렀다가 손을 떼고 프로바빌리티 

값에 상응하는 3번 줄 내 패드를 누릅니다. 재생 모드일 때 스텝에 프로바빌리티를 할당하려면 설정시 스텝 

패드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스텝에 할당된 모든 노트들이 위에 나온 퍼센트에 따라 집단적인 재생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즉 스텝 내 모든 노트들이 재생되거나 아무 노트도 재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 프로바빌리티가 100%이면 스텝 내 모든 노트들이 항상 재생됩니다.

• 프로바빌리티가 50%이면 평균적으로 스텝 내 노트들이 패턴들의 절반 정도에서 재생됩니다.

• 프로바빌리티가 25%이면 평균적으로 스텝 내 노트들이 패턴들의 1/4 정도에서 재생됩니다.

스텝을 삭제하면 패턴 및 프로젝트의 모든 프로바빌리티가 100%로 리셋됩니다. 스텝에 새로운 노트가 라이브로 

녹음될 경우에도 해당 스텝 내 프로바빌리티가 100%로 리셋됩니다.

마이크로 스텝 편집

신스 노트들이 할당된 패턴 스텝 내에서만 재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텝 내 개별 노트들을 1~5개의 "틱"

만큼 딜레이하여 음악을 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틱은 스텝의 1/6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를 가로지르는 

셋잇단음표 등 보다 복잡하고 유니크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텝 보기는 게이트 버튼의 보조 보기입니다 6 .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게이트 버튼을 누르거나, 이미 

게이트 보기에 있는 경우 게이트를 두 번째로 눌러 마이크로 스텝 보기를 엽니다. 마이크로 스텝 보기에 들어가면 

스텝을 선택해 해당 스텝의 노트(들)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3번째 그리드 줄의 첫 6개 패드들에 이 정보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노트의 진입이 중지 모드에서이거나 라이브 녹음(녹음 퀀타이즈가 활성화된 

상태)에서인 경우 첫 번째 패드에 불이 켜집니다. 즉 노트(들)의 초기 딜레이가 0이며 해당 스텝에서 정확하게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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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11 12 13 14 15 16

1 2 3 7

10

64 8

25

0 1 2 3 4 5

Pattern step display

PLAY

Synth micro-nudge steps

Play note at selected step. 
Pads 26+ will also 

illuminate if multiple notes 
are present at the step.

Selected step 
pulses blue/white

4번째 그리드 줄에는 해당 트랙 색상의 패드 하나 이상이 표시됩니다. 이제 스텝 내 딜레이를 변경할 노트를 

선택합니다. 할당된 노트가 하나뿐이라면 패드 하나에만 불이 켜집니다. 노트 다수가 할당된 순서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됩니다, 즉 스텝에 할당된 첫 번째 노트가 가장 왼쪽에 있는 패드이고 다음 할당된 

노트는 그 오른쪽에 있는 식입니다. 스텝 하나에 최대 6개 노트까지 할당할 수 있습니다. 노트를 선택하면 

들어볼 수 있으므로 변경하려는 노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노트에는 밝은 불이 켜지고 

나머지 노트들은 어두운 불이 켜집니다.

노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신스 마이크로 스텝 패드를 사용해 해당 노트가 트리거될 마이크로 스텝을 

설정합니다. 선택된 마이크로 스텝 패드에는 밝은 불이 켜지고 나머지 마이크로 스텝 패드들에는 어두운 

불이 들어옵니다. 동일한 노트 다수가 스텝 하나에 라이브 녹음되지 않는 한 스텝당 각 노트는 한 번씩만 

트리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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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11 12 13 14 15 16

1 2 3 7

10

64 8

25 27 28

0 1 2 3 4 5

PLAY

One of three notes at 
selected step. Pads 26+ 
also illuminate if multiple 

notes are present at the step. 

Select required 
step (shows red 
while pressed, 

then blinks white)

Selected note at 
the step is now 

delayed by 3 ticks

(PRESS)

Pattern step display

Synth micro steps

패드 여러 개를 동시에 누르거나, 한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패드들을 눌러 노트 다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노트를 선택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스텝에 할당된 모든 노트들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러개의 노트 가 선택되면 해당 노트들이 트리거되는 마이크로 스텝들이 모두 표시됩니다. 이는 아래 

게이트 보기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선택된 노트 4개 중 일부는 마이크로 스텝 1에서, 다른 

일부는 마이크로 스텝 4에서 트리거됩니다. 그런 다음 개별 노트 각각이 선택되어 어느 마이크로 스텝에서 

트리거될지가 결정됩니다.

9

5

11 12 13 14 15 16

1 2 3 7

10

64 8

25 26 27 28

0 1 2 3 4 5

Pattern step display

PLAY

Synth micro-nudge steps

There are four notes at the 
selected step; some of 

them are at micro step 0 
(no delay), others at micro 

step 3 (3 ticks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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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이크로 스텝이 있는 노트들이 포함된 스텝을 재생해볼 때, 해당 노트들이 마이크로 스텝 딜레이에 

따라 플레이백에 시차가 생깁니다. 그 결과 "튕기는" 코드가 플레이백됩니다. 해당 스텝은 현재 패턴의 템포로 

플레이백되며, 이 템포를 낮추면 개별 노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붙임줄 / 드론 노트

노트들을 서로 붙여 드론 노트 및 긴 앰비언트 패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스텝에 있는 붙임줄 설정은 게이트 보기를 사용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이트 보기에서 붙임줄을 설정하려는 

노트가 포함된 스텝을 선택합니다.

마이크로 스텝 보기(이전 섹션 참고)를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나옵니다:

9

5

11 12 13 14 15 16

1 2 3 7

10

64 8

25

24

Pattern step display

PLAY

Tie-forward on/off

Micro steps

Selected step 
pulses blue/white

이제 위에 표시된 패드 24번을 눌러 해당 스텝의 붙임줄 설정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붙임줄 노트가 적용되려면 다음 노트가 재생되거나 오버랩되기 전에 해당 노트가 끝나도록

게이트의 길이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예시에서 붙임줄을 설정할 노트는 첫 번째 스텝에 있으므로 게이트 길이를 16스텝으로 설정하면 다음 패턴이 

트리거되기 바로 전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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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

11 12 13 14 15 16

1 2 3 7

10

64 8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Pattern step display

PLAY

Gate length display

Selected step 
pulses blue/white

Press Pad 32 to 
set a Gate length 

of 16 steps

이 패턴이 패턴 보기 내 재생 선택된 유일한 패턴이라면 해당 노트는 이제

무한히 재생됩니다. 또는 다음 패턴 시작에 같은 피치의 새로운 노트를 만들어 해당 패턴 체인에서 

재생되도록 하면 두 노트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노트 보기에서 스텝들이 중지됐을 때 붙임줄 노트는 빨간색이 아닌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이미 붙임줄 노트가 할당된 스텝에 노트들이 추가될 경우 붙임줄 설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붙임줄 노트가 있는 스텝을 덮어씌우더라도

붙임줄이 여러 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 추가된 노트들의 자체적인 게이트 길이는

기존 노트들의 게이트 길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붙임줄에 새로운 노트를 추가하려면 게이트 보기에서 스텝을 선택하고 

붙임줄 설정을 해제했다가 다시 켠 다음 스텝 내 모든 노트들에 붙임줄 설정을 적용합니다.

스텝 내 게이트 길이를 편집할 때 모든 노트들에 동일한 게이트 길이가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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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설정

기본 패턴 길이는 16 또는 32스텝( 페이지의 "스텝 페이지 및 16/32스텝 패턴" 참조)이지만, 트랙 내 패턴에 

최대 32까지 길이가 각기 다른 스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패턴의 시작점 및 종료점이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서브 섹션들이 다른 길이의 패턴들과 맞물려 재생되면서 흥미로운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패턴 재생 순서를 선택하고 트랙 속도를 다른 트랙들의 속도에 비례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76

이 모든 옵션들은 패턴 설정 보기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패턴 설정을 누르면 패턴 설정 보기가 열립니다:

End 
point

Start 
point

1 2 3 4 5 6 7 8

These four steps have 
notes/hits associated with 

them

Pattern step display

Sync rate display

Play order selection

Press Shift to 
toggle Pattern Start 
point with Pattern 

End point

Pattern is stopped at 
the blue/white pulsing 

step (Synth & MIDI 
tracks only) 

패턴 설정 보기에서 설정한 트랙 패턴 변경 사항들을 프로젝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및 종료점

패턴 설정 보기의 위쪽 두 줄은 현재 선택된 트랙에 대한 패턴 스텝을 표시합니다. 패턴 길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아직 없는 경우 패드 16번에 모래색 불이 켜집니다: 이는 해당 스텝이 패턴 내 마지막 스텝임을 의미합니다. 패턴 

길이라 32스텝인 경우에는 스텝 페이지 버튼을 눌러 8 페이지 2를 열고 종료 스텝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패턴 내 시작점인 스텝을 확인하려면 시프트를 누르고 유지합니다. 종료점 스텝이 파란색으로 복귀되고 

다른 스텝 패드에 모래색 불이 켜집니다: 패턴 길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 패드가 시작점입니다.

해당 트랙에 대한 종료점을 변경하여 패턴 길이를 줄이려면 다른 패턴 스텝 패드를 누릅니다. 새로운 종료점에 

모래색 불이 켜지고, "더 높은" 패드들에는 어둡거나 희미한 빨간색 불이 켜져 노트/히트 데이터가 해당 스텝에 

이미 할당되었음을 표시합니다. 기존 종료점을 다시 선택하더라도 이 데이터들은 계속 유지되고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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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point

1 2 3 4 5 6 7 8

Pattern step display

Sync rate display

Play order selection

Repositioned end 
point – Pattern length 

is now 12 steps 
Dim red pad indicates that 
note/hit data still exists for 

this step

시작점 변경도 방식은 거의 동일하나, 새로운 시작점을 선택하는 동안 시프트를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합니다:

End 
point

Start 
point

1 2 3 4 5 6 7 8

Pattern step display

Sync rate display

Play order selection

Repositioned start point – 
Pattern length is now 13 

steps 

Dim red pad indicates that 
note/hit data still exists for 

this step
Press Shift to see and 

move the start point

32스텝 패턴을 작업 중이라면 스텝 페이지 두 개 중 어디에 있는 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스텝 

페이지 버튼의 색상은 언제나 8  페이지 1(스텝 1~16번)은 파란색, 페이지 2(스텝 17~32번)는 

주황색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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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 순서

패턴 설정 보기 내 패드 29~32번을 사용해 현재 선택된 패턴이 사용할 재생 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재생 

순서에 대한 패드에는 밝은 불이 켜집니다: 기본 재생 순서는 포워드(앞으로 순차 재생)로, 패드 29번에 표시됩니다.

29 30 31 32

(Default)
Forwards Reverse Ping-pong Random

Play order selection

기본 포워드 재생 순서 외 재생순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버스(패드 30번)- 종료점에서 패턴이 시작해 시작점까지 거꾸로 순차 재생된 후 반복됩니다.

• 핑-퐁(패드 31번)- 패턴이 시작점부터 종료점까지 순차 재생된 후 종료점부터 시작점까지 리버스 

재생되고, 이 과정이 반복됩니다.

• 랜덤(패드 32번)- 패턴 스텝들이 스텝 간 간격을 두고 무작위로 재생됩니다.

재생 모드에서 재생 순서가 변경될 경우, 해당 패턴은 현재 사이클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순서의 사이클로 

시작됩니다. 이는 현재 패턴 길이 또는 스텝 페이지 선택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패턴 동기화 속도

패턴 설정 보기의 세 번째 줄은 프로젝트의 BPM 대비 트랙 재생 속도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BPM의 배수/분할수를 

실행합니다.

1 2 3 4 5 6 7 8

(Default)

1/161/8 T1/81/4 T1/4 1/16 T 1/32 1/32 T

Sync rat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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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동기화 속도는 패드의 밝은 불로 표시됩니다: 기본 속도는 “x1”(3번줄 5번 패드)으로, 해당 트랙은 설정된 

BPM에 맞춰 재생됩니다. 패드의 수가 높아질 수록 패턴 내 재생 커서가 진행되는 속도가 이전 대비 증가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낮은 숫자의 패드일 수록 재생 속도가 줄어듭니다. 사용 가능한 동기화 속도는 1/4, 1/4T, 1/8, 

1/8T, 1/16, 1/16T, 1/32, 1/32T으로, T는 셋잇단음표를 표시합니다.

1/16가 기본 동기화 속도이며, 이 속도에서 각 스텝이 16번째 노트에 일치합니다. 동기화 속도가 높아지면

전체 플레이백 시간을 통해 시퀀서의 스텝 레졸루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동기화 속도가 낮아지면

정교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지 않은 긴 진행 패드들을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이볼빙 패드 

재생 모드에서 재생 순서가 변경될 경우, 해당 패턴은 현재 사이클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순서의 사이클로 

시작됩니다. 이는 현재 패턴 길이 또는 스텝 페이지 선택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뮤테이트

뮤테이트는 각 트랙 기준에서 추가적인 무작위 다양성을 개별 패턴들로 도입하는 기능입니다. 뮤테이트는 현재 

패턴에서 노트나 히트를 "뒤섞어" 다른 스텝들로 만듭니다. 패턴 내 노트/히트의 수와 신스 및 드럼 샘플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다른 스텝들로 재할당되는 것입니다. 뮤테이트를 실행하면 마이크로 스텝, 게이트 값, 샘플 플립, 

프로바빌리티, 오토메이션 데이터 등 모든 스텝 파라미터가 재할당됩니다.

