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 : (주) 사운드캣
Translation by Eric.
본 매뉴얼은 당사의 허락 없이 배포/수정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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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 4 제품소개
이 가이드는 Automap4의 사용자를 위한 종합적인 기능 설명서 입니다.
Automap 4 는 Novation 하드웨어 제어장치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간의 인터페이스를
위해 디자인 됐습니다. Automap 4 는 다른 Novation 제어장치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되기에 어떤 특
정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Novation이 설치된 특정 하드웨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하드웨
어에 포함된 관련 가이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Automap 4 는 항상 발전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Novation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애플리케이
션에 설치된 Automap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Novation의 고객지원 페
이지를 자주 방문하여 최근 업데이트와 문서를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Automap 4 는 다른
rd

3 -party소프트웨어와도 호환가능하며, 지원되는 소프트웨어의 목록은 항상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목록은 항상 바뀔 수 있으니 웹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만약 가이드를 다 읽고 난 후에도 도움이 필요하시면, Novation 고객지원 페이지인 를 통해 비디오영
상과 문제 해결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Novation의 모든 제품의 문제 해결 관련 글은 www.novationmusic.com/answerbase 에서 찾을 수 있
으며 만약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위 웹사이트의 지원 접촉 서식을 작성하여 문의 하시
기 바랍니다.

등록
Novation에 등록 하시려면, Novation을 방문하셔서, ‘Support’ 밑에 ‘Register Products’를 클릭 하셔서
나와있는 서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등록하시는 중에 당신의 DAW(digital audio workstation) setup에
대한 질문들은 고객들의 지원을 위한 소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두세 달에 한 번식 보내지는 e-ziness
이 메일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업데이트 소식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튜토리얼, 각종대회, 무
료상품 그리고 유명 아티스트들의 조언 등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최신업데이
트인지를 확인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돕기 위해선 Automap4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Automap4 설치 요구사항
Apple Mac
OS: Mac OS X 10.7 Lion or 10.6 Snow Leopard (32 and 64 bit)
Computer: Apple Macintosh series with USB port
Screen Resolution: 1024x768 minimum

Windows
OS: Microsoft Windows 7, 32- or 64-bit, Windows Vista (32-bit only), or Windows XP +SP3 (32-bit
only);
Computer: Windows compatible computer with USB port
Screen Resolution: 1024x768 minimum

COPYRIGHT AND LEGAL NOTICES
Novation and Automap are registered trade marks of Focusrite Audio Engineering Limited.
VST is a trade mark of Steinberg Media Technologies GmbH.
Audio Units (AU) is a trade mark of Apple, Inc.
RTAS is a trade mark of Avid, Inc.
All other brand, product and company names and any other registered names or trade marks
mentioned in this manual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2011 © Focusrite Audio Engineering Limited.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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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 4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 설치
대부분의 Novation하드웨어 제어장치는 Automap4가 작동하기 위해선 컴퓨터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가 설치 되야 합니다. 설치관리자를 통해서 Automap 하드웨어 제어장치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있습
니다.
1.

설치 디스크를 넣으시거나 다운로드 받으신 설치관리자를 찾으신 후, 설치 icon을 더블 클릭
하셔서 설치를 실행 합니다.

2. 화면에 나온 지시를 따라 합니다.

NOTE: 윈도우 사용자는 “the drivers have not passed Windows logo testing”과 비슷한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ntinue Anyway’를 눌러 설치를 완료 합니다.
3. Novation 하드웨어 제어장치를 연결 합니다
4. Mac : 애플리케이션 폴더를 여신 후 AutomapServer를 더블 클릭하여 실행 합니다.
Window XP 그리고 Windows 7 : 시작 > 모든 프로그램 > Novation > Automap > Automap
Server.
5.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시 화면에 필요한 지시가 나옵니다. 성공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지
시들을 세심히 따라 하십시오.

Automap4 음악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환경설정
메뉴바(Mac)나 작업표시줄(Window)에서 Automap 아이콘을 찾습니다.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 소프트웨
어 설치를 선택합니다. Automap4 설치창이 뜨면 설치된 DAW들의 리스트가 표시됩니다.(대부분의 사
용자들은 하나만 설치 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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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은 두 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Automap 4를 통해 플러그인을 실행합니다.
2. DAW를 설정하여 Automap4와 작동되게 합니다.
한번에 두 단계의 설정을 실행하려면 소프트웨어 setup 탭 지시를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먼저 사용하실 DAW를 고릅니다.(하나의 DAW밖에 없을 시 적용이 안됩니다.) 당신의 컴퓨터에 연결된
Novation 컨트롤러의 모델을 선택합니다. Setup xyz버튼을 클릭하여 설치관리자를 실행하고 각 단계
의 지시를 따릅니다.(xyz는 선택된 DAW의 이름입니다.)

NOTE : 정확한 설명은 설정되는 DAW마다 다릅니다. 설치 시 DAW애플리케이션을 실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utomap 4에서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DAW들
Mac

Windows

Live

Live

Pro Tools

Pro Tools

Cubase

Cubase

Logic

Logic

Reason

Reason

NOTE : 만약 DAW가 위 리스트에 없지만 HUI를 지원하면 Automap4으로 믹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7쪽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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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가상)LED와 나란히 있는 각각의 DAW는 초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이표시는
DAW가 아직 Automap4와 연결 돼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설정이 끝난 후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LED는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NOTE : 만약 DAW가 제3의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면, DAW를 재시작하기를 추천합니다.

