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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설명서는 Hercules DJControl Mix, Hercules DJControl Mix Blue 

Edition 및 Hercules DJControl Mix Orange Edition에 적용됩니다. 

1. 포장 내용물 

− DJControl Mix 

− 전원 케이블 (USB-C – USB-A)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용 접이식 스탠드 

− 스피커/헤드폰 DJ 스플리터 케이블 

− 퀵 스타트 가이드 및 보증 정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용 스탠드를 펼친 경우에는 스탠드에 1kg 을 

초과하는 무게를 가하거나 10 뉴턴을 초과하는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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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특징 

 

 

 

 

 

Bluetooth® LE 기술 

최대 Bluetooth 출력: 5 mW 

Bluetooth 주파수 대역: 2402–2480 MHz 

 

  

데크 1 

믹싱 

데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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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 기능 

이 사용설명서에 기술되어 있는 기능은 Android 및 iOS 용 djay 앱의 무료 

버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기능은 djay, djay Pro의 유료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크 

데크 1 의 기능은 데크 2 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1. 템포 페이더 

2. 터치식 조그 휠 

3. SYNC 버튼 

4. CUE 버튼 

5. 재생/일시 정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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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템포 페이더: BPM (Beats Per Minute / 분당 비트) 수를 조정하여 

트랙의 재생 속도를 설정합니다. 

− 위로 이동: 트랙의 속도를 높입니다. 

− 아래로 이동: 트랙의 속도를 늦춥니다. 

− 중간에 있는 템포 페이더: 트랙의 원래 속도입니다. 

 

② 조그휠: 트랙 내에서 이동하고, 트랙의 재생을 수정하고, 스크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수행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VINYL 모드 활성화됨 또는 비활성화됨, 

− 트랙 재생 또는 일시 중지됨, 

− 조그휠을 터치하고 있는 지점. 

 

 

 

  

상단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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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YL 모드 재생/일시 정지 조그휠 

활성화됨 재생 상단 

트랙 내에서 빠르게 이동 

활성화됨 재생 링 

재생 속도를 높이거나 늦춤 

활성화됨 일시 정지 상단 

트랙 내에서 빠르게 이동 

활성화됨 일시 정지 링 

트랙 내에서 느리게 이동 

비활성화됨 재생 상단 

재생 속도를 높이거나 늦춤 

비활성화됨 재생 링 

재생 속도를 높이거나 늦춤 

비활성화됨 일시 정지 상단 

트랙 내에서 빠르게 이동 

비활성화됨 일시 정지 링 

트랙 내에서 느리게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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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YL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트랙의 재생을 

멈추려면 조그휠 상단에 손가락을 놓습니다. 손가락을 

떼면 재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DJControl Mix 가 외부 배터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조그휠의 터치 감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터리를 바꾸거나 배터리를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③ SYNC: djay 에서 선택한 설정에 따라 두 트랙의 BPM 

값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또는, 

두 트랙의 비트 정렬뿐만 아니라 두 트랙의 BPM 값 자동 

동기화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 활성화된 모드: 버튼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 비활성화된 모드: 버튼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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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CUE: 트랙에 CUE 포인트를 삽입하여 특정 순간을 식별하거나 

진행 상태 마커를 CUE 포인트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트랙당 CUE 포인트를 한 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djay 에서 CUE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흰색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 트랙 일시 정지됨: 트랙이 중지된 곳에서 CUE 포인트를 

삽입합니다. 

− 트랙 재생 중: 트랙 재생을 중지하고 진행 상태 마커를 CUE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 CUE 포인트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CUE 를 누르면 트랙의 

재생이 중지되고 진행 상태 마커를 트랙의 시작으로 이동합니다. 

− CUE + PLAY: 진행 상태 마커를 CUE 포인트로 이동하고 이 

포인트에서 트랙을 재생합니다. 

− SHIFT + CUE: 트랙을 맨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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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E 포인트 이동하기: 트랙을 일시 중지한 다음, CUE 

포인트를 설정하고 싶은 곳으로 진행 상태 마커를 

이동합니다. CUE 버튼을 누르십시오. 

 

 

 

CUE 포인트 제거하기: 트랙을 일시 중지한 다음, 

djay 에서 SET 버튼을 3 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⑤ 재생/일시 정지: 트랙을 재생하거나 일시 정지합니다. 

− 재생: 점등 상태를 유지합니다. 

− 일시 정지: 트랙의 리듬에 맞게 불빛이 깜박입니다. 