패턴을 뮤테이트 하려면 시프트를 20 누른 상태에서 복제를 누릅니다 18 .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든 

보기 옵션, 즉 노트 보기, 벨로시티 보기, 게이트 보기 또는 패턴 설정 보기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뮤테이트는 현재 재생 

중인 패턴에만 적용되므로, 패턴 체인의 일부인 경우 체인 내 다른 패턴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노트/히트의 

재할당은 스텝 페이지 길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패턴 하나에 뮤테이트를 여러 번 적용하려면 시프트 + 복제를 

누릅니다: 패턴 내 노트/히트가 매번 무작위로 재할당됩니다.

뮤테이트는 "실행 취소"할 수 없습니다. 뮤테이트 적용 후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프로젝트를 

저장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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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트랙

소개

이 두 MIDI 트랙은 신스 트랙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동일한 시퀀서 기능을 지원하지만 주요 차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내부 신스 엔진은 제어하지 않고, MIDI를 통한 외부 장비나 소프트웨어 제어가 목적입니다. 신스 

트랙들과 마찬가지로 노트 데이터가 노트 보기 내 퍼포먼스 패드들 및 시퀀서로부터 전송됩니다. CC 데이터 또한 

선택된 MIDI 템플릿에 따라 매크로 노브들로부터 전송됩니다. 이런 제어 기능들은 신스 매크로와 마찬가지로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CC 인덱스 8개에 대한 각 MIDI 템플릿 기본값은 각각 1, 2, 5, 11, 12, 13, 71, 74입니다.

신스 및 드럼 트랙과 마찬가지로 이 MIDI 트랙들은 매크로 노브를 사용해 믹서 보기에서 볼륨 및 팬 레벨을 

설정하고, FX 보기에서 딜레이 및 리버브에 대한 FX 전송 레벨을 설정합니다. 한편 이 MIDI 트랙들은 후면 패널에 

있는 오디오 입력 2개에서 적용되는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널을  5  기반으로 합니다. Circuit Tracks으로부터 

사용자의 외부 신스 또는 드럼 장치로 MIDI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해당 장치의 오디오 출력을 다시 Circuit 

Tracks의 오디오 입력으로 라우팅하는 워크플로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 장치를 통한 MIDI 트랙들의 

전체적인 믹스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의 다른 내부 트랙들과 마찬가지로 볼륨과 팬, 이펙트를 

제어 및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외에도 가능한 라우팅 옵션들이 있고 오디오 입력을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 입력 

시그널은 항상 믹서 또는 FX 섹션을 통해 라우팅됩니다.

템플릿 선택하기

MIDI 트랙을 선택해 프리셋을 누르면 14 템플릿 보기로 들어갑니다. Circuit Tracks에 저장된 MIDI 템플릿 8개는 

맨 윗줄 파란색 패드들로 표시됩니다. 각 탬플릿은 매크로 제어에 의해 전송되는 MIDI CC 메시지를 정의합니다. 

사용자의 외부 장치 MIDI 사양에 맞는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이 템플릿들은 편집이 가능하며 Novation 구성 

요소 에디터에 백업할 수 있습니다. 패드를 눌러 새로운 템플릿을 선택하면 흰색 불이 켜집니다. 이제 해당 트랙이 

선택될 때 다른 메시지들이 매크로 제어를 통해 전송될 것입니다. 트랙별로 다른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어 옵션들은 자체 데이터를 셋업 보기( 페이지 참조). 내 MIDI 트랙용으로 정의된 MIDI 채널로 전송합니다. 

103

MIDI 템플릿 파라미터들의 자동화 방법은 은 다른 파라미터와 동일합니다(재생과 녹음 버튼을 누르고 노브를 

움직이세요). 자동화 MIDI 템플릿 제어 옵션들이 MIDI 출력 DIN 포트와 USB 포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USB 

포트로만 전송하는 다른 트랙들의 파라미터들과 다른 점입니다.

새로운 템플릿이 선택되면 기존 자동화 데이터는 지워지지 않고 녹음에 사용된 매크로 제어로 할당된 새로운 

MIDI 메시지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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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템플릿

기본 MIDI 템플릿 8개는 서로 동일합니다. Novation 구성 요소 에디터를 사용해 템플릿 하나를 선택하여 외부 

장치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매크로 제어 구성에 필요한 변경 사항을 실행합니다. 신스 다수가 비슷한 파라미터 

조정에 있어 동일한 CC 메시지를 사용하므로 기본 설정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스 다수가 내부적으로 CC 

메시지를 리매핑할 수 있습니다.

기본 템플릿 사용시 매크로 제어가 전송하는 MIDI CC 메시지들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매크로 제어 MIDI CC 일반용 인용

1 CC1 모듈레이션 휠 신스 내에서 수시로 리매핑 가능

2 CC2 호흡 제어 신스 내에서 수시로 리매핑 가능

3 CC5 포르타멘토 시간

4 CC11 표현 신스 내에서 수시로 리매핑 가능

5 CC12 이펙트 제어 1

6 CC13 이펙트 제어 2

7 CC71 공명

8개 CC74 필터 주파수

Novation 구성 요소로부터 미리 제작된 다양한 템플릿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Novation 제품들과 

더불어 다른 브랜드의 템플릿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 요소에서 탬플릿 셋업하기

MIDI 템플릿 제어 범위

구성 요소 에디터를 사용하여 템플릿 내 각 제어 옵션의 시작값과 종료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값은 제어 

옵션이 반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갈 떄 출력되는 값을 설정하며, 종료값은 제어 옵션이 시계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갈 때 출력되는 값을 설정합니다.

MIDI 템플릿 제어 극성

구성 요소 에디터를 사용해 각 매크로 제어를 단극성이나 양극성 중 하나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어 

아래의 LED 반응만 영향을 받고 전송된 메시지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극성이 선택되면 사용자가 해당 제어 

옵션을 범위 맨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움직임에 따라 LED의 밝기 정도가 희미함에서 밝음으로 선형으로 움직입니다 

양극성이 설정되면 LED가 범위 중간에서 희미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제어 옵션이 양쪽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 점점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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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출력을 통해 외부 하드웨어로 연결

Circuit Tracks으로부터 외부 장치를 시퀀스 및 제어하려면 5핀 MIDI 케이블을 Circuit Tracks의 MIDI 출력 

포트(또는 MIDI 출력 포트를 복제 설정하는 경우 MIDI 스루-  페이지의 셋업 보기 참조)와 연결합니다. 노트와 

클럭, CC 메시지가 사용자의 외부 하드웨어로 수신되지 않을 경우 셋업 보기(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저장을 

눌러 접근)에서 맨 아랫줄의 패드 8개에 모두 밝은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패드들의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셋업 보기에 대한 부록 섹션에 나와있습니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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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Circuit Tracks에는 개별 드럼 트랙 4개(드럼 1~드럼 4)가 있습니다. 드럼 트랙을 위한 그리드 디스플레이는 

위쪽 두 줄에 패턴 디스플레이가 표시된다는 점에서 신스 트랙의 그리드 디스플레이와 비슷합니다. 아래쪽 두 

줄에 있는 패드 16개는 각각 다른 드럼 샘플을 트리거합니다: J와 K 버튼을 사용해 4개 페이지(페이지당 샘플 

16개씩 표시됨)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 이 두 버튼의 밝기 정도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페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리셋 보기를 사용해 사용할 샘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63

드럼 4개 각각은 트랙 버튼(드럼 1~드럼 4)를 사용해 개별적으로 선택 및 프로그램할 수 있습니다 5 . 

트랙들은 구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샘플 패드들과 다른 섹션들에 색상 코딩을 사용해 구분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22

기본 샘플 페이지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드럼 1:  페이지 1, 슬롯 1(킥 1)

드럼 2:  페이지 1, 슬롯 3(스네어 1)

드럼 3:  페이지 1, 슬롯 5(폐쇄 하이햇 1)

드럼 4:  페이지 1, 슬롯 9(추가 드럼 1)

각 페이지는 키트를 나타냅니다. 드럼 1과 2는 킥드럼, 드럼 3과 4는 스네어, 드럼 5와 6은 폐쇄 하이햇, 드럼 7

과 8은 오픈 하이햇, 드럼 9~12는 주로 추가 드럼, 드럼 13~16은 멜로디 사운드입니다.

드럼 연주하기

드럼 트랙 4개의 노트 보기는 색상 코딩 외에는 다른 노트 보기와 동일합니다. 아래 예시는 드럼 1입니다:

PLAY

Currently active sample

 
 

Drum 1

Drum 4

Drum 2
Drum 3

Sample pads – colour coding:

Pattern step display

Drum samples
(one page of four)

샘플 패드를 눌러 샘플 일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샘플을 변경하려면 다른 샘플 패드를 빠르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 샘플이 재생되지만 활성화되었던 이전 샘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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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모드나 재생 모드에서 활성화된 샘플을 패턴 스텝으로 할당하려면 드럼 히트가 트리거되도록 하려는 패턴 

스텝 패드를 가볍게 누릅니다. 드럼 히트가 있는 스텝들에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스텝 패드는 토글입니다 – 

스텝에서 드럼 히트를 삭제하려면 해당 스텝 패드를 다시 한 번 가볍게 누릅니다.

패드를 짧거나 길게 누르면 해당 패턴에 있는 다른 샘플 패드의 추가 드럼 히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패드를 누르면 해당 샘플이 재생되지만 패턴이 새로운 샘플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패턴이 재생 중일 때 다른 

샘플 패드를 가볍게 누르면 패턴이 새로운 샘플을 이어 재생합니다.

중지 모드나 재생 모드에 프로그램된 드럼 히트에는 앞서 설명했듯이 벨로시티, 마이크로 스텝, 프로바빌리티의 

기본값이 할당됩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이후 편집될 수 있습니다. 드럼 트랙에서 녹음 모드를 사용해 녹음을 하면 

샘플 패드에서 드럼 히트를 실시간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드럼 히트의 벨로시키가 스텝으로 할당되며, 

벨로시티 보기에서 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대된 드럼 보기

전용 패드 4개(드럼 트랙당 하나씩)에서 드럼 패턴 하나를 모든 드럼 트랙에 동시에 입력하려면 확대된 보기를 

사용합니다. 확대된 드럼 보기는 노트 버튼의 보조 보기 입니다 7 .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노트를 누르거나, 이미 

노트 보기에 있는 경우 노트 버튼을 다시 한 번 눌러서 보기 옵션으로 토글합니다. 이 보기에서 29~32를 제외한 

모든 그리드 패드는 다음과 같이 비활성화됩니다:

25 26 27 28 29 30 31 32

17 18 19 20 21 22 23 24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Playing Pads for Drums 1 - 4 

4개 패드가 각각 재생하는 샘플은 각 드럼 트랙에서 현재 활성화된 샘플입니다. 

또한 익스팬디드 노트 뷰에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드럼 패드를 연주할 수 있으며, G를 누르면 패턴으로 

녹음됩니다. REC 퀀타이즈가 켜진 경우 Circuit Tracks가 타이밍을 퀀타이즈하여 해당 드럼 들을 패턴 스텝으로 

정확하게 위치시킵니다. REC 퀀타이즈가 꺼진 경우에는 근처 스텝들 사이의 6개의 틱 중 하나로 위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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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턴이 재생되는 동안 확대된 노트 보기를 사용해 추가 히드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 선택하기

Circuit Tracks의 드럼 트랙 4개는 각각 미리 로딩된 샘플 64개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트 보기에 16

개씩 4페이지로 되어 있는 샘플들을 테스트 및 선택하거나, 프리셋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 보기를 

열려면 해당 트랙 버튼을 누른 후 프리셋을 누릅니다 14 . 드럼 트랙의 프리셋 보기에는 샘플 32개가 2페이지에 

걸쳐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들의 순서는 노트 보기를 통해 접근할 때와 동일합니다. 프리셋 보기는 각 트랙에 

활성화된 샘플 위치에서 열립니다. 드럼 1이나 드럼 2가 선택되면 프리셋 보기가 페이지 1에서 열리며, 드럼 3

이나 드럼 4가 선택되면 페이지 2에서 열립니다. J와 K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를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샘플을 선택하자마자 선택된 드럼 트랙의 활성화된 샘플이 되며, 노트 보기에서 샘플 패드들은 해당 샘플이 포함된 

페이지(16개씩)를 차지합니다.

외부 MIDI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MIDI CC 메시지를 MIDI 채널 10으로 전송해 드럼 패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Circuit Tracks가 CC 메시지를 전송받도록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으나,  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104

별도로 다운로드 가능한 문서인 Circuit Tracks 프로그래머 참조 가이드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샘플 플립

G 녹음을 누르면 13  실시간으로 드럼 샘플들을 연주할 수 있으며, Circuit Tracks가 사용자의 퍼포먼스를 

녹음합니다. 이 기능을 샘플 플립이라고 하는데, 드럼 트랙의 노트 보기, 또는 프리셋 보기에서 실행 가능합니다(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샘플의 수가 두 배가 됩니다). 드럼 4개 각각에 개별적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트랙당 샘플 

하나라는 한계를 넘고 패턴 전반에 걸친 모든 드럼 샘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실행할 때 다른 트랙에 기본 패턴을 녹음하여 타이밍 기준을 두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신스 노트를 할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스텝에 샘플 플립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샘플(빨간색 불이 

켜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패턴 내 샘플을 위치시키고자하는 패턴 디스플레이 내 스텝 페드들을 누릅니다

(빨간색 불이 켜짐). 패턴을 실행할 때 새로운 샘플이 이전에 할당됐던 스텝이 아닌 새로 할당된 스텝들에서 

재생됩니다.