플러그인 관리
Automap 4를 사용하여 VST, AU 나 Pro Tools(RTAS)방식의 플러그인의 조종이 가능합니다. 설치관리
자는 초기설정으로 컴퓨터의 모든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킵니다. 하지만 수동으로 플러그인을 작동시키
거나 꺼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 끄기:
특정한 플러그인만 작동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일 선호 하는 신디사이저
플러그인 만을 Automap4 와 쓰기를 원할 때 입니다. 플러그인에서 Automap 컨트롤을 제
거하시려면, Automap4 창에서 Software Setup tab 을 여신 후 왼쪽 밑의 리스트에서 원하
시는 플러그인 방식을 고릅니다. 그러면 작동된 플러그인 방식이 표시됩니다.

Enabled 체크박스의 선택을 취소하면 플러그인을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shift키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끌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형태의 플러그인은 오리지널 플러그인에다 Automap4가 플러그인의 parameter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중요 : 플러그인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때 DAW 소프트웨어가 실행돼 잊지 않도록 확인해
주십시오. 플로그인의 상태를 바꾸면 DAW를 다시 시작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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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4에 적합한 플러그인 활성화방법
Automap4가 당신의 하드웨어 장치를 조종할 수 있게 하려면 DAW에 새로운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Automap4와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플러그인 설치 시 Automap4
가 먼저 실행돼있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설치 후 Automap 4를 시작해 소프트웨어 Setup창
을 열어 줍니다. 인식된 플러그인이 리스트에 더해졌지만 Enabled 박스는 선택돼 있지 않습
니다. Automap이 플러그인을 조종할 수 있도록 Enabled박스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존의 플러그인을 Automap4에 맞게 업데이트하기
최신 플러그인을 설치할 때 먼저 Automap4 Software Setup 창을 열어서 플러그인 Enabled
박스의 선택을 취소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Automap4를 종료하시고 플러그인을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가 끝난 후, 다시 Automap 4을 실행하여 소프트웨어 Setup창을 열고 플러
그인을 활성화합니다.
업데이트중 플러그인을 비활성화 하는걸 잊으셨다면, 업데이트된 플러그인은 더 이상
Automap과 작동이 불가합니다. 다음 번 Automap 실행 시 플러그인을 다시 활성화 하십시
오.
VST폴더 추가하기(Windows만 적용)
윈도우에서 여러 폴더에 VST플러그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Setup VST Paths를 클릭 합니다.
디렉토리 목록를 열어서 스캔 될 폴더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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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 용어
Automap4를 사용하기 전에 이 부분을 세심히 읽고 이 설명서의 용어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길 추
천합니다. 다음 단어들은 이 사용설명서 내내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DAW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은 Pro Tools나 Cubase 그리고 Logic가 같은 녹음/sequencing/음악
제작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Device
Novation의 하드웨어 MIDI 컨트롤러. 예 Nocturn, Impulse keyboard, SL MkII keyboard등

Mapping
Mapping은 현재 하드웨어의 컨트롤을 DAW와 플러그인의 parameter에 정의합니다
The Edit Mapping 창을 통해 현재의 Mapping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컨트롤을 다른 소프트웨
어 parameter에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lug-in
소프트웨어 플러그인으로 DAW에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합니다. 플러그인은 일반적으로 외부 하드웨어
컨트롤러에 의해 통제되기 전에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플러그인은 DAW와 같이 제공되거나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Automap 4 는 다음 플러그인 포맷을 지원합니다: VST, VST3, RTAS 그리고 AU.

NOTE : DAW 소프트웨어의 플러그인 들은 이 포맷들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플러그인은 Automap4에 의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Mixer
DAW의 일부로 오디오 mixing 애플리케이션입니다.

Thing
Automap4에서 Thing은 Automap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Automap이 통제하는 플러그인,
DAW믹서 그리고 MIDI기기가 전부 Things의 예 입니다.
Automap과 Things의 연결은 컴퓨터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Thing이 Automap4에게 통제를 위한
parameter를 전달합니다. Automap4는 그 parameter를 하드웨어 컨트롤러에 지정합니다.
최대 256개의 Things가 Automap4와 연결 가능합니다.

Automap HUI Mixer Control
HUI는 특별한 MIDI프로토콜로서 소프트웨어 믹서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 됐습니다.

Automap MIDI
Automap MIDI는 가상 소프트웨어 MIDI 포트로 특정 MIDI 데이터(CC, Note On/Off 그리고
Pitchbend)에 응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기기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Control
Control은 Novation 하드웨어의 손잡이, 버튼, slider나 cross fader 입니다. 하드웨어 컨트롤의 배치
는 Edit Mapping 창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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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 4 사용법
대부분 DAW를 실행시키면 자동으로 Automap4도 실행됩니다. 필요 시 다음 경로를 통해 Automap 4
을 수동으로 열수 있습니다.
Mac : Macintosh HD > Applications > AutomapServer
Windows XP and Windows 7 : Start > All Programs > Novation > Automap > Automap Server
Propellerhead사의 Reason/Recod 소프트웨어서는 Automap4가 자동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니 수동
으로 실행 하십시오.
Automap4는 뒷 배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Automap4에 관계된 창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Edit Mappng 창은 언제든지 여실 수 있습니다. 작업표시줄에서 Automap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Edit
mapping 을 고르신 후에 리스트에서 Thing을 선택합니다.
또한, Automap4는 환경설정과 플러그인 관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setup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Automap4 창이 있습니다. 이 창도 똑 같은 아이콘에서 열수 있는데 Preference를 고른 후, Software
Setup 이나 Mixer/Plugin Mappings을 선택하시면 Automap4창에서 적합한 탭이 열립니다. (Edit
Mapping 창도 이곳에서 열수 있습니다.)

