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ET STARTED WITH SCARLETT 6i6, 18i8 & 18i20  

SCARLETT 6i6, 18i8 & 18i20 시작하기  

Thanks for choosing the Scarlett 2nd Gen. as your audio interface. 
For an in depth video tutorial, please go to focusrite.com/get-
started or see the quick step guide below... 

스칼렛  2세대 제품을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화 비디오 강좌를 보고싶으시면 focusrite.com/get-started 를 
방문하시거나 아래의 퀵스텝 가이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Mac Users  

1. Please go to: focusrite.com/register 

1. focusrite.com/register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nter your serial number, found on the bottom of your hardware  

2. 본체 하드웨어의 밑면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넣습니다. 

3. Then, enter your PRODUCT BUNDLE CODE found on the 
inside of the product box 

3. 그리고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번들코드를 넣습니다. 

4. Download and install the Focusrite Control software installer for 
your operating system 

4.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소프트웨어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하고 
인스톨합니다. 

5. Run the installer 인스톨러를 설치합니다. 

6. Connect your Scarlett audio interface with the included IEC 
power cable, connect the device to your Mac using the included 
USB cable then power up the unit 



6. 스칼렛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를 맥 컴퓨터에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 한 후 
파워를 켭니다. 

7. Go to "System Preferences" then "Sound" and select your 
Scarlett Eg. "Scarlett 18i20" as the input and output device 

7. “시스템 설정” 창에 가서 “소리”를 선택하신 후 스칼렛을 입력 및 
출력 장비로 선택합니다. 

8. You are now ready to use your audio interface 

(Please Note: You may need to select the Scarlett as your 
interface within your music software preferences)  

8.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 사용하는 음악 소프트웨어 설정 창에서 스칼렛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Windows Users  

1. Please go to: focusrite.com/register 

1. focusrite.com/register 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Enter your serial number, found on the bottom of your 
hardware  

2. 본체 하드웨어의 밑면에 있는 시리얼 번호를 넣습니다. 

 

3. Then, enter your PRODUCT BUNDLE CODE found on the 
inside of the product box  

3. 그리고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번들코드를 넣습니다. 

4. Download and install the Focusrite Control software installer for 
your operating system (includes drivers)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소프트웨어 인스톨러를 다운로드하고 인스톨 
합니다.(드라이버 포함) 

5. Run the installer  

5. 인스톨러를 설치합니다. 

6. Connect your Scarlett with the included IEC power cable, 
connect the device to your PC using the included USB cable then 
power up the unit 

6. 스칼렛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전원케이블을 
연결하고, 장비를 맥 컴퓨터에 USB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 한 후 
파워를 켭니다. 

 

7. Go to "CONTROL PANEL" then "SOUND" and select your 
Scarlett Eg. "Scarlett 18i20" as the playback and recording default 
device  

7. “제어판” 창에 가서 “소리”를 선택하신 후 스칼렛을 재생 및 녹음 
장비로 선택합니다. 

 

8. You are now ready to use your audio interface 

(Please Note: You may need to select the Scarlett as your 
interface within your music software preferences)  

8.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고: 사용하는 음악 소프트웨어 설정 창에서 스칼렛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DOWNLOADING THE INCLUDED SOFTWARE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하기  



To download the included software, you will need to register your 
Scarlett at focusrite.com/register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focusrite.com/register 에서 스칼렛을 등록해야 합니다. 

You will need the product serial number, found on the bottom of 
your hardware 

본체 하드웨어의 밑면에 있는 제품 시리얼 번호를 넣습니다. 

 

Once you have entered the serial number, you will be asked to 
enter your PRODUCT BUNDLE CODE, found printed on the inside 
of the product box in the following format: 

XXXXXX-XXXXXX-XXXXXX 

시리얼 번호를 넣은 후 제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포맷의 
번들코드를 넣습니다: 

XXXXXX-XXXXXX-XXXXXX 

 

This info is accurate as of May 2016, however we are constantly 
striving to improve the customer experience and as a result this 
process is subject to change. If anything appears to have changed 
please refer to www.focusrite.com/get-started for the latest info. 

이 정보는 2016년 5월의 정보로써 정확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비자 경험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추후 정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얻으시려면 www.focusrite.com/get-
started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Focusrite is a trademark of Focusrite Audio Engineering Limited 
registered in the UK and other countries. Scarlett 6i6, Scarlett 18i8 
and Scarlett 18i20 are trademarks of Focusrite Audio Engineering 
Limited registered in the UK and other countries. 2016 © Focusrite 
Audio Engineering Limited.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