− SHIFT + 재생/일시 정지: CUE 포인트에서 재생을 

다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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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 

 

6. SHIFT 버튼 

7. 모니터링 버튼 (데크 1) 

8. 모니터링 버튼 (데크 2) 

9. VINYL 버튼 

10. MASTER 볼륨 (메인 출력) 

11. Bluetooth 페어링 LED / FILTER/BASS 선택 버튼 

12. HEADPHONES 볼륨 (헤드폰 출력) 

13. 데크 1 및 데크 2 용 볼륨 컨트롤 노브 

14. 데크 1 및 데크 2 용 필터/저음 컨트롤 노브(FILTER/BASS) 

15. 2 개의 모드 버튼 

16. 크로스페이더 

17. 4 개의 퍼포먼스 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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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SHIFT: 컨트롤 기능 조합 

− SHIFT + CUE: 트랙을 맨 처음부터 재생합니다. 

− SHIFT + HOT CUE: FX(이펙트)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SHIFT + SAMPLER: LOOP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SHIFT + 모니터링(데크 1): CUE MASTER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SHIFT + 모니터링(데크 2): SPLIT ON/OFF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 SHIFT + 패드 1, 2, 3, 4: HOT CUE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해당하는 HOT CUE 포인트를 제거합니다. 

 

⑦ 모니터링(데크 1): 헤드폰에서 데크 1 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 

SHIFT + 모니터링(데크 1): CUE MASTER 모드(헤드폰에서 메인 

출력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를 활성화합니다. 

 

⑧ 모니터링(데크 2): 헤드폰에서 데크 2 의 소리를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 

SHIFT + 모니터링(데크 2): SPLIT ON/OFF 모드(헤드폰에서 

모니터링되는 트랙과 메인 출력에서 재생되는 믹스를 모두 들을 수 

있게 합니다)를 활성화합니다. 이 기능은 djay 앱의 설정에서 다음과 

같이 활성화해야 합니다. Settings(설정) > Split output – Enable 

split output for pre-cueing with audio adapter(출력 분할 - 오디오 

어댑터로 프리 큐잉을 위한 출력 분할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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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VINYL: VINYL 모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합니다. 

− 활성화된 모드: 버튼의 불이 켜져 있습니다. 

− 비활성화된 모드: 버튼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⑩ MASTER 볼륨: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믹스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⑪ Bluetooth 페어링 LED: DJControl Mix 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사이의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 Bluetooth 기술을 통해 연결된 장치: LED 꺼짐. 

− Bluetooth 기술을 통해 연결되지 않은 장치: LED 깜박임. 

 

⑪ FILTER/BASS 선택 버튼: 필터 및 저음 노브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FILTER/BASS). 

− 필터 조정 활성화됨: LED 꺼짐. 

− 저음 조정 활성화됨: LED 켜짐. 

 

⑫ HEADPHONES 볼륨: 헤드폰 출력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⑬ 데크 1 및 데크 2 용 볼륨 컨트롤 노브: 데크 1 또는 데크 2 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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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데크 1 및 데크 2 용 필터/저음 컨트롤 노브(FILTER/BASS): 

FILTER/BASS 선택 버튼 ⑪로 활성화된 기능에 따라 필터 또는 

저음을 조정합니다. 

 

⑮ 모드 버튼: 4 개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HOT CUE: HOT CUE 를 누릅니다. 

− FX(이펙트): SHIFT 및 HOT CUE 를 동시에 누릅니다. FX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HOT CUE 버튼이 깜박입니다. 

FX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HOT CUE 를 누릅니다. 

− SAMPLER: SAMPLER 를 누릅니다. 

− LOOP: SHIFT 및 SAMPLER 를 동시에 누릅니다. LOOP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SAMPLER 버튼이 깜박입니다. 

LOOP 모드를 비활성화하려면 SAMPLER 를 누릅니다. 

 

⑯ 크로스페이더: 데크 중 하나의 볼륨을 높이면서 다른 데크의 

볼륨을 줄여 두 트랙 사이를 트랜지션할 수 있게 합니다. 

− 크로스페이더 왼쪽 끝까지: 데크 1 에서만 트랙이 들립니다. 

− 크로스페이더 오른쪽 끝까지: 데크 2 에서만 트랙이 

들립니다. 

− 크로스페이더 중간에 놓음: 데크 1 과 데크 2 모두에서 

동시에 트랙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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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퍼포먼스 패드: 패드가 동작을 수행합니다. 

− HOT CUE 모드 활성화됨: 트랙에서 HOT CUE 

포인트를 설정합니다. 

− LOOP 모드 활성화됨: 1, ½, ¼, ⅛ 비트로 루프에서 

트랙을 재생합니다. 

− FX 모드 활성화됨: 이펙트를 활성화합니다. 