Edit Mapping 창 개요
Edit Mapping 창이 당신의 하드웨어의 주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입니다. Autopmap4는 이전
Novation 제품도 지원하며, 연결된 하드웨어에 따라 창의 그래픽이 변경됩니다.
특정 기본 컨트롤은 모든 컨트롤러에 포함돼있습니다.
타이틀 바에서는 어떤 종류의 하드웨어와 연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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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바에는 다음 버튼들이 있습니다.

Save
클릭하시면 저장 창이 뜨며, 플러그인의 Mapping이나, DAW 믹서의 할당량이나 환경 등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Open
전에 저장된 Mapping 파일을 열어줍니다.

Set as default
클릭하시면 초기설정이 현재 설정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플러그인을 로드 할 경우 자신에
맞게 설정해놓은 환경이 활성화됩니다.

Note : 초기설정 Mapping은 다음 장소에 저장 됩니다

Mac : Macintosh HD > Users > {User} > Library > Application Support > Novation > Automap
Universal >Mappings > {Hardware controller type}
WindowsXP:C:\Documents and Settings\{User}\LocalSettings\ApplicationData\Novation\Automap
Universal\Mappings\{Hardware controller type}
Windows7:C:\Users\{User}\AppData\Local\Novation\AutomapUniversal\Mappings\{Hardware
controller type}

Revert
클릭하시면 초기설정으로 되돌아갑니다.

Clear
Edit Mapping 창에서 현재 모든 임무를 제거하며 컨트롤을 다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d Page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Mapping 페이지에 기존배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설정 페이
지와 겹치지 않고 당신의 개인 페이지를 더할 수 있습니다.)

Delete Page
현재 Mapping 페이지를 제거합니다.

Page Down & Page Up
Mapping 페이지를 양쪽방향으로 스크롤 할 때 쓰입니다. (하드웨어 컨트롤러에서도 하실 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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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ulse와 함께 Edit Mapping 사용하기
Automap 사용 가능한 플러그인을 DAW소프트웨어에 로드 합니다. Edit Mapping 창을 열어 줍니다.
Edit Mapping창은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Automap4에 지정된 parameters를 표시합니다.

위 그림은 Impulse controller에 지정된 Novation Bass Station플러그인입니다.

1. 하드웨어 overview
이창은 맨 위 Impulse 컨트롤러의 전반적인 overview가 나와있습니다. Rotary 컨트롤이나 희미한
부분을 클릭하시면 플러그인 컨트롤의 주요 Mapping이나 DAW믹서컨트롤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
다.

2. 이름/제조사
플러그인의 이름과 제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3. 페이지수
8개의parameter를 넘는 플러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이
지의 수는 플러그인에 따라 다릅니다. Page up이나 Page Down버튼이나 Impulse에서 페이지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4. Rotary controls
Impulse의 rotary 인코더와 일치하는 8개의 rotary 컨트롤이 Overview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
신이 선택한 플러그인의 parameter를 조종하는 것이 Rotary 컨트롤의 주요 기능입니다.

5. 페이더
Overview의 올바른 부분을 클릭하시면 주 디스플레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페이더 부분을 클릭하
시면 Impulse의 페이더와 일치하는 9개의 페이더를 나타냅니다. 설치관리자를 실행하시면 DAW의
내부믹서에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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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Novation사의 Automap호환가능한 하드웨어와 Edit Mapping창 사용하기

1. 이름/제조사
플러그인의 이름 그리고 플러그인의 제조사명과 함께 플러그인의 현재 설정이나 MIDI프로그램숫
자가 표시됩니다.

2. 이름
플러그인의 디폴트이름을 보여줍니다. 글자를 클릭하시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프로
젝트에서 같은 플러그인에 여러 개의 instance를 사용할 때 편리합니다. 브라우저뷰에서 더욱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프로잭트를 다시 실행하시면 바뀐 이름은 그대로지만, 똑 같은
프로잭트나 새로운 프로잭트에서 다른 instance를 로드하시면 디폴트 이름으로 돌아갑니다.