패턴 디스플레이는 샘플 플립된 스텝들 사이에서 구분됩니다: 활성화된 샘플의 히트가 포함된 스텝들에는 파란색 

불이 켜지며, 샘플 플립된 스텝에는 분홍색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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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사용한 드럼 디자인

매크로 제어를 사용하여 3  신스 사운드를 변형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드럼 사운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신스 매크로와 달리 이 기능들은 드럼에 한정된 것이나, 노브를 움직이는 실제 사운드 유형은 사용 중인 샘플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신스 사운드와 마찬가지로, 다른 드럼 사운드를 로딩하여 매크로 기능을 테스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드럼 트랙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짝수의 매크로 기능들만 활성화됩니다.

2 Oscillator Mod

1 Oscillator 3 Amp Envelope

4 Filter Envelope

5 Filter Frequency

6 Resonance

7 Modulation

8 FX

Only Macros 2, 4, 6 & 8 are activeMacro LEDs illuminate  
with drum track’s code  

colour; brightness is  
related to Macro setting

아래 표에 드럼 트랙에 적용된 각 매크로 제어의 기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기능

2 피치

4 디케이 엔벨로프 시간

6 왜곡

8개 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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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패턴 녹음하기

드럼 트랙을 만드는 것은 신스 트랙 제작과 다소 다른 과정입니다. 드럼 트랙에서 녹음 모드나 노트 보기에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샘플 패드를 치기만 하면 패턴 내 스텝들에 히트로 인식되며, 패턴 스텝 패드들에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반드시 패턴을 실행하여야(재생 버튼 누르기) 히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신스 트랙과는 달리, 패턴이 중지된 

상태에서 밝은 파란색 스텝 패드를 누르면 노트 보기 내에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다만, 벨로시티 보기 또는 

게이트 보기를 사용하면 히트가 들립니다 –  페이지 참조).69

16스텝 드럼 패턴을 만들려면 녹음 모드로 들어가 샘플 패드를 누르면 됩니다. 드럼 트랙 4개를 마음껏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드럼 사운드를 사용해 기본 드럼 패턴을 구축하면 유용합니다. 작업 중인 그루브가 

마음에 든다면 노트 보기나 프리셋 보기에서, 그리고/또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드럼 사운드로 실험적 

시도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드는 패턴은 현재 활성화된 프로젝트에서 패턴 1(8개 중 하나)을 구성합니다. 트랙 8개에 각각 

패턴이 8개씩 있습니다(신스 두 개, MIDI 두 개, 드럼 네 개). 패턴 1은 모든 프로젝트의 기본 패턴이며, 사용자가 

녹음과 재생을 할 때 사용됩니다. 패턴을 체인으로 연결해 더 긴 시퀀스를 만들 수 있으며,  페이지에 관련 설명이 

있습니다.77

논 퀀타이즈 녹음

드럼 샘플 라이브 연주를 퀀타이즈 녹음 또는 논 퀀타이즈 녹음할 수 있습니다. 퀀타이즈 녹음은 녹음시 드럼 

히트를 가장 가까운 스텝으로 위치시키며, 논 퀀타이즈 녹음은 중간의 마이크로 스텝들로 바로 위치시킵니다. 

퀀타이즈 녹음과 논 퀀타이즈 녹음을 토글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G 녹음을 누릅니다. 녹음 퀀타이즈 

기능이 켜져 있으면 시프트를 누를 때 녹음 버튼에 밝은 녹색불이 켜집니다. 녹음 퀀타이즈 기능이 꺼져 있으면(

논 퀀타이즈) 시프트를 누를 때 녹음 버튼에 밝고 희미한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수동 히트 엔트리 및 스텝 편집

노트 보기에서 패턴이 실행 중이 아니면(중지 모드) 불이 켜진 스텝 패드를 눌러도 드럼 히트 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Circuit Tracks에서는 개별 드럼 히트를 패턴으로부터, 또는 패턴으로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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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 보기에서는 현재 보이는 네 페이지에 있지 않더라도 샘플 패드 하나에 항상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이 현재의 

기본 샘플입니다: 스텝 패드를 가볍게 누르면 기본 샘플이 해당 스텝으로 할당되며, 해당 스텝 패드에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스텝 패드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이제 샘플 패드를 누르면 해당 샘플이 선택된 스텝으로 

할당되고 스텝 패드에 분홍색 불이 켜집니다.

PLAY

Current default sample

Pattern step display

Drum samples 
(one page of four) 

(HOLD)

Steps with samples other than 
the current default are lit pink

Steps with the default 
sample are lit bright blue

Press and hold a pink pad 
to see which sample it 

triggers

샘플 플립은 중지 모드와 재생 모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스텝 패드 하나를 누르고 있으면 현재 할당된 샘플이 있는 

패드에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다른 샘플을 선택하면 스텝이 이제 새로운 샘플을 트리거합니다.

불이 켜진 패드를 누르면 해당 스텝의 드럼 히트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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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스텝 편집

퀀타이즈 녹음이 꺼진 경우 실시간으로 녹음된 드럼 히트의 타이밍은 근처 패턴 스텝들 사이에 있는 "마이크로 

스텝" 6개 중 하나로 할당됩니다. "오프라인"(중지 모드- 이전 섹션 참조)으로 추가된 드럼 히트들은 해당 스텝의 

템포와 일치하는 첫 번째 마이크로 스텝으로 할당됩니다.

PATTERN DIRECTION

BEAT n BEAT n+3BEAT n+2BEAT n+1

Micro step 1

Micro step 6
Micro step 5

Micro step 4

Micro step 3

Micro step 2

신스 트랙과 마찬가지로 드럼 히트를 마이크로 스텝 인터벌로 바꿀 수 있으나, 히트가 복제되어 같은 인터벌 내 

다른 마이크로 스텝들로 할당되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텝 값을 조정하려면 관련 드럼 트랙의 게이트 보기를 누릅니다. 패드 17~22번이 마이크로 스텝 값을 

표시합니다. 마이크로 스텝 값을 조정할 스텝 패드를 누르면 마이크로 스텝 패드들 중 하나에 밝은 불이 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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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PLAY

Pattern step display

Drum micro steps

1 2 3 4 5 6

(PRESS)

PLAY

Pattern step display

Drum micro steps

(PRESS)

Press a lit step pad to 
display the micro step 

value at the step

When only micro step 1 is 
bright, the drum hit at the 

selected step will be 
exactly on the beat

Micro step 4 is bright: the 
drum hit at the selected 
step will be delayed by 
three ticks (half a step 

interval)

첫 번째 패드에 불이 켜지면(위의 첫 예시 참조) 선택된 스텝의 드럼 히트가 패턴 스텝의 템포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의 두 번째 예시에서는 마이크로 스텝 1의 선택 해제와 마이크로 스텝 4 선택으로 

인해 드럼 히트가 스텝간 인터벌의 3/6만큼 딜레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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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히트 타이밍 변경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각 마이크로 스텝을 켜고 끄는 것이 가능하므로 마이크로 스텝 

다수에 히트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스텝 5가 할당된 샘플을 세 번 트리거하는데, 동일한 템포로 

한 번, 2틱 및 4틱 이후 두 번 더 트리거합니다.

1 2 3 4 5 6

(PRESS)PLAY

Pattern step display

Drum micro steps

The selected step now 
triggers three separate 

hits, two ticks apart

녹음 모드에서(녹음 퀀타이즈가 꺼진 상태) 드럼 히트를 입력하며 충분히 빠르게 연주할 수 있다면 BPM에 따라 

하나의 스텝 내에서 히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텝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마이크로 스텝을 사용하면 모든 패턴에 새로운 범위의 리듬들을 추가할 수 있으며, 미묘한 리듬 이펙트 또는 

드라마틱하게 불안정한 그루브를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실험적 

시도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마이크로 스텝 보기 내에서 드럼 패턴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스텝 값을 빈 스텝들에 입력하여 히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중인 드럼 트랙의 현재 기본 샘플로 채워집니다.

모든 마이크로 스텝 히트들에 주요 스텝에 할당된 벨로시티 값과 샘플이 적용됩니다(아래 참조).

벨로시티

신스 트랙과 마찬가지로, 노트 보기에서 입력된 드럼 히트들은 고정 또는 변동 벨로시티를 합니다. 기본값은 변동 

벨로시티로, 시프트를 누르면 벨로시티 6  버튼에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변동 벨로시티가 선택되면 샘플 

패드를 사용해 라이브로 녹음된 드럼 히트들의 벨로시티 값이 샘플 패드가 눌린 강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기본 노트 보기와 확대된 노트 보기 모두에 적용됩니다.

고정 벨로시티를 선택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벨로시티 버튼을 누릅니다: 벨로시티 버튼 색이 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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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합니다. 이제 샘플 패드를 사용하여 입력된 모든 드럼 히트들은 고정 벨로시티 값 96이 적용됩니다(벨로시티 

보기 내 불이 켜진 패드 12개 – 아래 참조). 이는 기본 노트 보기와 확대된 노트 보기 모두에 적용됩니다.

패턴 스텝 패드를 사용하여 프로그램된 드럼 히트들은 선택된 벨로시티 모드와 관계없이 항상 고정 벨로시티를 

사용합니다. 고정 또는 변동 벨로시티 값 선택은 모든 트랙에 적용됩니다.

패턴을 만든 이후에 스텝의 벨로시티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버튼을 눌러 벨로시티 보기를 선택해 

실행합니다. 6 .

9 10 11 12 13 14 15 16

1 2 3 4 5 6 7 8

One step pad pulses 
blue/white; this is the step 

whose Velocity value is 
displayed

These four steps have 
drum hits associated with 

them

This indicates that Step 10 
has a Velocity value of 5

Pattern step display

Velocity value display

벨로시티 보기에서 그리드의 위쪽 두 줄은 현재 선택된 드럼의 16스텝 패턴을 나타내며, 아래쪽 두 줄은 16세그먼트 

"페이더"를 나타냅니다. 모래색 불이 켜진 패드의 수는 선택된 스텝에 대한 벨로시티 값을 나타냅니다.

위의 예시에서 스텝 4, 8, 10, 16번에 밝은 불이 켜진 것은 이 스텝들에 연계된 드럼 히트들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 내 패드 하나가 파란색/흰색으로 번갈아가며 깜빡입니다: 이는 벨로시티 값이 

표시된 스텝입니다. 예시에서 이 스텝에 대한 벨로시티 값은 40으로, 3열의 첫 패드 5개에 모래색 불이 켜지고

(5x8=40) 나머지 패드들의 벨로시티 값 디스플레이는 불이 꺼집니다. 벨로시티 값이 8의 배수가 아닐 경우 

벨로시티 디스플레이 내 "마지막" 패드에 희미한 불이 켜집니다. 스텝 패드를 누를 때 해당 스텝의 드럼 히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값을 바꾸려면 해당 벨로시티 값에 상응하는 벨로시티 값 디스플레이 열에 있는 패드를 누릅니다. 위의 

예시에서 스텝 12번의 드럼 히트에 벨로시티 값을 40이 아닌 96으로 조정하려면 패드 12번을 누릅니다. 패드 

1~12번에 모래색 불이 켜집니다. 벨로시티 값을 줄이려면 원하는 값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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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패드 번호 속도 값 발광 패드 번호 속도 값

1 8개 9 72

2 16개 10 80

3 24 11 88

4 32 12 96

5 40 13 104

6 48 14 112

7 56 15 120

8개 64 16개 127

벨로시티 보기를 사용해 패턴이 재생 중인 동안 벨로시티 값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스텝의 패드를 

누르고 있으면 벨로시티 값이 바뀌며, 패턴 내 모든 지점에서 실행 가능합니다. 누르고 있는 패드에는 빨간색 불이 

켜지고 다른 두 줄은 선택된 스텝의 벨로시티 값을 표시하며 고정됩니다. 새로 설정하려는 값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릅니다. 패턴은 계속 재생이 되므로 실시간으로 다른 벨로시티 값을 적용해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보기에서 드럼 히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드럼 히트를 추가할 스텝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 두 줄 내 패드 하나를 누릅니다. 이 패드가 추가된 드럼 히트의 벨로시티 값을 

정의합니다. 낮은 볼륨의 "유령" 히트를 추가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프로바빌리티

Circuit Tracks의 프로바빌리티 기능은 모든 드럼 트랙의 개별 스텝들에 적용될 수 있으며, 두 신스 트랙의 개별 

스텝들에 적용되는 방식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드럼 트랙의 경우 프로바빌리티가 마이크로 스텝별이 아니라 

스텝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로 스텝에 히트가 여러 개 있는 상태라면 모두 한꺼번에 트리거되거나 

아에 트리거되지 않습니다.

