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9V 300mA (또는 300mA이상) 정전압 센터 마이너스 극성 전원 연결

 
현재 프리셋 뱅크, 프리셋 패치, 프리셋 변경/ 저장  상태를 표시합니다. 

 
TWEAK 리스트 참조

 
TWEAK 리스트 참조

 
Dry/Wet 시그널 믹스 컨트롤

 
딜레이 타임 컨트롤

레이아웃

 
딜레이 피드백 레벨 컨트롤

 
프리셋 패치를 스위치 하거나 프리셋을 저장

 
1/4'' 모노 인풋

 
1/4'' 모노 인풋

 
1/4'' 모노 아웃풋

 
1/4'' 모노 아웃풋

 
탭 템포 속도를 표시

 
이펙터의 on/off 상태와 Trail on/off 상태를 표시 

 
탭템포 설정

 
페달 ON/OFF 또는 Trail 기능 ON/OFF

 이펙트 리스트

• 진동이나 충격이 심한 장소���������
• 습기가 많고 습도가 높은 장소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읽어주세요!

전원 공급
규격에 맞는 AC 콘센트에 DC 9V 300mA이상, 센터 마이너스 극성의 어댑터를 사용
하여 주십시오. 위 규격에 맞지 않는 어댑터나 파워서플라이 사용시 제품 고장이나 화
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나 낙뢰 발생시에는 전원을 제품
으로부터 분리해주십시오.

제품 사용 장소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제품을 작동하면 제품의 변형, 변색, 손상과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품 손상을 피하기 위해 아래의 장소를 피해주십시오.

• 직사광선이 강하거나, 온도가 높은 장소
• 자성이 높은 장소 또는 자석 근처
• 모래나 먼지가 많은 장소 

전자파 노이즈에 의한 오작동

라디오나 TV의 전자파로 인해 제품 사용 시 오작동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기기와 일정거리를 두고 사용하십시오.

제품 청소
부드러운 마른 천을 이용해 제품을 닦아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약간의 수분을 머금은 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페인트 시너, 솔벤트, 세제, 왁스 등으로 제품을 닦지 마십시오.

주의사항

●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14 가지 타입의 딜레이 이펙트

● TAP 템포를 이용한 딜레이 타이밍 컨트롤
● Trail On 기능으로 이펙터 Off시 딜레이 잔향의 자연스러운 페이드 아웃 

● 저장가능한 프리셋

제품 주요 특징 



사용 방법

이펙트 선택하기
노멀 모드. 페달을 ON하고 SAVE 버튼을 눌러서 서로 다른 이펙트를 스위치 

합니다. 
(2) 프리셋 롤링 모드. 페달을 ON하고 TAP과 BYPASS 풋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서 프리셋 스위칭 모드를 불러옵니다. 이때 풋스위치 LED와 SAVE 버튼이 빨간
색으로 깜빡 거립니다. 해당 모드에서 사용자는 TAP과 BYPASS 풋스위치를 눌
러서 개별 이펙트를 up/down 해가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초이상 아무런 스위
치 조작이 없으면 해당 모드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프리셋 저장
파라미터 값의 변경이 있게 되면 LED가 천천히 깜빡거리게 됩니다. 사용자는 
SAVE 버튼을 길게 눌러서 변경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되는것을 확인
하며 짧은 시간동안 LED가 빠르게 깜빡거립니다. 또는 사용자가 저장 버튼을 다
시 빠르게 눌러 변경 사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탭 템포 

페달을 ON한 다음 TAP 풋스위치를 원하는 속도로 눌러서 탭템포 스피드를 설정
합니다. TAP LED가 깜빡이며 현재 스피드를 표시합니다.

트레일 ON/OFF
페달을 ON한 다음 BYPASS 풋스위치를 2초이상 길게 누릅니다. BYPASS LED
가 깜빡이며 LED 컬러가 변경됩니다. 파란색 LED가 Trail 모드가 활성화 되었음
을 나타내며 빨간색 LED는 Trail 모드가 비활성화 되었음을 표시합니다.

팩토리 리셋
파워 코드를 분리하고 SAVE 버튼을 길게 누른채로 페달의 파워 코드를 다시 연
결합니다. 7개의 LED가 천천히 깜빡거리게 됩니다. SAVE 버튼과 LED가 빠르게 
깜빡이며 팩토리 리셋이 완료되었음을 표시합니다. 

팩토리 리셋은 사용자가 저장한 모든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제품 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