3. 그룹
각각의 thing(예를 들어 믹서, 플러그인 아니면 MIDI)의 브라우저 그룹을 보여줍니다. User, FX,
Inst 그리고 Mixer 등의 내가지 브라우저 그룹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페이지 수
8개의parameter를 넘는 플러그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페이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페이
지의 수는 플러그인에 따라 다릅니다. Page up이나 Page Down버튼이나 Impulse에서 페이지를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5. Rotary controls, Faders, 그리고 다른 지정 가능한 컨트롤
Edit Mapping차의 컨트롤 배치는 연결된 실제 하드웨어 컨트롤과 일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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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 브라우저 뷰
Automap Browser뷰는 Impulse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브라우저 뷰는 모든 플러그인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보여주는데 하드웨어의 user,

fx, 그리고 inst 버

튼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의 브라우저 그룹입니다.
FX – Automap 활성화된 효과 플러그인
Inst – Automap 활성화된 악기 플러그인
User –보통 MIDI 채널이나 다른 그룹에 맞지 않는 것들
네 번째 그룹은 믹서입니다. 브라우저 페이지대신에 믹서를 통해 DAW 믹서의 Mapping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에 경우 하나의 DAW만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믹서만이 존재합니다.
하드웨어 컨트롤러의 그룹버튼을 통해 그룹을 선택하셨다면, 그룹의 이용 가능한 모든 플러그인과
MIDI 장치가 표시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플러그인이 보여지게 됩니다. 컨트롤러에서 해당하는 컨트롤
을 클릭하거나 움직여 해당 Plug-in/MIDI 장치의 컨트롤 map을 로드 하시면 다른 플러그인이나 MIDI
장치의 선택이 가능 합니다.

NOTE : 만약에 그룹에 Plug-in/MIDI기기가 하나 밖에 없다면, 관계 그룹 버튼을 누르면 자동 선
택이 됩니다.

Things의 순서
브라우저에 나와있는 대로 Things가 조정되는 순서는 프로잭트에 로드 된 순서입니다. 하드웨어의 페
이지 +/- 버튼을 사용하여 다른 페이지에 표시된 추가의 thing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뷰를 통해 빠르게 컨트롤 map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특정 FX플러그인을
조종 하고 싶다면 FX그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Things를 네그룹중 원하시는 아무 그룹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션의 네 가지 트랙의 플
러그인을 조종하시려면, thing의 종류로 나누는 대신 트랙을 중심으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컨
트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Group’을 클릭하시면 현재 선택된 Thing의 새 그룹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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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4을 사용할 때 자동화 녹음 범위
Automap 하드웨어에서 컨트롤을 움직이면, 컨트롤의 데이터는 바로 Automap4로 전달 됩니다.
Automap4는 데이터를 받은 후 바로 플러그인으로 다시 전달합니다. Automap4은 호스트 자동화 데이
터를 통해 MIDI가 아닌 플러그인과 바로 ‘대화’를 합니다. 이말은 즉 컨트롤의 움직임이 MIDI데이터로
기록 되지 않고 호스트 자동화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컨트롤의 움직임을 Automap 하드웨어에 기록하려면 자동화 모드를 관련 장비로 정하거나 오디오 트
랙을 ‘write’모드(어떤 sequencer들은 여러 종류의 다른 ‘쓰기’ 모드가 있습니다.)로 바꾸고 sequencer를
playback(녹음이 아닌)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화 데이터는 컨트롤을 Automap하드웨어서 작
동시키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컨트롤 움직임을 다 기록한 후에는 트랙의 자동화 모드를 꼭 ‘read’모
드로 다시 바꿔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몇몇sequencer는 자동화 데이터를 다른 방법으로 기록하기 때
문에 sequencer의 설명서를 참조 하십시오.
예외인 경우는 고급설정의 Automap MIDI를 사용할 때 입니다. Automap MIDI는 MIDI 데이터로 기록
됩니다. 그러므로 Record모드에 관련된 MIDI트랙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Mapping 만들기
대부분의 플러그인은 지정되 있으며, parameters는 하드웨어 컨트롤과 맞게 지정돼있습니다.
만약 지정되 있지 않다면, 플러그인 제조사가 지시한 순서대로 Automap 4가 자동적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만의 컨트롤 map을 원하신다면 아주 쉽고 빨리 자신의 map을 만들 수 있습니다.

Manual Parameter Assignment
원하시면 Automap 4에 바로 하드웨어 컨트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Edit Mapping창이 밑으로 확대대면서 Edit Assignment pane이 열립니다.
(창밑의 Edit Assignment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아무 때나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Parameter 버
튼을 클릭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플러그인이 리스트에 나옵니다.
2. 지정할 컨트롤을 클릭하면 빨 같게 변합니다.
3. Edit Assignment pane에서 지정할 컨트롤의 parameter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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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Automap4는 플러그인 제조사가 정의한대로 자동화딘 플러그인의 parameter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Learn 을 사용한 Parameter 배치하기
Novation 하드웨어 컨트롤러의 있는 Learn기능은 parameter 배치 과정을 간소화 합니다. 하
지만 컨트롤 종류마다 Learn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의 하드웨어 사용설
명서를 참조 하세요.
Learn모드는 새로운 parameter를 컨트롤에 지정하거나, 현존하는 Parameter를 새로운
parameter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플러그인 자체에서 지정하고 싶은 parameter 컨트롤을 클릭하시고 값을 바꿔줍니
다.

2.

하드웨어 컨트롤러에서 Learn을 누르시고, parameter에 지정하고 싶은 컨트롤을 클
릭하거나 움직입니다.

3. Parameter의 이름과 값이 컨트롤에 지정됩니다.
모든 컨트롤러가 Learn 버튼이나 터치 컨트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드웨어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Novation Automap과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와 Learn latch mode 사용하기
보통 Learn모드는 하나의 컨트롤만 지정됩니다. Learn을 클릭하시면 선택한 Parameter를 지정하자 마
자 자동으로 Learn기능이 꺼집니다. 하지만 “Latch”를 사용해서 Learn 기능을 계속 활동화 하여 한 작
업에 여러 컨트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Header Bar의 Learn항목을 클릭하시고 Latch를 선택합니다. 이제 플러그인 parameter를 지정하는 작
업을 원하시는 만큼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Learn기능을 다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
다.