프로바빌리티 보기는 패턴 설정 버튼의 보조 보기입니다 7 . 프로바빌리티를 열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 

보기를 누르거나, 이미 패턴 설정 보기에 있는 패턴 설정 버튼을 다시 눌러 보기 옵션으로 토글합니다.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사용 설명서의 신스 섹션에 나와있습니다( 페이지 참조).48

노브 움직임 녹음하기

신스 사운드와 마찬가지로, 매크로 제어를 사능해 실시간으로 드럼 사운드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3 . Circuit 

Tracks에는 오토메이션 기능이 있어 이렇게 변형한 노트들의 이펙트를 녹음된 패턴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노브를 움직이면서 G녹음을 13 누르면 실행됩니다. 드럼 트랙에서는 짝수의 매크로 제어 기능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노브 움직임이 녹음되려면 벨로시티 보기, 게이트 보기 또는 프로바빌리티 보기 중 하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녹음 모드로 들어가면 매크로 제어 아래 LED가 초반에는 원래의 색상과 밝기 정도를 유지하지만, 조정 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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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자마자 LED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노브 움직임이 녹음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노브 움직임을 유지하려면 해당 시퀀스가 반복되기 전에 녹음 모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Circuit Tracks가 오토매이션 데이터를 새로운 노브 위치에 대한 데이터로 덮어 씌우게 됩니다. 녹음 모드에서 

나와 노브 움직임을 재생하면 다음 시퀀스 루프가 진행되면서 패턴 내 노브를 돌린 위치에서 매크로 제어 

이펙트가 다시 재생됩니다.

시퀀스가 실행 중이 아닐 때에도 매크로 제어 변경 사항들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 보기나 게이트 보기, 

프로바빌리티 보기에서 G 녹음을 누른 후, 변경하려는 스텝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르고 있으면서 해당 스텝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스텝에서 드럼 히트가 재생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제어(들)를 조정하면 새로운 값(

들)이 오토매이션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이제 녹음 버튼을 다시 눌러 녹음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시퀀스가 실행 

중일 때는 해당 스텝의 매크로 노브 움직임 이펙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퀀서가 플레이백되는 동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특정 스텝들에 대한 매크로 제어 오토매이션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녹음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스텝 

패드를 누르면서 매크로 제어 노브를 돌립니다.

오토매이션 데이터는 패턴 데이터와 별개로 기록됩니다. 즉 패턴 내 드럼 매크로에서 발생하는 변경 사항은 

패턴이 실행되는 동안 드럼 샘플이 바뀌더라도 유지됩니다( 페이지의 "샘플 플립" 참조). 특정 스텝에서 드럼 

사운드를 변경하고 해당 스텝에서 샘플을 바꾸더라도 변경 사항은 계속 유지됩니다.63

원하지 않는 매크로 오토매이션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7  해당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20% 이상 움직입니다 – 노브 아래 LED에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이 경우 해당 시퀀서의 현재 스텝뿐 

아니라 패턴 전체에 대한 해당 매크로 오토매이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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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및 복제

삭제 버튼과 복제 버튼은 신스 노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드럼 트랙에서도 동일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페이지 

참조). 드럼 패턴 변경은 노트 보기에서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지만, 단순히 드럼 히트를 추가하거나 지우려는 

목적으로 삭제 및 복제 버튼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41

스텝을 삭제하면 해당 스텝에 할당된 모든 파라미터(벨로시티, 마이크로 스텝, 프로바빌리티)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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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Circuit Tracks 내 각 프로젝트는 트랙당 패턴 8개씩 저장할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내 신스당 패턴 8개, 드럼당 

패턴 8개, 두 외부 MIDI 악기 하나당 패턴 8개씩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진정한 잠재력은 사용자가 다양한 패턴들을 만들어 저장하고 이 패턴들을 최대 256개(8x32) 

스텝까지 하나의 체인으로 묶어 연결할 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각 트랙의 모든 패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체이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면 각 드럼 트랙의 64스텝 드럼 패턴을 묶어 베이스와 신스 라인 시퀀스로 

길이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트랙으로부터 패턴을 연결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개별 

트랙의 패턴들을 체이닝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77

패턴 보기

패턴을 정렬 및 조직하려면 패턴 보기를 사용합니다. 패턴 보기는 패턴 버튼을 눌러 접근합니다 10 .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패턴 보기를 처음 열면 다음과 같이 보입니다:

4 4 4 4 4 4 4 4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Pattern 1 for each 
track pulses dim/bright 
(at a rate proportional 

to current tempo)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age 1 (of 2) shown; Page 2 selects 
Patterns 5 to 8 of each track 

패턴 보기에는 두 페이지가 있으며 J와 K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5 . 두 페이지는 동일하며 패턴 메모리는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에서는 트랙당 패드들이 패턴 1~4를, 페이지 2에서는 패턴 5~8을 

선택합니다.

각 패드에 들어오는 불에 따라 상태가 표시됩니다. 패드 불이 희미하다면 해당 패턴이 현재 선택된 재생 

목록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트랙당 패드 하나는 희미한 불에서 밝은 불을 번갈아가며 느리게 깜빡입니다: 이는 

마지막으로 재생이 중지되었을 때 재생 중이던 패턴입니다. 초반(즉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는 각 트랙의 

패턴 1이 이 상태이고, 다른 모든 메모리들은 비어있어 희미한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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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에서 다른 패턴을 선택하려면 해당 패드를 누릅니다. 중지 모드나 재생 모드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패턴 

전환의 중요한 기능은 다른 패턴이 재생되는 중간에 어떤 패턴을 선택할 때, 현재 패턴이 끝나고 재생되도록 "

대기"를 시키는 옵션과 선택과 동시에 재생되는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패턴에 대한 기본 

설정은 끝까지 재생한 후 다음 패턴 재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패턴간 자연스러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다음 패턴에 대한 패드가 "대기" 중인 동안 빠르게 깜빡이다가 차례가 되면 재생됩니다. 한편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패턴 메모리를 선택하면 해당 패턴 스텝에서 즉시 재생이 실행됨에 따라 전반적인 타이밍의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패턴이 스텝 11에 도달했을 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패턴의 

패드를 누르면 Circuit Tracks가 커서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두 번째 패턴을 스텝 12부터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패턴 두 개를 선택하고나면 재생을 누를 때마다 한 쌍으로 반복 재생이 되는 설정이 둘 중 

하나를 선택 해제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는 패턴 체인의 가장 단순한 예시이며,  페이지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77

현재 선택된 패턴은 재생 모드나 녹음 모드에서 들을 수 있어 간편하면서 투명한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선택된 

패턴의 현재 컨텐츠는 재생 버튼을 누를 때 재생되며, 추가 트랙 정보(신스 노트, 드럼 히트 또는 MIDI 데이터)를 

추가할 경우 동일한 패턴 메모리에 저장됩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때마다 패턴은 스텝 1(또는 선택한 시작점- 패턴 설정 보기에서 선택 가능)에서 재시작됩니다. 

시퀀서가 마지막으로 중지된 지점에서 패턴을 계속 실행하고 싶다면 시프트와 재생을 동시에 누릅니다.

패턴 삭제하기

패턴 메모리를 삭제하려면 패턴 보기에서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7  해당 패드를 누릅니다. 삭제 버튼과 

패드를 누르는 동안 밝은 빨간색 불이 켜져 삭제 실행을 알립니다. 플레이백이 중지되었을 때 삭제된 패턴이 현재 

활성화된 패턴이 아니며(트랙 색상 깜빡임으로 표시됨) 패턴 체인의 일부가 아닐 경우에는 흰색 불이 켜집니다. 

이는 해당 패턴이 트랙의 모든 스텝 보기에 표시될 것임을 나타내며, 보기 잠금의 작동과 매치됩니다( 페이지 

참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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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복제하기

패턴 보기에서 복제 버튼 18  은 단순한 복사-붙여넣기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어 한 메모리에서 다른 메모리로 

패턴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기존 패턴을 기준으로 약간 다른 패턴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패턴을 수정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메모리에서 다른 메모리로 패턴을 복사하려면 복제 버튼(녹색 불이 켜짐)을 누른 상태에서 복사하려는 

패턴이 있는 패드를 누른 후, 복사한 패턴을 저장할 메모리의 패드를 누릅니다(빨간색 불이 켜지다가 플레이백이 

중지되면 복제 버튼에서 손을 떼었을 때 흰색 불로 바뀌는데, 이는 사용자가 스텝 보기로 전환할 때 해당 

패턴이 표시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제 패턴의 동일한 복사본이 생겼습니다. 패턴 데이터를 메모리 여러 개로 

복사하려면 계속 복제 버튼을 누른 채로 다른 스텝들에 "붙여넣기" 부분을 반복 실행합니다.

중요 사항:

신스/MIDI 트랙간, 또는 신스 트랙과 MIDI 트랙간 패턴을 복사하려면 복제 버튼을 사용합니다. 드럼 트랙간 

패턴 복사에도 사용이 가능하나, 신스/MIDI 트랙과 드럼 트랙간 데이터 복사는 불가능합니다.

스텝 페이지 및 16/32스텝 패턴

Circuit Tracks 내 패턴의 기본 길이는 16스텝이나, 그 두 배 길이인 32스텝으로 만들려면 스텝 페이지 버튼을 

사용합니다 8 (1~16/17~32). 16스텝이나 더 짧은 패턴일 경우 스텝 페이지 버튼에 희미한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현재 보이는 패턴의 길이를 16스텝 이상으로 늘이려면 스텝 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페이지 1

에서는 스텝 1~16을 표시하며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지고, 페이지 2에서는 스텝 17~23을 표시하며 주황색 불이 

켜집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하나의 패턴 범위 내에서 흥미롭고 다양한 루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부 트랙들이 16스텝 

길이이고 다른 일부는 32스텝 길이일 경우, 16스텝 패턴들은 스텝 16번 이후 반복되고 32스텝 패턴들은 스텝 

17~32까지 계속되므로 긴 트랙 하나당 짧은 트랙 두 개가 반복 재생됩니다.

스텝 페이지 버튼(1~16/17~320을 누르는 동안 32스텝 패턴이 재생 중이면 다른 페이지읭 디스플레이가 

바뀌지만 패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패턴 길이를 기본인 16 스텝으로 즉시 돌려놓으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텝 페이지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패턴이 16스텝 길이로 복귀됩니다. 모든 32스텝으로 할당된 노트/

히트들은 유지되나, 삭제 버튼 사용 후에는 첫 16스텝으로 할당된 노트/히트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패턴 길이를 

다시 32스텝으로 늘이면 이전에 스텝 17~32로 할당된 모든 노트/히트들이 유지됩니다.

복제 버튼을 스텝 페이지 버튼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복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텝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현재 선택된 트랙의 패턴 길이가 32스텝으로 늘어나며, 스텝 1~16의 모든 데이터(오토매이션 데이터 

포함)가 17~32로 각각 복사됩니다. 이 기능이 실행되면 페이지 2의 기존 데이터가 덮어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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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체이닝하기

하나 이상의 트랙에 패턴 여러 개를 만들고나면 이들을 체인으로 묶어 긴 시퀀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턴을 눌러 

10  패턴 보기를 엽니다.

패턴들은 트랙당 기준으로 체이닝할 수 있습니다. 체이닝된 패턴들은 연속적으로 재생됩니다. 예를 들어, 패턴 

4개로 구성된 패턴 체인은 번호순으로 차례대로 재생된 후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전부 32스텝 패턴들일 경우, 

스텝 128개 길이의 체인이 됩니다. 32스텝 패턴이 하나인 트랙은 각 체인 길이 동안 4번 재생됩니다( 16스텝 

패턴은 8번 재생).

패턴 체인을 만들려면 설정하려는 가장 낮은 숫자의 패턴에 대한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설정하려는 가장 높은 

숫자의 패턴에 대한 패드를 누릅니다(또는 반대로). 예를 들어, 한 트랙의 패턴들을 메모리 1~3까지 체이닝 

하려면 패드 1을 누른 상태에서 패드 3을 누릅니다. 이 경우 패드 세 개에 트랙 색상의 밝은 불이 켜지며 체이닝되 

시퀀스가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다른 페이지에 있는 패턴을 체인 대상으로 선택할 경우에도 선택 과정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패턴 3~6을 선택해 체이닝하려면 패턴 3에 대한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 페이지 

2로 이동한 뒤 패턴 6에 대한 패드를 누릅니다. 이 경우 패드 3, 4, 5, 6에 모두 불이 켜집니다. 두 페이지에서 

같은 패드를 사용하는 패턴들을 시작점/종료점으로 체이닝하려면(예: 1과 5) 첫 번째 패턴의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페이지 2로 이동한 후 패드에서 손을 뗍니다. 이렇게 하면 패턴 1~5가 체이닝됩니다.