− SAMPLER 모드 활성화됨: 샘플을 재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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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공급 

 

 

 

18. USB-C 포트 

 

⑱ USB-C 포트: 동봉된 USB-C – USB-A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DJControl Mix 컨트롤러를 USB 전원(USB 전원 

어댑터 또는 외부 배터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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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치 

djay 다운로드하기 

1.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Android 의 경우 Google 

Play, iOS 의 경우 App Store 를 엽니다. 

2. Algoriddim 의 djay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 Android 8.1 이상 

− iOS 12.2 이상 

− Bluetooth 4.1 이상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앱(280MB)을 다운로드하고 

음악 트랙을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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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Control Mix 를 djay 에 연결하기 

1.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위치와 Bluetooth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2. DJControl Mix 를 USB 전원(USB 전원 어댑터 또는 

외부 배터리)에 연결합니다. 

3.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서 djay 앱을 엽니다. 

4. djay 앱(djay Pro)의 유료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려면 X 를 눌러 팝업 창을 닫으십시오. 

5. 대시보드 버튼을 누른 다음, Settings(설정)을 눌러 

앱의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6. MIDI 를 누른 다음, Scan for Bluetooth MIDI 

Devices(블루투스 MIDI 장치용 스캔)를 누릅니다. 

DJControl Mix 를 선택합니다. 

7. Bluetooth 페어링 LED 가 꺼집니다. 

 

이제 컨트롤러가 djay 에 연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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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ay 앱을 열 때마다 Bluetooth 페어링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나 잠금 모드인 

경우에는 Bluetooth 페어링이 끊깁니다. 그런 다음에는 

5 단계와 6 단계에서 이전에 설명한 대로 페어링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 DJControl Mix 를 외부 배터리에 연결했는데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지지 않으면 외부 배터리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외장 배터리의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릅니다. 

 

 

 

믹싱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디스플레이를 

자동으로 끄는 옵션을 비활성화하십시오. 

− Android: 설정 > 디스플레이 > 화면 자동 꺼짐 시간 > 없음 

(또는 가장 긴 시간 사용 가능). 

− iOS: 설정 > 디스플레이 및 밝기 > 자동 잠금 > 안 함 (또는 가장 

긴 시간 사용 가능). 

믹싱 세션이 완료되면 이전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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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구성하기 

헤드폰에서 모니터링하는 것은 DJ 의 믹스에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단계에는 청중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 재생 중인 트랙으로 트랜지션을 

준비하기 위해 헤드폰에서 트랙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트랙을 모니터링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스피커/헤드폰 DJ 스플리터 케이블을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헤드폰 출력에 연결합니다. 

2. djay 에서 대시보드 버튼을 누른 다음, Settings(설정)을 

눌러 앱의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3. Split output – Enable split output for pre-cueing 

with audio adapter(출력 분할 - 오디오 어댑터로 프리 

큐잉을 위한 출력 분할 활성화)를 활성화합니다. 

4. 스피커/헤드폰 DJ 스플리터 케이블의 녹색 출력에 

헤드폰을 연결하고 검은색 출력에 스피커를 연결합니다. 

5. 트랙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트랙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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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포함 

 

 

 

 

모니터링에는 유선 헤드폰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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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을 모니터링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곳에서 믹싱을 재생합니다.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헤드폰 출력에 연결된 유선 

스피커 또는 헤드폰 

−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연결된 Bluetooth 스피커 

또는 헤드폰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내장된 스피커 

 

 

 

*미포함 

 

이제 믹싱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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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믹싱 

DJControl Mix 컨트롤러가 djay 앱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마다 

djay 와의 Bluetooth 연결이 끊기므로 DJControl Mix 를 

djay 에 연결하기의 페어링 절차(19 페이지)를 반복해야 

합니다. 

트랙 두 개 선택하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저장된 트랙이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Android 의 경우 SoundCloud 및 TIDAL, 

iOS 의 경우 SoundCloud, TIDAL, Beatport Link, Beatsource 

Link)에서 제공하는 트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djay에서는 SoundCloud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무료로 사용 

가능한 트랙을 제공합니다.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구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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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 1 에 로드할 트랙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djay 에서 를 누르거나 화면의 왼쪽 상단에 이미 로드된 

트랙의 커버 아트워크를 누릅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음악 소스를 선택한 후에 트랙을 

선택합니다. 

3. 트랙 재생을 시작합니다. 

4. 크로스페이더를 왼쪽 끝까지 옮깁니다. 

데크 2 에 로드할 트랙을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djay 에서 를 누르거나 화면의 오른쪽 상단에 이미 로드된 

트랙의 커버 아트워크를 누릅니다. 

2. 드롭다운 메뉴에서 음악 소스를 선택한 후에 트랙을 

선택합니다. 

3. 트랙을 일시 정지합니다. 