빠른 Parameter 순서 재배치
Automap4는 drag and drop으로 Edit Mapping창의 위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지정 기능보다
는 더 빨리 컨트롤을 배치시킬 수 있습니다.

Parameter 이름 바꾸기
원하면 Parameter의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하드웨어 컨트롤러에 나와있는
이름 또한 바뀝니다. 컨트롤 밑에 항목을 클릭하여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Edit Assignment pane의
이름은 안 바뀐걸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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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 모드
5쪽 리스트에 나온 DAW들만이 Automap 4를 사용하여 믹서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
원 됩니다. 다른 DAW들은 Automap HUI를 사용하여야만 믹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DAW의 믹서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Automap4을 올바르게 설정하도록 도와줍니다.

Automap 믹서
올바르게 설정한 후 하드웨어 Overview (Impulse)의 fader부분을 클릭하거나, 하드웨어의 믹서버튼을
누르시면 Edit Mapping 창에서 DAW의 믹서의 control map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믹서parameter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nnel Level
Channel Pan
Channel Mute
Channel Solo
Channel Record Arm
Channel Send level
Master level

NOTE : 위 예들이 다 이용 가능하진 않습니다. Automap4에 이용 가능한 기능과 기능의 이름은
DAW에 따라 다릅니다.
예:
두 개의 다른 Novation 컨트롤러에 지정된 D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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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 Cubase 그리고 Sonar은 Automap Learn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렇기에 Learn 버튼이 있는
Novation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면 아주 간단히 Automap4의 믹서 parameter를 배울 수 있습니다. (15
쪽 참조)
또 Edit Assignment pane에서 parameter를 선택해 컨트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DAW의 트랙이름을 바꿨다면, Edit Mapping창의 이름 또한 바뀝니다. 대부분의 경우 트랙이름과
DAW의 이름이 똑같길 원하지만, 플러그인 Parameter의 이름을 바꾼 방식과 똑같이 트랙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컨트롤 밑에 이름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합니다.

믹서Mapping 저장하기
Set as default 버튼을 사용하여 현재 컨트롤map을 default Mixer Mapping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매
번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열었을 때 저장한 컨트롤map이 로드 됩니다. Default 컨트롤 map을 바
꾸었다 해도 자동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default믹서 컨트롤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바꾸
었다면 꼭 닫기 전에 저장버튼을 눌러 저장 해 주십시오. 프로젝트를 다시 연 후 믹서모드를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 저장된 믹서 컨트롤 map을 열어줍니다.

Automap HUI – HUI 지원 믹서 조절하기
Automap4의 믹서컨트롤을 지원 안 하는 DAW에서, Pro Tool이나 믹서를 조절하려면, Automap HUI
를 사용합니다. HUI는 기존 프로토콜로서 DAW가 원격 하드웨어 기기에서 믹서를 조절할 때 쓰입니
다. Automap 4 에서 HUI를 활성화하려면 소프트웨어 창을 열고 고급을 고른 후 HUI를 선택합니다.
Automap 믹서 컨트롤을 지원하는 DAW들은 HUI옵션이 없습니다.

다음 믹서 parameter들을 HUI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Channel Level
Channel Pan
Channel Mute
Channel Solo
Channel Record Arm
Bank Left 와 Bank Right은 버튼에 지정할 수 있으며 8개 트랙의 그룹들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Novation Impulse 컨트롤러에는 이 기능의 전용 버튼이 있습니다. Impulse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 하
십시오.)
Bank +/- 컨트롤은 아무 pot, encoder, slider나 cross fader 에 지정하여 8개 트랙들을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버튼이 아닌 컨트롤에 지정됐을 경우, 컨트롤이 멘 끝까지 옮겨져야 위, 아래로 스크롤 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의 트랙은 1vol, 2vol…; 1Mute, 2Mute…의 식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DAW에 프로젝트가 로
드 되면 DAW에 나와 있는 트랙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DAW 트랙의 이름을 바꾸면 Automap4에 나오는 이름도 업데이트 됩니다.

- 17 -

NOTE : 다른 map들처럼 컨트롤은 대체 레이아웃으로 . 레이아웃을 변경할 때 DAW가 실행 돼있
지 않도록 확인 합니다. 만약 DAW가 실행돼있다면 DAW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HUI map을 변경했다면, Set As Default를 클릭 하십시오.

Automap 가상 MIDI
(특정 Novation Automap 호환 제품만 적용)
Automap 가상 MIDI는 다른 기존의 MIDI 컨트롤러와 같은 방식으로 쓰이는 하드웨어 컨트롤러입니다.
Automap 가상 MIDI는 보통의 MIDI CC, Note On/Off 그리고 Pitchbend 메시지를 받고 보냅니다. 그
럴 경우 하드웨어서 메시지를 받지 않고 Automap4 소프트웨어에서 바로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쉽게
수정 할 수 있습니다.