체이닝한 패턴들은 반드시 번호순으로 연속되어야 합니다. 페턴 1, 2, 3, 4 또는 5, 6, 7을 서로 체이닝할 수 

있지만 1, 2, 6은 체이닝할 수 없습니다. 다만 Circuit Tracks의 씬 기능을 사용하여 이런 제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82에서 씬 사용 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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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예시는 체이닝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4 4 4 4 4 4 4 4

3 3 3 3 3 3 3 3

2 2 2 2 2 2 2 2

1 1 1 1 1 1 1 1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8 8 8 8 8 8 8 8

7 7 7 7 7 7 7 7

6 6 6 6 6 6 6 6

5 5 5 5 5 5 5 5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atterns View – Page 1

Patterns View – Page 2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Pulsing 
bright/dim)

위의 패턴 보기 예시는 8패턴 시퀀스에 대한 패턴의 가능한 정렬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의 

패턴을 사용하면서 모든 패턴이 16스텝으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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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스 1 - 패턴 1~4

• 신스 2 - 패턴 1

• MIDI 1 – 패턴 1 및 2

• MIDI 2 – 패턴 6 및 7

• 드럼 1 - 패턴 2 및 3

• 드럼 2 - 패턴 3 및 6

• 드럼 3 - 패턴 5 및 6

• 드럼 4 - 패턴 1~8

재생을 누르면 각 트랙이 자체 패턴 체인을 반복하여 재생합니다. 가장 긴 체인은 드럼 4로, 시퀀스의 전체 길이를 

정의합니다. 이 경우 128개 스텝(8x16)입니다. 드럼 4는 패턴 1~8까지 순서대로 재생한 후 패턴 1로 되돌아와 

다시 재생을 시작합니다. 한편 신스 1은 패턴 1~4까지 순서대로 재생을 반복합니다. 신스 2에는 패턴이 한 

개뿐이어서 8패턴 시퀀스에서 여덟 번을 반복 재생합니다. 드럼 1과 드럼 3은 체인 내 패턴이 두 개 있어서 네 

번씩 반복 재생되며, 드럼 2에는 체인 내 패턴이 네 개여서 두 번 반복 재생됩니다. 이 때 사용자가 듣게 되는 것이 

아래 타임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8

96

88
80

72

64

56
48

40

32

24
16

104
112

120

1280

Drum 4

Drum 3

Synth 2

Synth 1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5

Pattern 1Pattern 1Pattern 1

Pattern 1

Pattern 5

Pattern 1

Pattern 2 Pattern 4

Pattern 3

Pattern 6Pattern 6

Pattern 4

LOOPS BACK AFTER 128 BEATS

LOOPS BACK AFTER 128 BEATS

LOOPS BACK AFTER 128 BEATS

LOOPS BACK AFTER 128 BEATS

Pattern 1 Pattern 2 Pattern 3 Pattern 4

Pattern 1Pattern 1 Pattern 1Pattern 1

MIDI 2

MIDI 1

LOOPS BACK AFTER 128 BEATS

LOOPS BACK AFTER 128 BEATS

Drum 2

Drum 1

Pattern 5

Pattern 2

Pattern 3

Pattern 2

Pattern 4 Pattern 6

Pattern 3Pattern 3

LOOPS BACK AFTER 128 BEATS

LOOPS BACK AFTER 128 BEATS

Pattern 2Pattern 2 Pattern 3Pattern 3

Pattern 5Pattern 3 Pattern 4 Pattern 6

Pattern 5Pattern 5 Pattern 6Pattern 6

Pattern 7Pattern 5 Pattern 6 Pattern 8

Pattern 1 Pattern 2 Pattern 1 Pattern 2 Pattern 1 Pattern 2 Pattern 1 Pattern 2

Pattern 6 Pattern 7 Pattern 6 Pattern 7 Pattern 6 Pattern 7 Pattern 6 Pattern 7

BEATS

위의 예시는 패턴들을 체이닝하여 긴 시퀀스를 만드는 기본 사항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더 길고 복잡한 시퀀스를 

만드는 것도 이 원칙들의 연장선입니다. Circuit Tracks에서는 패턴 체인을 최대 256개 스텝(8x32)까지 만들 

수 있으며, 이때 트랙 8개가 각각 스텝 16개마다(시작점/종료점이 기본 설정에서 변경되었다면 더 적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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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재생을 누를 때마다 패턴 체인은 체인 내 첫 번쨰 패턴의 시작점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로 재생을 누르면 시퀀스가 중지된 지점에서부터 체인을 재시작할 수 있습니다.

패턴 옥타브

신스나 MIDI 패턴 전체의 피치를 옥타브 하나 이상 높이거나 낮추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20 J 또는 K를 

누릅니다 15 . 패턴이 재생 중이거나 중지 모드일 때 모두 실행이 가능합니다. 패턴 옥타브는 모든 스텝 보기(노트 

보기, 벨로시티 보기, 게이트 보기 또는 패턴 설정 보기)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현재 선택된 트랙의 피치만 조정되며, 

다른 트랙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Circuit Tracks이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옥타브에 있는 노트가 패턴에 있는 경우, 패턴 옥타브가 높게 변경이 

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패턴 옥타브를 낮추는 경우 가장 낮은 옥타브의 노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J  

또는 K 버튼에 빨간색 불이 켜지며 명령이 실행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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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잠금

기본적으로 위쪽 두 줄의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는 선택된 패턴( 및 현재 페이지)에 따라 변경되므로, 재생 커서가 

항상 나타납니다. 한 패턴을 편집하는 동시에 다른 패턴을 계속 재생하거나 패턴 체인을 완료하고 싶은 경우, 

보기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을 누르면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가 현재 

패턴( 및 페이지)으로 "동결"됩니다 10 . 이제 위쪽 두 줄은 보기 잠금을 선택할 때 디스플레이되었던 패턴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패턴 보기에서 현재 보이는 패턴들에는 흰색 불이 켜집니다. 느리게 깜빡이는 흰색 불은 패턴이 보이는 것과 

동시에 재생 중임을 나타내며, 고정된 흰색 불은 패턴이 보이는 동안 같은 트랙의 다른 패턴이 재생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패드는 트랙 색상으로 느리게 깜빡입니다. 보이는 패턴을 변경하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패턴 패드를 누릅니다. 재생될 패턴 및 패턴 체인을 선택하는 기본 방법은  페이지의 패턴 보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74

보기 잠금을 사용해 32스텝 패턴에서 작업시 현재 패턴이 있는 페이지의 스텝 디스플레이를 고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기 잠금이 켜진 상태에서는 패턴이 두 페이지를 거쳐 계속 재생되나, 보기 잠금이 선택될 때 보이던 

페이지만 표시됩니다. 다른 스텝 페이지를 보려면 스텝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8

개 .

보기 잠금이 켜졌을 때는 시프트를 누르는 동안 패턴 버튼에 녹색 불이 켜지며, 보기 잠금이 꺼졌을 때는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시프트를 어떤 시점에 눌러도 버튼 색상을 통해 보기 잠금의 활성화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보기 잠금은 모든 트랙에 적용되며, 패턴 스텝 디스플레이가 있는 모든 보기에도 적용됩니다(즉, 벨로시티 보기, 

게이트 보기 , 노트 보기 등). 시프트 + 패턴을 다시 누르면 취소됩니다. 보기 잠금의 상태는 저장되지 않으며, 

Circuit Tracks의 전원이 켜질 때마다 "비활성화"로 기본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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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씬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내 패턴 및 패턴 체인 다수를 패드 하나에 할당할 수 있어, 곡의 일부를 쉽게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씬들 자체도 체이닝하여 훨씬 더 긴 시퀀스로 정렬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곡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씬은 믹서 보기를 통해 접근합니다: 믹서를 눌러 믹서 보기를 엽니다: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ulsing  
bright/dim)

Scene pads

믹서 모드의 아래쪽 두 줄 패드들은 Circuit Tracks에서 사용 가능한 씬 16개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패드들이 트랙 8개의 패턴 1을 트리거하는데, 이는 아직 정의되거나 할당된 패턴 체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패드(패드 17번)에는 밝은 녹색 불이 느리게 깜빡이며 현재 재생 중인 패턴이 마지막으로 선택된 씬(기본 

설정: 씬 1)과 상응함을 표시합니다.

씬으로 패턴 할당하기

패턴 보기를 열고 씬을 구성하는 모든 트랙에 대한 패턴 체인들을 정의합니다. 믹서 보기로 들어가서 시프트를 누르고 

기다립니다: 씬 패드들의 색상이 희미한 금색으로 바뀝니 다. 시프트를 계속 누른 채로 씬 패드를 누르면 밝은 

금색 불이 켜지며 패턴들이 씬에 할당되었음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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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Scene pads

Pad where Scene is being stored 
lights brightly while Shift is held

Mixer View with Shift pressed:

선텍된 패턴 체인은 모두 해당 씬으로 저장됩니다. 시프트에서 손을 떼면 저장된 씬에 해당하는 패드에 밝은 흰색 

불이 켜집니다: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ulsing 
bright/dim)

Scene pads

Bright white indicates a Scene 
has been saved to this pad

Mixer View when Shift is released:

이제 이 패드를 누르면 씬이 선택되면서 재생을 누를 때 씬에 할당된 패턴 체인들이 모두 재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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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보기를 선택하면, 시프트를 누를 때 씬이 저장된 패드들에 밝은 흰색/금색 불이 켜져 씬의 저장 장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턴 체인을 씬으로 할당하더라도 현재 플레이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이미 재생 모드에 있을 경우 씬이 

선택되거나 사용자의 씬 체인(아래 참조)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선택된 씬은 현재 패턴 또는 패턴 체인이 

완료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 아래 "씬 나열하기"를 참조하세요. 

씬 데이터는 저장을 두 번 눌러 저장을 실행할 때 현재 프로젝트로 저장됩니다 19 . 씬 패드가 녹색으로 느리게 

깜빡이면 1) 해당 패드가 현재 선택된 씬이라는 것, 2) 현재 선택된 패턴이 씬으로 할당된 패턴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선택된 패턴이 패턴 보기에서 변경될 경우, 해당 씬 패드는 희미한 흰색 불로 되돌아옵니다. 

매치하는 패턴들이 다시 선택되면 씬 패드가 다시 녹색으로 느리게 깜빡입니다. 이는 가장 최근 선택된 씬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가장 최근 선택된 씬 외 다른 씬의 패턴들을 선택하면 상응하는 패드에 녹색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씬을 체이닝해 새로운 배열 만들기

패턴 보기에서 패턴들을 체이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믹서 보기에서도 씬들을 체이닝하여 긴 시퀀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씬의 패드를 누른 다음 마지막 씬의 패드를 누릅니다: 이 패드들과 그 사이에 있는 패드들에 모두 녹색 불이 

켜집니다. 이제 두 패드와 그 사이 모든 패드들에 할당된 씬들이 재생될 씬 체인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씬 1~5

로 씬 체인을 구성하려면 씬 1을 누른 상태에서 씬 5를 누릅니다. 씬마다 할당된 패턴 체인을 한 차례 재생한 후 

다음 씬으로 넘어갑니다. 이 씬들은 번호순으로 재생된 후 반복됩니다.

(Pulsing

 bright/dim)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A Scene Chain is defined here by 
pressing pads 4 and 6.

Scene pads

Scenes 4, 5 and 6 will now play in 
sequence; the pulsing of Scene 4's pad 
confirms that it will be the first to play. 

씬을 사용하여 패턴 보기에서 제한된 기능(패턴 체인을 연속되지 않은 번호의 패턴들로 정의)을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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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연속된 번호의 패턴들을 연속된 씬 메모리로 할당한 후 하나의 씬 체인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턴 1, 2, 5, 6을 차례대로 재생하려면 패턴 1과 패턴 2로 된 패턴 체인을 만들어 씬 메모리에 할당하고, 

패턴 5와 패턴 6을 패턴 체인으로 만들어 다음 씬 메모리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씬 두 개로 구성된 씬 

체인을 정의하여 패턴 4개를 순서대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씬 나열하기

씬은 패턴과 같은 방식으로 "미리 선택될" 수 있으므로, 이미 재생 중인 씬이 있다면 다음 씬은 그 뒤로 나열됩니다. 

나열된 씬에 대한 패드는 녹색으로 깜빡이며, 현재 재생 중인 드럼 1 패턴이 완료되면 끊김없이 새로운 씬이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씬 삭제하기

씬 메모리를 삭제하려면 삭제를 누른 상태에서 17  삭제하려는 씬에 대한 패드를 누릅니다. 해당 씬 메모리가 

기본값 상태(모든 트랙에 패턴 1)로 복귀됩니다.

씬 복제하기

씬을 복제하려면 복제를 누른 상태에서 18  복사하려는 씬에 대한 패드를 누른 후, 복사본을 저장하려는 씬 

메모리에 대한 패드를 누르고 복제 버튼에서 손을 뗍니다. 한편 복제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복사한 씬을 서로 

다른 메모리 저장소로 여러 번 붙여넣을 수도 있습니다.



86

템포와 스윙

템포와 스윙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조정하는 방법도 아주 비슷합니다.

템포

Circuit Tracks는 40~240BPM 범위 내 모든 템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템포는 

120BPM입니다. 템포는 내부 템포 클럭이나 외부 MIDI 클럭 소스에 의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외부 MIDI 클럭은 

USB 포트나 MIDI 입력 포트를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템포 클럭의 BPM을 표시 및 조정하려면 템포/스윙 버튼을 눌러 16 템포 보기를 엽니다. (Circuit Tracks

의 버튼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짧게 누르면 그리드가 템포 보기로 전환되고 길게 누르면 BPM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PM은 패드 그리드에 커다란 파란색 및 흰색 숫자 2~3개로 표시됩니다. "100단위" 숫자("1", "2" 또는 꺼짐만 

가능)는 그리트 컬럼 1과 2에 표시되며, "10단위" 및 "1단위" 숫자는 각각 세 컬럼에 표시됩니다. 0~9까지의 

숫자가 표시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0 1 2 3 4

5 6 7 8 9

매크로 제어 1을 사용해 템포를 조정하면 해당 LED에 밝은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외부 클럭

Circuit Tracks에 외부 MIDI 클럭 소스을 적용하기 위한(클럭 설정에 종속 –  페이지의 "클럭 설정" 참조) 별도 

전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효한 외부 클럭이 적용되면 자동적으로 클럭 소스로 선택이 되고, 매크로 1이 

켜진 경우 그리드에 빨간색으로 "SYN"가 표시됩니다. 외부 클럭이 사용 중일 때 매크로 1을 조정하더라도 내부 

템포는 변하지 않습니다.106

내부 템포 클럭은 정수 단위 BPM만 허용(즉 분수값은 템포값으로 설정 불가능)하는 한편, Circuit Tracks는 

분수값을 포함한 모든 외부 클럭 속도(30~300BPM)로 동기화됩니다.