MIDI 채널과 포트 설치하기
Automap 가상 MIDI 를 사용하기 전에 MIDI Output 이나 Input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 해야 합니
다. 소프트웨어 설치 창을 여시고 DAW 리스트에서 고급(Advanced)을 선택합니다. 두 개의 MIDI포트
를 Automap MIDI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MIDI채널을 활성화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Output과 Input MIDI 포트는 컴퓨터에 연결된 모든 MIDI인터페이스와 가상포트인
Automap MIDI가 포함됩니다. Automap MIDI가 선택되면 이 가상 포트를 사용해 모든 소프트웨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DAW 소프트웨어에 Automap MIDI가 사용될 수 있는 MIDI Input
그리고 Output 포트로 표시 됩니다.
Automap 가상 MIDI를 사용하여 Automap을 지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조절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면 Ableton Live의 MIDI Learn을 사용해 Traktor DJ를 조절하거나 Cubase의 Quick컨
트롤을 지정하는 것 입니다.
Automap 4가 실행될 때에만 Automap가상MIDI포트가 이용 가능합니다. DAW가 Automap 4와 연결
되기 위해선 Automap4를 실행하기 전 DAW를 먼저 실행합니다. 음악소프트웨어가 실행할 때
Automap4를 그만 두면 상호간의 올바른 연결을 위해 음악 소프트웨어를 닫고 Automap 4 과 음악
소프트웨어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MIDI포트를 선택한 후에도 Automap 4창의 현재 탭에서 하나나 여러 개의 MIDI채널을 선택해야 합니
다. 각 MIDI채널을 활성화할 때 마다 새로운 Automap 가상MIDI Thing이 만들어 집니다. 이것들은
Automap 브라우저 ‘사용자’그룹에 표시됩니다.
MIDI Input 포트가 선택되면 Automap4 는 들어오는 MIDI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곳
Automap MIDI가 parameter를 배우도록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선택된 MIDI인터페이
스에 신시사이저가 연결돼있다면 신시사이저 컨트롤을 움직여 MIDI CC 메시지를 출력하게 합니다. 그
러므로 하드웨어 컨트롤러에서 Learn 기능을 선택하고 컨트롤을 지정한 후, 신시사이저의 Parameter
를 원격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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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Automap 가상 MIDI 기능
다른 Automap 조정 가능한 Things와 마찬가지로 지정, 이름 바꾸기, 재정리 그리고 편집 기능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AutomapMIDI Map 저장하기
디폴트 계층
Set as default 버튼은 현재 map을 포함하여 MIDI채널을 저장합니다. 만약에 MIDI 채널의 선택을 취
소한 후 다시 선택하시면 MIDI map이 현재상태에서 자동으로 Map을 로드 합니다.

사용자 계층
현재Map을 아무 장소에나 저장 합니다.

프로젝트 계층
MIDI Thing이 DAW 프로젝트와 바로 링크돼있지 않기 때문에 Automap을 끝내면 자동적으로 MIDI
Map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Automap4을 다시 실행하면 MIDI Map이 다시 열립니다.

다수의 하드웨어 기기
Automap4는 다수의 하드웨어 기기와 사용 가능 합니다.(예를 들어 Impulse와 SL MK II) Automap4창
의 믹서/플러그인 Mapping탭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된 모든 컨트롤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드웨어기기는 다른 Thing들을 동시에 조정할 수 있지만, 한번에 하나의 기기만 볼 수 밖에 없
습니다. 뷰 버튼을 누르시면 그 기기의 Edit Mapping창을 볼 수 있습니다.
Impulse에서만: 믹서/플러그인 Mapping 탭 왼쪽pane에서 Impulse를 선택한 후 오른쪽pane의 리스트
에 표시될 Thing을 더블클릭 합니다.

Focus Device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컨트롤러를 사용할 경우 컨트롤러 하나는 언제나 Focus 기기라고 정의됩니다.
로드 될 때 새로운 Thing이 처음 지정되는 게 이 Foucs 디바이스입니다. Focus기기는 Automap4 창
의 Preference 탭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TE : Impulse의 Encoder부분은 항상 Focus Device 를 따라갑니다. 따라서 Impulse를 사용한다
면 이세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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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컨트롤러 사용시 Mapping 저장하기
같은 종류의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Automap4은 하나의 Map마다 컨트롤러가 아닌 그 종류의 Thing만
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Nocturn에 지정된 특정 플러그인의 Map을 저장하였다면 사용되는 모든 Nocturn은 똑같은
Map을 초기 설정화하여 플러그인으로 로드 합니다.

믹서/플러그인 Mapping 페이지
Automap4창 중 하나의 탭 입니다. 이 탭은 a) 현재 Automap 4 와 연결된 하드웨어 컨트롤러 그리고
b) 현재 진행되는 Thing들과 각 Thing의 정보의 리스트를 보여 줍니다.
또한 Edit mapping 버튼을 누르면 Edit Mapping창이 열리는데 선택된 컨트롤러의 thing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컨트롤러는 Device calibration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그 컨트롤러의 Device Calibration창
을 열 수 있습니다. 교정과정은 하드웨어 컨트롤러마다 다르며 화면의 명령에 따라 컨트롤러에 맞게
Automap4 을 교정 합니다.