외부 클럭이 제거될 경우(또는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Circuit Tracks는 재생을 멈추며, "SYN"은 재생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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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를 때까지 계속 표시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드에 해당 프로젝트로 저장된 BPM이 표시되고 매크로 1이 다시 

활성화되면 템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탭 템포

Circuit Tracks의 템포를 기존 음악에 맞추고 싶은데 BPM을 모르는 경우에는 탭 템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현재 듣고 있는 트랙에 맞추어  템포/스윙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Circuit Tracks의 템포 

설정을 수동 입력으로 전환하려면 최소 세 번을 누르고 나면, 마지막 다섯 번 누른 것의 평균을 내어 BPM이 

계산됩니다.

탭 템포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나, 템포 보기 내에 있을 경우 BPM 디스플레이 자체가 탭 템포 업데이트됩니다.

스윙

기본적으로 패턴 내 모든 스텝들은 박자에 맞춰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120BPM 템포에서는 16스텝 

패턴이 2초마다 반복되어 스텝간 간격이 1/8초입니다. 스윙 파라미터를 기본값 50에서 변경(범위: 20~80)할 

경우 짝수의 스텝들(엇박자)의 타이밍이 변동됩니다. 스윙 값이 낮아지면 짝수 스텝과 이전 홀수 스텝간 간격이 

짧아지며, 스윙 값이 높아지면 반대의 효과가 생깁니다.

1

162

3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Swing = 50%

1 3 151311975

Swing = 25%

1

162

3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Swing = 75%

Even beats are advanced

Even beats are delayed

162 141210864

스윙은 매크로 2로 조정하며, 템포 보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LED에 주황색 불이 켜짐). 템포와 스윙을 

번갈아가며 조정할 경우 노브 조정이 적용되는 데 짧은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템포와 스윙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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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윙 기능을 사용해 패턴에 추가적인 "그루브"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짝수 스텝들에 스윙이 적용되므로 16

분음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클릭 트랙

클릭(또는 메트로놈)을 켜거나 끄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17 . 삭제 버튼은 클릭이 

켜졌을 때는 밝은 녹색 불, 꺼졌을 때는 희미한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켜진 상태에서는 시퀀스가 재생될 

때마다 모든 오디오 출력에서 4분 음표마다 메트로놈 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설정으로, 팩이나 

프로젝트의 변화와 관계없이 클릭의 상태는 계속 유지됩니다. Circuit Tracks의 전원이 꺼지면 설정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클릭의 볼륨을 조정하려면 템포/스윙 버튼을 누르고 매크로 5(삭제/클릭 버튼 위)를 사용합니다. 클릭 레벨 또한 

전체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팩과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볼륨 레벨 설정은 전원 버튼을 눌러 장치를 끄더라도 

저장됩니다. 8 .

아날로그 신스 출력

외부 장치(아날로그 신스 등)를 Circuit Tracks로 동기화하려면 후면 패널의 동기 출력 커넥터를 사용하면 

간단합니다 2 . 이 경우 템포 클럭(BPM)에 비례하는 속도의 동기 펄스가 제공되며, 실제 비율은 셋업 보기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 기본 속도는 4분 음표당 2펄스입니다.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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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Circuit Tracks에 포함된 8채널 믹서를 사용하여 각 트랙의 볼륨을 다른 트랙들 대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트랙들은 볼륨 레벨 100(임의 단위, 범위: 0~127)에서 재생되며, 마스터 볼륨 제어를 사용해

4  필요한 출력 레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믹서 버튼을 눌러 11 믹서 보기로 들어갑니다: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Scene pads

J ProjectsSaveDuplicateClearTempo
Swing

Tap Click Mutate Packs

2 Oscillator Mod

1 Oscillator 3 Amp Envelope

4 Filter Envelope

5 Filter Frequency

6 Resonance

7 Modulation

8 FX

MUTE 
SYNTH 1

MUTE 
SYNTH 2

MUTE 
MIDI/AUDIO 

IN 1

MUTE 
MIDI/AUDIO 

IN 2
MUTE

DRUM 1
MUTE

DRUM 2
MUTE

DRUM 3
MUTE

DRUM 4

(Pulsing 
bright/dim)

1열에 불이 켜진 패드들은 각 트랙의 음소거 버튼입니다. 패드를 누르면 시퀀서의 신스 트랙 노트, 드럼 

트랙 히트, MIDI 트랙 노트 출력, CC 오토매이션 트리거가 중지되면서 해당 트랙이 음소거됩니다.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패드를 다시 누르세요. 패드에 켜진 불이 희미해지면 음소거 상태를 나타냅니다.

입력 레벨 제어

기본적으로 믹서 모드에서는 매크로 기능을 통해 각 트랙의 볼륨 레벨을 제어합니다. 이는 J 버튼에 불이 켜진 상태로

15  나타납니다. 상응하는 트랙 색상의 매크로 LED에 불이 켜지며, 트랙 레벨이 낮아진 경우 희미해집니다.

매크로 제어 3과 4(MIDI 트랙)은 후면 패널입력 1 및 2와 연결되는 외부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의 레벨을 

제어합니다 5 . 외부 신스들의 출력을 Circuit Tracks의 믹스로 추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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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통한 트랙 레벨 조정은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Circuit Tracks가 녹음 모드인 경우, 개별 트랙 레벨의 

변화들은 해당 패턴으로 기록됩니다. 볼륨 레벨 오토매이션을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7  매크로 

제어 노브를 돌립니다. 해당 매크로 LED에 빨간색 불이 켜지며 삭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패닝

각 트랙들 스테레오 이미지 내 특정 지점에 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물론 왼쪽 및 오른쪽 출력을 모두 

모니터링해야 함). J 버튼을 눌러 15  매크로 제어들을 각 트랙의 팬 제어 기능으로 전환합니다. J 버튼에 불이 

꺼지고 K 버튼에 불이 켜집니다. 모든 트랙의 기본 팬 위치는 스테레오 중심이며, 매크로 LED의 흰색 불로 

표시됩니다. 트랙을 왼쪽으로 패닝하면 LED가 점점 밝은 파란색이 되며, 오른쪽으로 패닝하면 점점 밝은 

분홍색이 됩니다.

패닝된 트랙을 스테레오 이미지 중심으로 바로 되돌리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7  매크로 제어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매크로 LED에 보라색 불이 켜지며 해당 액션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팬 제어 기능은 레벨 제어 기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화됩니다. 팬 오토매이션을 제거하려면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매크로 제어 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매크로 LED에 빨간색 불이 켜지며 해당 액션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K 버튼을 누르면 매크로 옵션들이 자체 레벨 제어 기능으로 복귀됩니다.

음소거 트랙 실행하기

단순히 트랙의 소리를 없애는 목적 외에도 음소거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소거 

되지 않은 트랙 위에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것입니다.  트랙이 음소거되면 해당 시퀀서 스텝 

패드들이 비활성화됩니다. 이 경우 신스 노트나 코드, 드럼 히트를 실시간으로 연주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활성화된 드럼 트랙들이 있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믹서 보기에서 신스 트랙을 

음소거합니다. 음소거된 트랙에 대한 노트 보기를 선택합니다: 해당 스텝 패드들이 진행 중인 시퀀스를 표시하지만, 

트랙이 음소거된 상태이므로 시퀀서가 노트를 트리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스텝 패드들이 신스 노트를 

실시간으로 "수동" 연주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텝 패드를 눌러 이미 스텝에 할당된 노트나 코드를 

연주하거나, 트랙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스텝 패드에 노트(들)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노트 조합을 

트리거할 수 있는 패드 16개가 생긴 것입니다. 또한 스텝 편집 모드에서 매크로 오토매이션을 프로그램된 스텝 

패드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실시간으로 실행하기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드럼 트랙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드럼 트랙들은 별도의 시퀀서 스텝들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벨로시티 보기나 게이트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게이트 보기를 사용할 경우 드럼 마이크로 스텝들로 

접근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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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섹션

Circuit Tracks에 있는 디지털 이펙트 프로세서(FX)를 사용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모든 트랙들에 딜레이/리버브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 컴프레서가 사용자의 믹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딜레이 16개와 리버브 8개가 제공되며, 각 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랙의 전송 레벨(리버브/

딜레이를 얼마나 추가할 것인지)은 매크로 제어를 사용해 트랙별로 개별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모든 이펙트를 프로젝트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FX 버튼을 눌러 12 FX 보기를 엽니다.

FX on/off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ProjectsSaveClearTempo
Swing

Tap Click Mutate Packs

4 Filter Envelope

1 Oscillator 5 Filter Frequency3 Amp Envelope

Active reverb 
preset

Active delay 
preset

Delay presets

Reverb presets

2 Oscillator Mod 6 Resonance 8 FX

7 Modulation

1열과 2열의 "복숭아색" 패드들은 각각 딜레이 프리셋을, 세 번째 줄의 "크림색" 패드는 리버브 프리셋을 

실행합니다. 다양한 이펙트들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들어보는 것이며, 특히 스네어 드럼 같은 히트들을 

한 번 반복해 보면 효과적입니다. 한편 리버브 프리셋은 패드 17~24번까지 리버브 시간 증가에 따라 정렬되며, 

딜레이 프리셋은 패드 1~16까지 복잡성 증가에 따라 정렬됩니다. 모든 딜레이 프리셋은 다중 에코에 대한 피드백 

기능이 있으며, 일부는 독특한 스윙 타이밍과 스테레오 "핑퐁" 이펙트도 포함합니다. 전반적으로 딜레이 시간은 

BPM과 연관됩니다: 페이지 92의 표에서 모든 프리셋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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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

트랙에 리버브를 추가하려면 리버브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프리셋에 상응하는 패드에 밝은 빛이 

켜집니다. 이제 매크로 노브들은 트랙 8개에 대한 리버브 전송 레벨 제어가 됩니다: 이는 믹서 모드에서 사용된 정렬 

방법과 동일합니다. 매크로 LED들에 희미한 크림색 불이 켜집니다. 전송 레벨을 높이면 리버브가 트랙에 추가되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LED 불이 점점 밝아집니다.

다른 매크로 제어들을 사용하여 선택한 리버브 이펙트를 트랙 여러 개에 다양한 정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트랙들에 각기 다른 리버브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리버브 프리셋 8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프리셋 딜레이 타입 

1 스몰 챔버

2 스몰 룸 1

3 스몰 룸 2

4 라지 룸

5 홀

6 라지 홀

7 홀 – 긴 반향

8개 라지 홀 – 긴 반향

딜레이

딜레이 이펙트를 추가하는 것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1열과 2열의 패드들로부터 이펙트를 선택합니다. 매크로 

노브들이 딜레이 전송 레벨 제어 기능이 되면서 LED에 복숭아색 불이 켜져 딜레이 FX로 재할당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매크로 노브들이 리버브 전송 레벨과 딜렝 전송 레벨로 사용되지만, 두 이펙트들은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른 FX 패드가 리버브 프리셋인지 딜레이 프리셋인지에 따라 매크로 노브들이 적용하는 

기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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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 프리셋 16개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프리셋 딜레이 종류 음악적 설명

1 슬랩백 빠르게 아주 빠른 반복

2 슬랩백 느리게 빠른 반복

3 32번째 셋잇단음표 마디당 48개 사이클

4 32번째 마디당 32개 사이클

5 16번째 셋잇단음표 마디당 24개 사이클

6 16번째 마디당 16개 사이클

7 16번째 핑퐁 마디당 16개 사이클

8개 16번째 핑퐁(스윙 적용) 마디당 16개 사이클(스윙 적용)

9 8번째 셋잇단음표 마디당 12개 사이클

10 8번째 점음표 핑퐁 3개 비트당 8개 사이클(스테레어 스프레드 적용)

11 8번째 마디당 8개 사이클

12 8번째 핑퐁 마디당 8개 사이클

13 8번째 핑퐁(스윙 적용) 마디당 8개 사이클(스윙 적용)

14 4번째 셋잇단음표 마디당 8개 사이클

15 4번째 점음표 핑퐁(스윙 적용) 마디당 4개 사이클(스윙 적용)

16개 4번째 셋잇단음표 핑퐁 와이드 마디당 6개 사이클

FX 전송 자동화하기

리버브 및 딜레이 전송 레벨은 녹음 모드가 켜진 상태에서 매크로 제어 노브를 돌려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 

도중에 이펙트의 정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면 17 FX 전송 제어에 대한 오토매이션 데이터가 

삭제됩니다: 삭제를 누른 상태에서 오토매이션을 해제하려는 전송 제어 노브를 돌리면 해당 LED에 빨간색 불이 

켜지면서 삭제가 됩니다.

 페이지와  페이지의 "노브 움직임 녹음하기"를 참조하세요.3771

마스터 컴프레서

셋업 보기에서 FX 버튼을 눌러 켜고 끌 수 있습니다( 페이지 참조.)103



94

사이드 체인

각 신스 트랙 및 외부 오디오 입력(MIDI 트랙 등)에 사이드 체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컴프레서 

등의 일반적인 다이내믹 프로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드럼 트랙에 맞추어 신스 노트의 "엔벨로프"를 

변경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기능을 통해 선택한 드럼 트랙의 히트들이 신스들의 오디오 레벨을 덕킹할 수 있습니다. 

서스테인이나 게이트 시간이 긴 신스 사운드를 사용하면 드럼 샘플이 신스 사운드를 "펌핑"해 독특한 이펙트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 프리셋은 7개 각각을 사용하면 선택한 드럼 트랙이 신스 트랙(또는 외부 오디오 입력에서의 시그널)

의 사운드를 미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두 신스와 두 MIDI 트랙에서 모두 "꺼짐"

이 기본 상태입니다.