Keystroke assignments
Automap 4의 제일 유요한 기능은 QWERTY 버튼 지원입니다. 이 기능은 Novation 컨트롤러가
QWERTY 키보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버튼을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 제일 선호하
는 DAW 키보드 단축키를 QWERTY키보드 없이 바로 컨트롤러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W는 DAW 뷰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두 개의 키보드 단축키가 있을 수 있습니
다.
이 단축키를 컨트롤러의 버튼에 지정한 후 QWERTY 키보드 없이 컨트롤러 만으로 확대/축소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 버튼에 제 지정하려면 다음을 따라 하십시오
1. Automap 4 Edit Mapping 창을 열어 줍니다.
2. 단축키로 지정하고 싶은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이 경우에는 Noctrurn에 위치한 처음 버튼)
3. Edit Mapping 창이 확대 대며 “Edit Assignment pane”이 열립니다.
4. ‘Range’를 클릭하면 키보드 심볼이 나타납니다.
5a.

PC사용자는 QWERTY 키보드 모드를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이 경

우에는 오른쪽 화살표 키) 아니면,
5b. Mac사용자는 왼쪽 클릭하셔서 키보드 표시를 누르고 원하시는 키보드 단축키를 입력합니다.
키스트로크 할당은 Map을 기반으로 이루어 집니다.
다른 Thing을 선택하시면, 할당된 키스트로크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현재 사용하는
Thing들마다 키를 할당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믹서 Map에 더해진 키는 믹서를 탐색하는데
쓰이고 다른 세트에 키는 MIDI Map을 위해 쓰여집니다.

키스트로크 할당은 Map과 함께 저장돼야 합니다. Save버튼이나 Set as default 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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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컨트롤 편집하기
하드웨어 컨트롤의 움직임에 맞추어 Thing의 Parameter가 반응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드웨어 컨트롤과 여러 소프트웨어parameter 간의 간계는 아무 문제없지만, 가끔 그 관계를 바꾸어
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플러그인 제조사가 parameter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지 않기 때
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 컨트롤에 지정된 parameter값만 을 바꿀 때 입니다.
창 밑의 Edit Assignment 화살표를 클릭하여 Edit Mapping 창을 늘립니다. Range 버튼을 클릭합니
다.

화면의 컨트롤을 클릭하시면 컨트롤이 하이라이트 되며 설정된 parameter의 이름이 여러 개의
numeric field와 같이 Edit Assignment 창에 나타납니다. 이field의 값은 하드웨어 컨트롤의 움직임을
플러그인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줍니다.
세 종류의 컨트롤이 있습니다:
Encoders
버튼
Pots 그리고 sliders(fader, crossfaders)
하드웨어와 parameter간의 관계를 수정하는 방법은 각 컨트롤 종류마다 따로 나와 있습니다.

Encoder 수정하기
Encoder는 물리적 위치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 져 끝이 없는 rotary 컨트롤입니다.
각 encoders는 모드 버튼을 통해 세 개의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Normal, Inverted

아니면 Increment/Decrement.

Normal 모드
시계방향으로 돌려 parameter 값을 올릴 수 있습니다.

Inverted모드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parameter 값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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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met/Decrement 모드
이 모드에서는 encoder가 Thing에게 돌려진 방향이나 속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모든 Thing들
이 이 데이터를 이해하진 못하지만 Max 나 MSP와 같은 고급 음악소프트웨어에겐 매우 유용합니다.
이 모드로 설정돼있을 경우 느리게 시계방향으로 돌릴 경우, 1의 값이 보내집니다. Encoder가 빨리 돌
려질수록 이 값은 증 가되 64까지 올라갑니다. 느리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릴 경우 값은 65가 됩니
다. 빠르게 돌리면 값은 127까지 올라갑니다.

하트웨어 세팅 : Encoder Acceleration
Encoder acceleration은 Auomap4창의 Preference탭에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setting은 encoder을
돌린 속도와 조정하는 parameter에 그 속도가 미친 영향의 규모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줍니다. 평상
시에는 Normal로 돼있지만 Fast나 Slow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버튼 편집하기
버튼은 다른 종류의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범위의 값이 encoder와 다르게 표시돼있습니다. 버튼이 아
날로그 parameter에 지정돼있다면, 최대치(Max)와 최저치(Min)값의 차이가 최저 값에서 최대값까지 올
릴 수 있는 버튼을 누르는 한도를 정합니다.
버튼은 Normal, Momentary, Toggle 그리고 Step 모드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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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모드:
최대치(Max)와 최저치(Min)값을 같게 하면 버튼은 Normal모드가 됩니다. 만약 두 값이 0로 지정대있
을 때 버튼을 누르면 최대치와 최저치 값이 최저 값에 마쳐져 버튼을 놀 때가지 그 값을 유지합니다.
두 값을 0이 아닌 다른 수치로 맞추면 최대 값의 수치가 버튼을 놓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Momentary 모드:
이 모드에서는 버튼이 눌러질 때 한도가 Press칸에 나와있는 값에 마쳐지며 놀 때는 Release칸에 나와
있는 값에 마쳐집니다.

Toggle 모드:
Toggle 모드에서는 두 상태 사이를 바꿀 때 버튼이 사용됩니다. 1을 누르면 ‘bypassed’ 그리고 2를 누
르면 ‘not bypassed’ 상태가 됩니다. Thing의 한도 값은 On가 Off칸에 정의돼있습니다.