사이드 체인 보기는 FX 버튼의 보조 보기입니다 12 .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FX를 누르거나, 이미 FX 보기에 있는 

경우 FX를 한 번 더 눌러 보기 옵션으로 토글합니다.

DRUM 1

1

1

DRUM 3DRUM 2 DRUM 4

OFF

OFF

2 74 5 63

2 3 4 5 76

Synth 2 Side Chain presets

Synth 1 Side Chain presets

Side Chain trigger source

DRUM 1

1

1

DRUM 3DRUM 2 DRUM 4

OFF

OFF

2 74 5 63

2 3 4 5 76

Midi (Audio In) 1 Side Chain presets

Side Chain trigger source

Midi (Audio In) 2 Side Chain presets

Side Chain View – Page 1 
(Synth 1/Synth 2)

Side Chain View – Page 2 
(MIDI 1/MID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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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체인 보기에서 시프트 + FX를 누르면 선택된 트랙에 따라 신스 트랙이나 MIDI 트랙(외부 입력)에 대한 

사이드 체인 제어 옵션이 나타납니다. J와 K 버튼을 사용하여 15 신스 트랙과 MIDI 트랙 사이드 체인 보기 옵션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두 줄의 패드들은 각각 신스 1과 신스 2(또는 MIDI 1과 MIDI 2)의 사이드 체인 프리셋 7개(각 줄의 패드 

2~8번)에 해당합니다. 각 줄의 첫 번째 패드는 "꺼짐 버튼"으로, 해당 신스(또는 오디오 입력)에서 진행 중인 

사이드 체인을 해제합니다. 사이드 체인이 해제되면 패드 1번에 밝은 빨간색 불이 켜집니다. 해당 열의 다른 

패드를 누르면 사이드 체인 프리셋 중 하나가 켜지면서 패드 1번의 불이 희미해지고 선택한 패드의 불은 트랙 

색상으로 밝게 켜집니다.

맨 위쪽 줄 패드 5~8번을 사용하여 (해당 트랙에 대한 사이드 체인 프리셋 패드를 눌러) 선택된 트랙에 대한 

사이드 체인 트리거가 될 드럼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사이드 세인 과정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들어보고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신스 노트 하나에 게이트 값을 16으로 설정하여 연속해서 소리가 나게 한 다음 드럼 1로 킥드럼 

비트를 몇 번 연주해보는 식으로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드 체인 프리셋을 선택해보면 연속적인 신스 

노트가 드럼에 의해 "가로막히는" 방식의 차이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신스 패치들을 사용할 경우 동일한 

사이드 체인 프리셋으로도 아주 다른 이펙트를 만들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신스 사운드로 실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스 패턴들과 드럼 1의 상대적인 타이밍에 따라 이펙트의 효과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믹서 보기에서 소스 트랙의 레벨이 0으로 낮춰지더라도 사이드 체인 덕킹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기능을 창의적으로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믹서 보기 내에서 키로 선택된 드럼 트랙을 음소거할 경우 사이드 체인 트리거링이 

해제됩니다.

 

필터 노브

Circuit Tracks의 전체 오디오 출력, 즉 내장 트랙 6개 및 외부 오디오 입력 2개로부터의 사운드 전체가 기존의 

DJ 스타일 필터 섹션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제어하는 것은 커다란 마스터 필터 노브입니다 2 . 이 필터 노브는 

주요 퍼포먼스 제어 옵션 중 하나로, 전체 사운드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 사용합니다.

이 필터 노브는 로우 패스 및 하이 패스 타입을 모두 아우릅니다. 하이 패스 필터는 출력으로부터 낮은 주파스(

베이스)를 제거하며, 로우 패스 필터는 높은 주파스(트레블)를 제거합니다. Circuit Tracks의 마스터 필터 노브는 

중앙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 로우 패스 필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릴 경우 하이 패스 필터를 

제어합니다. 중앙에 있을 때는 멈춤쇠가 설정되어, 필터링이 실행되지 않고 노브 아래 LED에 희미한 흰색 불이 

켜집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라면 드럼 및 낮은 음역 노트들이 사라져 사운드가 훨씬 얕아집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높은 음역 노트들이 사라지면서 나직한 사운드가 남습니다. 두 필터 중 하나가 활성화될 경우 

LED에 옅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며, 노브를 많이 돌릴수록 빛의 밝기가 점점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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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프로젝트 로딩과 저장의 기본 개요는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프로젝트 사용에 대한 추가 

사항들을 다룹니다.23

프로젝트 전환하기

사용자가 한 프로젝트에서 다른 프로젝트로 변경할 때 Circuit Tracks의 반응 방식에 대한 규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중지 모드에 있을 때(즉 시퀀서가 실행되지 않을 때) 프로젝트 보기에서 프로젝트를 변경하는 경우, 

재생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는 항상 해당 패턴의 시작점(스텝 1이 기본 설정)으로 정의된 스텝에서 

시작됩니다. 프로젝트에 체이닝된 패턴들이 있을 경우에는 첫 패턴의 시작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스텝이나 시퀀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템포가 이전 프로젝트의 템포를 

대체합니다.

재생 모드에서 프로젝트를 변경하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새로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패드를 눌러 새 프로젝트를 선택할 경우 현재 패턴이 마지막 스텝까지 쭉 

재생되며(참고 – 씬이나 패턴 체인 전체가 아닌 현재 패턴만 해당됨), 새 프로젝트에 대한 패드에 흰색 불이 

깜빡이며 프로젝트가 "나열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새 프로젝트는 패턴의 시작점(스텝 1이 기본 설정), 또는 

체인 내 첫 번째 패턴이나 첫 번째 씬의 시작점에서부터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2.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새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새로 선택한 프로젝트가 즉시 재생 시작됩니다. 이때 

새 프로젝트는 이전 프로젝트가 도달했던 패턴 체인 내 동일한 스텝에서부터 재생됩니다. 이런 즉각적인 

프로젝트 전환 기능은 두 프로젝트에 다른 길이의 패턴들이 있거나 패턴 체인을 구성하는 패턴들의 수가 다를 

경우 특히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에서 자주 언급했듯이 Circuit Tracks의 이 

기능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사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삭제하기

지우기 17 는 프로젝트 보기에서 실행하여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밝은 빨간색 불이 켜지고 모든 그리드 패드의 불이 꺼지면서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에만 밝은 흰색 불이 

켜집니다. 이 패드를 눌러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만 삭제할 수 있으므로, 다른 프로젝트를 잘못 삭제할 염려가 없습니다. 

프로젝트 삭제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재생을 실행해 삭제하려는 프로젝트가 맞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새로운 슬롯에 프로젝트 저장하기

저장 버튼을 사용하여 19 작업 중인 트랙을 프로젝트 메모리 슬롯에 저장합니다. 저장 버튼을 두 번 눌러야 저장 

작업이 완료됩니다: 한 번 누르면 저장 버튼이 깜빡이며, 두 번째로 누르면 최근 사용된 프로젝트 메모리에 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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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됩니다. 사용자의 현재 작업이 이전에 저장된 프로젝트에 기반하고 있을 경우 저장시 기존 버전을 덮어씌우게 

됩니다.

작업을 다른 프로젝트 메모리에 저장해두려면 프로젝트 보기로 전환합니다. 저장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프로젝트에 대한 패드가 흰색으로 깜빡입니다. 새로운 메모리 슬롯으로 작업을 저장하고 싶다면 해당 

슬롯에 대한 패드를 누릅니다: 다른 모든 패드들에 불이 꺼지고 선택된 패드가 2초 동안 녹색으로 빠르게 

깜빡입니다.

저장 작업을 "취소"하려면 저장을 첫 번째로 누른 후 다른 버튼을 누릅니다.

프로젝트 색상 바꾸기

프로젝트 보기에서 패드들에 다양한 색상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이 기능은 라이브 퍼포먼스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설명된 저장 과정의 일환으로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장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매크로 1 로터리 제어 

아래 LED에 현재 선택된 프로젝트 내 패드의 현재 색상의 불이 켜집니다: 이미 색상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어두운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이제 매크로 1 노브를 돌려 14가지 색상을 스크롤합니다. 원하는 색이 있으면 저장 버튼을 

두 번째로 누르거나 해당 메모리 위치에 상응하는 패드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나온 것처럼 패드에 녹색 

불이 깜빡이며 저장 과정이 완료됩니다. 저장이 실행된 후에는 패드에 흰색 불이 켜지므로 새로 설정된 색상을 

바로 확인할 수는 없으나, 다른 프로젝트를 선택하자마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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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Circuit Tracks에 현재 저장된 모든 것을 "팩"이라고 정의합니다: 현재의 팩을 분리 가능한 마이크로SD 카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후면 패널에 카드 슬롯이 있습니다. 7 .

팩에는 Circuit Tracks의 현재 작업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프로그램 메모리 64개, 신스 패치 128개, 드럼 

샘플 64개에 들어있는 모든 컨텐츠 포함). 카드에는 팩 추가 31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분량의 

작업 중인 컨텐츠를 안정적인 매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맞춤형 패치 및 샘플이 포함된 다양한 장르의 

프로젝트 포함). 마이크로SD 카드를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저장 가능 용량을 추가 가능합니다.

팩 보기는 프로젝트 버튼의 보조 보기입니다 19 .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거나, 이미 

프로젝트 보기에 있는 경우 프로젝트 버튼을 두 번째로 눌러 보기 옵션으로 토글합니다.

중요 사항:

후면 패널 슬롯에 마이크로SD 카드가 있는 경우에만 팩 보기 옵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Novation 구성 요소(https://components.novationmusic.com/)를 사용하여 Circuit Tracks로 팩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각 패드가 팩을 나타냅니다: 현재 로딩된 패드에는 흰색 불이 켜지고 나머지 패드들에는 Novation 

구성 요소에서 설정된 색의 불이 들어옵니다.

https://components.novation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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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불러오기

현재 로딩된 팩에 대한 패드 외에 불이 켜진 패드를 눌러 팩을 선택합니다. 해당 패드가 희미한 불과 밝은 

불로 번갈아가며 느리게 깜빡이며(할당된 색상으로) 로딩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신스 패치나 MIDI 

템플릿, 드럼 샘플이 들어있지 않은 "비어있는 팩 슬롯"은 로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팩을 다시 불러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준비된 팩의 로딩을 취소하려는 경우 로딩할 다른 팩을 선택하거나 팩 보기에서 빠져나옵니다. 팩 보기로 되돌아가면 

로딩 준비된 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팩이 로딩 준비가 되면 재생 버튼을 눌러 팩을 불러옵니다. 팩이 로딩되는 동안 몇 초 동안 패드 위에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며, 로딩이 완료되면 팩 보기가 다시 나타나면서 새로 로딩될 팩에 대한 패드에 흰색 불이 

켜집니다.

팩 복제하기

팩 내 프로젝트를 다 사용했지만 동일한 신스 패치 및 샘플들로 새로운 프로젝트 작업을 계속 하려는 경우 현재 

팩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팩을 복제하려면 우선 팩 보기에 들어갑니다. 복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18  현재 선택된 팩이 녹색으로 

느리게 깜빡이며, 사용 가능한 팩 슬롯에 희미한 파란색 불이 켜집니다. 희미한 파란색 슬롯을 눌러 현재 팩을 

새로운 위치에 기록합니다.

팩은 Novation 구성 요소를 통해서만 삭제 가능하며, 장비로부터 직접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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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SD 카드 사용하기

주의:

저장이나 불러오기를 실행하는 도중에 마이크로SD 카드를 Circuit Tracks으로부터 제거하지 마세요. 제거할 

경우 이전에 저장된 작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저장 작업으로는 팩의 복제 및 구성 요소로부터의 컨텐츠 전송 

등이 포함됩니다.

후면 패널 슬롯으로 삽입된 마이크로SD 카드로 팩 여러 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의 내장 메모리는 

팩 한 개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SD 카드는 팩 31개를 추가 저장 가능하므로, 카드를 사용해 최대 32개의 

팩을 Circuit Tracks에 로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SD 카드가 전원이 켜지는 동안 삽입되지 않으면 팩 보기에 빨간색과 노란색의 아이콘이 나타나 "사용 

가능한 SD 카드 없음"을 나타냅니다:

("SD 카드 없음" 아이콘은 다른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아래의 "SD 카드 제거하기"에서 세부 사항을 

참조하세요.) 마이크로SD 카드 없이도 Circuit Tracks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나, 내장된 팩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SD 카드가 삽입된 경우 팩 보기에 사용 가능한 팩들이 나타나며, 사용자가 위의 "팩 

로딩하기"에 나온 설명대로 새로운 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SD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유닛의 전원을 켠 경우(내장된 팩이 로딩됨) 언제든 카드를 삽입하여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드가 제거된 상태인 경우 다시 카드를 삽입하면 다시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카드를 

제거했을 때 제한되었던 기능들도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마이크로SD 카드 제거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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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된 팩이 로딩된 동안 마이크로SD 카드가 제거되면 Circuit Tracks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카드가 없는 상태로 

전원이 켜져 작동합니다. 이 경우 신스 패치 및 샘플 로딩, 또는 프로젝트의 저장 및 로딩에 지장이 없습니다.