Step 모드:

Multi-State Parameters:
만약에 버튼에 설정된 parameter가 하나보다 많은 상태의 ‘rotary switch type’인 경우 (예: 필터 타입)
low-pass, band-pass 아니면 high-pass를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값을 입력 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
값인 2를 입력하면 버튼을 연속으로 누를 경우 3개의 필터타입 사이를 스크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Continuous Parameters:
버튼에 지정된 parameter가 아날로그 타입이면 (예: ‘continuous’, filter cut-off) 버튼을 사용해
parameter 범위를 단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최저값이 0이고 Step은 1일 때 최대값을 조정하
여 parameter범위를 완전히 순환할 수 있는 버튼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 반대로 작동하길
원하면 최대값과 최저값을 바꾸시면, 버튼을 누를 때 마다 값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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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s 그리고 Sliders 수정하기

Pot 그리고 Slider는 손잡이의 포인터가 조정 되고 있는 parameter의 값을 가리키기 때문에 encoder
와는 다릅니다.
Pots는 고정돼있기 때문에 최대치와 최저치의 값의 차이가 전혀 상관 없습니다. Encoder와 마찬가지
로 최저값이 최대값보다 많다면 pot은 반대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에는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한
도 값이 내려갑니다. Pot을 중간에 위치하고 싶다면 최저값에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에 컨트롤이 slider의 맨 밑으로 내려진 상태면 pot이 시계반대방향위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맨 위로 올려진 상태는 pot이 시계방향의 위치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Pot/Slider pickup

만약에 이 체크박스가 선택되지 안았다면 실제 pot이나 slider 위치와 현재 parameter값이 맞지 않는
한 parameter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parameter값이 다른 컨트롤 map을 고른 후 갑자기 그 컨트
롤 위치의 값으로 바뀌는 걸 방지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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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p4파일 다루기(고급 사용자들만 사용가능)
Automap4을 위한 플러그인 활성화하면 원래의 플러그인 파일과 관계된 파일을 만듭니다. 다음 리스
트는 만들어진 파일과 각 플러그인 종류가 있는 장소입니다.
윈도우 VST
Original plug-in : plug-in X.dll
Enabled plug-in : plug-in X (Automap).dll
Automap4 파일은 오리지널과 같은 폴더에 만들어 집니다. 원하시는 곳으로 Automap4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Mac VST:
Original plug-in : plug-in X.vst
Enabled plug-in : plug-in X (Automap).vst
Automap4 파일은 사용자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집니다.
Macintosh HD > Users > {당신이름} > Library > Audio > Plug-Ins > VST
Mac AU:
하나의 파일(AUAutomapThing.component)이 만들어지며 다음 장소에 활성화된 Aus의 정보가 들어있
습니다.
Macintosh HD > Users > {Your user name} > Library > Audio > Plug-Ins > Components
최대 256개의 AU 플러그인을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Mac 그리고 PC – RTAS
오리지널플러그인 : X.dpm의 복사파일이 있는 장소
Mac : Macintosh HD > Library > Application Support > Digidesign > Plug-Ins (Unused) >
Automap Plug-Ins
윈도우 : C:\Program Files\Common Files\Digidesign\DAE\Plug-Ins (Unused)\Automap Plug-Ins
활성화된 플러그인: 오리지널(plug-in X.dpm) 과 같은 이름과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활성화할 때, Pro Tool이 오리지널과 활성화된 똑같은 형태의 플러그인을 같이 로드 하지
않기 때문에 Automap4 가 오리지널파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Automap4 Preference 설정하기
Automap 4는 작동되는 특정 측면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도록 Preference page가 포함돼있습니다.

General
Launch at login
만약에 Launch at login이 선택돼있다면 컴퓨터에
로그인 하자 마자 Automap4 가 자동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선택이 안 되 있다면 다음 방법으로 Automap 4을 시작합니다.
Mac: Applications > Automap Server
Win (XP): Start > All Programs > Novation > Automap > Automap Server
Win 7: Start > All Programs > Novation > Automap > Automap Ser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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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 대부분의 DAW는 Launch at login 이 활성화 됐던 아니던 Automap4을 자동으로 실행합
니다.

Check for update at launch
만약 Check for update at launch가 선택돼있다면, 매번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마다 Novation 웹사이
트를 통해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확인 합니다. 또 Check for update 버튼을 클릭해 직접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NOTE : 이 옵션을 실행하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알림
Automap4는 여러 가지 알림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thing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도 알려주고 Automap
컨트롤러에서 컨트롤이 움직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이 보여지는 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며
메시지 위치도 네 개의 스크린 모서리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습니다. Preview버튼을 사용해 당신에게
알맞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림 기능을 원하지
않으면 Show notifications 체크박스의
선택을 취소 합니다.

컨트롤
Focus 기기
19쪽 참조
Follow on screen Plug-in where possible
Follow on screen Plug-in where possible체크박스가
선택되고 새로운 Thing이 화면에 나타나면 새로운
Thing이 자동적으로 Automap컨트롤러에 지정됩니다.

Pot/slider pick up
Pot/slider pick up이 선택되었다면 실제 pot이나 slider의 위치가 현재 parameter값과 맞지 않는 한
parameter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parameter값이 갑자기 바뀌는 걸 방지 하기 위해서 입니다.

Encoder acceleration
22쪽 참조

NOVATION CONTACT DETAIL
Automap의 새로운 정보, 업데이트 그리고 지원은

www.novationmusic.com/answerbase

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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