마이크로SD 카드로부터 로딩된 팩이 현재 사용 중일 때 카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퀀서 플레이백이 

중단되지 않으며, 저장되지 않은 변경 사항들도 유지됩니다. 그러나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데이터도 

로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데이터는 유닛의 RAM으로 로딩되었기 때문에 프로젝트 재생이 계속되지만, 

프로젝트를 바꾸거나 프로젝트를 이 상태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팩이 로딩되는 동안 패치나 샘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프로젝트 보기에 위에 설명된 대로 "SD 카드 없음"이 나타나며, 카드가 다시 삽입될 

때까지 저장 버튼에 19 에는 카드 재삽입 전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팩 뷰에도 카드가 재삽입되기 전까지 

"No SD"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마이크로SD 카드를 재삽입하지 않고 내장 팩을 로딩하려면 유닛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다른 마이크로SD 카드를 삽입하면 Circuit Track의 작동이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른 마이크로SD 카드로부터 

팩을 로딩하려면 유닛의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야 합니다. 새로운 마이크로SD 카드는 전원을 켜기 전, 켜는 중, 

켠 후 중 언제든 삽입할 수 있으나, 정의되지 않은 작동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 로딩 전에 전원 사이클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SD 카드 호환성

마이크로SD 카드는 최소 클래스 10이어야 하며, FAT32 포맷을 사용해야 합니다. Circuit Tracks용으로 추천되는 

특정 마이크로SD 카드들에 대한 추가 정보는 Novation 도움말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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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구성 요소 관련 정보 및 Circuit Tracks 탐색

Novation 구성 요소는 Circuit Tracks의 온라인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통해 할 수 있는 

기능들:

• 새로운 컨텐츠 다운로드

• 신스 패치 제작 및 편집

• 나만의 샘플 불러오기

• MIDI 트랙 템플릿 편집

• 프로젝트 백업

• 새로운 팩 불러오기

• 가장 최근 펌웨어 버전 업데이트

구성 요소는 사용자의 장치와의 통신을 위해 웹 MIDI 지원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Google Chrome 또는 

Opera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품을 등록한 경우 독립형 버전의 구성 요소를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로 들어가려면 https://components.novationmusic.com/를 방문하세요.

참고:

구성 요소의 웹 버전 사용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Novation 고객 포털에서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보세요. 

Windows 사용자의 경우 Novation 드라이버 설치를 권장합니다.

https://components.novationmus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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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펌웨어 업데이트

모든 기능들에 접근하려면 Circuit Tracks를 가장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연결된 유닛이 최신 버전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구성 요소를 통해 유닛의 

펌웨어를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셋업 보기

셋업 보기는 전체적인 유닛 설정에 사용됩니다: MIDI 채널 할당, MIDI 입/출력 환경 설정, 클럭 소스 선택, 외부 

클럭 속도, 마스터 컴프레서 켜짐/꺼짐, 밝기 조정 등이 포함됩니다. 셋업 보기에 들어가려면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가려면 재생을 누릅니다. 13 .

셋업 보기를 열면 아래와 같은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9

5

11 1312 14 15 16

2 ppqn

Tx
On/Off

3 7

10

64 8

Rx
On/Off

1 ppqn

Rx
On/Off

Tx
On/Off

Rx
On/Off

Tx
On/Off

Rx
On/Off

Tx
On/Off

1 2

4 ppqn 8 ppqn 24 ppqn

MIDI Note data MIDI Program 
Change data

MIDI CC data MIDI Clock control

Brightness 
adjustment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MIDI channels 1 -16

Default MIDI 
channel for Synth 1 
is Channel 1 MIDI Channel 

16 is reserved 
for the Project

MIDI data control

Clock sync ratesDefault external 
clock sync rate 

is 2 ppqn

Synth 1 is currently selected: the pads 
for the unassigned MIDI channels 
illuminate in the track colour 

MIDI 1 and MIDI 2 are set to 
use their default MIDI 
channels - 3 and 4 
respectively

Default MIDI 
channel for Synth 2 
is Channel 2

Default MIDI 
channel for 
Drums 1-4 is 
Chann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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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

패드 24번(흰색 불)은 그리드 패드의 밝기를 제어합니다. 기본 설정은 최대 밝기이나, 패드 24번을 누르면 

밝기가 약 50% 낮춰집니다. Circuit Tracks를 내장 배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어둡고 은은한 조명이 있는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밝기 정도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밝기 설정은 Circuit Tracks의 전원이 꺼질 때 저장됩니다.

MIDI 채널

기본 데모 MIDI 패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랙 MIDI 채널

신스 1 1

신스 2 2

MIDI 1 3

MIDI 2 4

드럼 1 – 4 10

셋업 보기에서 각 트랙이 사용하는 MIDI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각 트랙(신스 1, 신스 2, MIDI 1, MIDI 2, 드럼 1~4)

에 1~15까지의 MIDI 채널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16은 프로젝트용입니다. 드럼 트랙 4개는 동일한 

MIDI 채널을 사용합니다.

신스나 드럼에 사용할 MIDI 트랙을 변경하려면 신스 1, 신스 2, MIDI 1, MIDI 2, 또는 드럼 트랙 패드 중 하나를 

눌러 5  변경을 원하는 트랙을 선택합니다. 셋업 보기 내 위쪽 두 줄의 패드들은 MIDI 채널 1~16을 나타냅니다. 

해당 MIDI 채널에 대한 패드를 누릅니다.

중요: 트랙 2개에 동일한 MIDI 채널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페이지 103에 있는 이미지는 신스 1이 선택되었을 때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MIDI 채널에 대한 

패드의 색상은 신스 2, MIDI 트랙 또는 드럼 트랙간 차이가 있습니다. 밝은 보라색, 옅은 녹색, 파란색, 분홍색, 

주황색 패드들은 각 트랙이 현재 할당한 MIDI 채널을 나타냅니다.

셋업 보기 변경 사항들과 마찬가지로, 재생을 누르면 변경 사항들이 저장되고 셋업 보기에서 빠져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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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I I/O

Circuit Tracks에서 MIDI 데이터를 전송 및 수신하려면 USB 포트 6 와 MIDI 입력/출력/스루 소켓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

셋업 보기를 사용하여 MIDI 데이터의 4가지 분류 각각에 대해 Circuit Tracks이 다른 MIDI 장치와 연동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CC(제어 변경), 프로그램 변경(PGM), MIDI 클럭 등이 포함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 

Circuit Tracks와 다른 장비들과의 통합 방식에 대한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MIDI Rx(수신)과 Tx(전송)은 각각 자체 데이터 분류에 대해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패드 25번과 32

번은 다음 표와 같이 버튼 4쌍으로 정렬됩니다:

패드 기능 색상

25 MIDI Note Rx 켜짐/꺼짐
녹색

26 MIDI Note Rx 켜짐/꺼짐

27 MIDI Note Rx 켜짐/꺼짐
주황색

28 MIDI CC Tx 켜짐/꺼짐

29
MIDI Program Change Rx 켜짐/

꺼짐
보라색

30
MIDI Program Change Rx 켜짐/

꺼짐

31 MIDI Clock Rx 켜짐/꺼짐
하늘색

32 MIDI Clock Rx 켜짐/꺼짐

MIDI Rx와 MIDI Tx의 기본 설정은 모든 데이터 분류에 대해 모두 "켜짐"(버튼에 밝은 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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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럭 설정

클럭 Rx가 꺼져있으면 해당 클럭은 내부 모드이며 Circuit Tracks의 BPM이 내부 템포 클럭에 의해서만 

정의됩니다. 모든 외부 클럭은 배제됩니다. 클럭 Rx가 켜져 있으면 Circuit Tracks가 "자동" 모드가 되고 MIDI 

입력 또는 USB 포트에서 외부 적용된 MIDI 클럭에 의해 BPM이 설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ircuit 

Tracks가 자동적으로 내부 클럭으로 전환됩니다.

클럭 Tx가 켜진 상태이면 Circuit Tracks가 클럭 마스터가 되며, 자체 클럭이(소스 불문) 후면 패널 USB와 MIDI 

출력 커넥터에서 MIDI 클럭으로 사용 가능해집니다. 클럭 Tx를 끄면 클럭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습니다.

페이지의 "외부 클럭"을 참조하세요.86

아날로그 클럭 속도

Circuit Tracks은 후면 패널의 동기 출력  커넥터로부터 아날로그 클럭을 연속 출력하며, 2  그 진폭은 5V

입니다. 이 클럭의 주파수는 템포 클럭(내부 또는 외부)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력 클럭 속도는 그리드의 세 

번째 줄에 있는 첫 5개 버튼 (패드 17~21번)으로 설정됩니다. 적합한 패드를 눌러 속도를 1, 2, 4, 8, 또는 

24 ppqn(4분음표당 펄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 값은 2 ppqn입니다. 아래 표는 설정에 대한 

개요입니다:

패드 아날로그 클럭 속도

17 1 ppqn

18 2 ppqn

19 4 ppqn

20 8 ppqn

21 24 ppqn

스윙(50% 이상 설정된 경우)은 아날로그 클럭 출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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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셋업 보기

일부 추가 선택 사항들을 어드밴스드 셋업 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닛의 전원을 켜는 동안 시프트를 누르고 

있으면 고급 셋업 보기에 들어가며, 플레을 누르면 빠져나옵니다.    13 .

고급 셋업 보기에서는 8x4 그리드에 불이 들어오지 않으며, 다양한 다른 버튼들을 사용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Easy Start Tool(대용량장치) 107

Easy Start Tool을 고급 셋업 보기에서 비활성화하면 Circuit Tracks가 컴퓨터와 연결할 때 대용량장치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Easy Start Tool을 켜거나 끄려면 노트 버튼을 누릅니다 6 . 노트 버튼에 밝은 녹색 불이 켜지면 Easy Start 

Tool이 켜진 것이고, 노트 버튼에 희미한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 꺼진 것입니다.

Easy Start Tool에 대한 추가 정보는  페이지를 참조하세요.9

MIDI 스루 환경 설정

Circuit Tracks 후면 패널에 있는 MIDI 스루 포트의 동작을 고급 셋업 보기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트가 기본 

MIDI 스루포트(기본 설정) 역할을 하거나, MIDI 출력 포트의 출력을 복제하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두 

개에서 자체 MIDI 스루 포트가 없는 MIDI 트랙을 제어하려 할 때 유용한 기능입니다. 

복제 버튼을 눌러 18 포트의 동작을 설정합니다. 복제 버튼에 밝은 녹색 불이 켜지면 MIDI 스루 포트가 보조 

MIDI 출력 역할을 합니다. 포트에 희미한 빨간색 불이 켜지면 하드웨어 스루 스위치가 활성화되어 포트가 기본 

MIDI 스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스터 컴프레서

Circuit Tracks에 포함된 마스터 컴프레서는 장치로부터의 모든 오디오 출력에 적용됩니다. FX 버튼을 눌러 

켜거나 끌 수 있으며 12 이는 고급 셋업 보기에서 실행해야 합니다. 컴프레서가 켜지면 FX 버튼에 밝은 녹색 불이 

켜지며, 컴프레서가 꺼지면 희미한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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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잠금

저장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저장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ircuit Tracks에 라이브 세트가 

준비된 상태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실수로 덮어씌우고 싶지 않을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잠금을 

켜려면 시프트와 저장 버튼을 같이 누르면서 유닛의 전원을 켭니다. 저장 잠금이 켜지면 저장 버튼이 불이 꺼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저장 잠금 상태는 이어지는 전원 사이클 동안 유지됩니다. 저장 잠금을 끄는 것도 동일한 과정입니다: 유닛의 

전원을 켜면서 시프트와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 잠금의 기본 설정은 비활성화이므로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덮어씌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로딩 문제

Circuit Tracks는 전원이 켜지면 가장 최근 프로젝트를 로딩합니다.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동안 전원에 문제가 

생기면 해당 프로젝트가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Circuit Tracks가 전원이 켜질 때 비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이 경우 Circuit Tracks의 전원을 켜면서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억지로 로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프트와 삭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Circuit Tracks의 전원을 켭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든 변질되었다면 프로젝트를 삭제하여( 페이지 참조)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96

MIDI 파라미터

Circuit Tracks는 외부 MIDI 데이터에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IDI 노트 켜기/노트 끄기, 

프로그램 변경(PGM), CC 메시지들이 모두 인식됩니다.

MIDI 설정 및 파라미터에 대한 세부 정보들은 별도의 문서에 나와있습니다: Circuit Tracks 프로그래머 참조 

가이드는 novationmusic.com/downloads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novationmusic.com/down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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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트로더 모드

Circuit Tracks에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트로더 모드를 활성화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엔지니어링 모드"로, 유닛의 모든 기능의 작동이 중지됩니다. 부트로더 모드 사용시 반드시 Novation의 기술 

지원팀으로부터의 지시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부트로더 모드를 통해 현재 설치된 펌웨어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고, 위에 설명한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가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경우 펌웨어( 및 데모 패치)를 업데이트 할 수도 있습니다.

부트로더 모드에 들어가려면:

1. Circuit Tracks 끄기

2. 스케일과 9 프리셋 14 , 노트 6  버튼 누르기

3. Circuit Tracks 전원 다시 켜기

이제 Circuit Tracks가 부트로더 모드에 들어가면서 그리드 디스플레이에 녹색 불이 켜진 패드들이 나타납니다(

아래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Synth 1 Drum 4Drum 3Drum 2Drum 1Synth 2 MIDI 1 MIDI 2

신스 1과 신스 2에 불이 켜집니다. 이중 하나를 선택하면 불이 켜진 패드들의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 패턴은 

펌웨어 요소 3개의 버전 넘버를 이진 형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 발생시 Novation 기술 지원팀에게 이 

패턴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트로더 모드를 가장 간단하게 빠져나가려면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Circuit Tracks가 리부트되면서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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