 

 

djay 에서 지원하는 형식: MP3, WAV, Ogg, AAC. 

 

 

 

− 믹싱을 매끄럽게 하려면 BPM 값이 비슷하고(두 트랙 간에 4 

BPM 보다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이상적임) 음악 장르가 

동일한 트랙을 두 개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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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이 데크에 로드될 때 트랙을 자동으로 일시 중지하려면 

djay 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General(일반)을 선택한 후에 

Song loading(노래 불러오기)을 선택합니다. Play 

immediately(즉시 재생)를 비활성화합니다. 

수동 동기화 

한 트랙을 다른 트랙과 동기화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나가는 트랙의 BPM 수에 따라 들어오는 트랙의 BPM 수 

조정하기. 

− 들어오는 트랙의 위상과 나가는 트랙의 위상 맞추기. 

그런 다음 이러한 동기화 또는 beatmatching 을 사용하면 리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한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트랜지션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템포 페이더와 조그휠을 사용하여 수동으로 

수행하거나 SYNC 버튼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여 두 개 트랙 사이의 트랜지션을 

준비합니다. 

− 두 개 트랙 각각에 대한 상세한 파형을 보려면 가로 형식으로 

djay 를 표시한 후에 상세한 파형 버튼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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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M 조정하기 

들어오는 트랙의 분당 비트 수를 나가는 트랙의 분당 비트 

수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면 두 트랙을 동일한 속도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트랙에서 다른 트랙으로 

트랜지션할 때 청중들은 매끄럽게 트랜지션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각 트랙의 해당 BPM 값은 djay에서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들어오는 트랙의 분당 비트 수를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속도를 높이려면 들어오는 트랙에 해당하는 템포 

페이더를 위로 옮기고 속도를 늦추려면 아래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여 나가는 트랙의 BPM 값과 

동일한 값이 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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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두 트랙의 BPM 값은 다음과 같이 동일합니다. 

 

 

 

 

BPM 이 수정되면 트랙의 조성이 변경됩니다. djay 에서 

트랙의 조성을 유지하려면 키 잠금 버튼 을 누릅니다. 

그러면 음표 아이콘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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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 정렬 

다른 트랙이 이미 재생 중인 상태에서 한 트랙을 

재생하기 시작하면 이 두 트랙이 서로 완벽하게 

동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트랙의 

위상(비트)을 맞추어야 합니다. 

 

djay 는 4 비트 그리드를 표시하여 트랙의 비트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막대의 첫 번째 비트(메인 비트)는 노란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그다음 세 개 비트는(중간 박자)는 

각각 흰색 선으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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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트랙의 위상과 나가는 트랙의 위상 맞추기: 

 

1. 나가는 트랙이 끝나기 전에 들어오는 트랙의 재생을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트랙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면 

들어오는 트랙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2. 트랙의 위상이 서로 완벽하게 정렬되지 않으면 

들어오는 트랙에 해당하는 조그휠의 링을 돌려 이 두 

트랙을 정렬합니다. 

노란색 선이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이 두 트랙이 

정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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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휠을 돌릴 때는 템포 페이더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템포 페이더를 움직이게 되면 

트랙의 BPM 이 바뀝니다. 

- 들어오는 트랙 막대의 첫 번째 비트와 나가는 트랙 

막대의 첫 번째 비트를 일치시키십시오. 이 기술은 

“dropping on the On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2 

트랜지션 

두 트랙을 서로 동기화하고 나면, 나가는 트랙을 우아한 

방식으로 페이드 아웃시키는 동안 들어오는 트랙을 

페이드 인 시켜야 합니다. 

 

매끄러운 트랜지션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들어오는 트랙의 볼륨을 높이고 나가는 트랙의 

볼륨을 줄이면서 크로스페이더를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점진적으로 옮깁니다. 

크로스페이더가 한계에 도달하면 들어오는 트랙의 

볼륨은 최대 레벨이고 나가는 트랙의 볼륨은 최소 

레벨이어야 합니다. 

2. 나가는 트랙의 재생을 중지하고 나면, 나가는 트랙의 

데크에 새 트랙을 로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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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싱을 생생하게 만들기 

믹싱을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HOT CUE 포인트 

HOT CUE 포인트란 트랙에서 설정할 수 있는 마커입니다. 이 

포인트들은 그 지점에서 트랙을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 

 

트랙당 4 개의 HOT CUE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은 djay 앱이 종료되었을 때도 저장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1. HOT CUE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HOT CUE 를 누릅니다. 

HOT CUE 버튼의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2. HOT CUE 포인트를 설정하려면 패드를 누릅니다. 

3. HOT CUE 포인트에서 트랙을 재생하려면 해당 패드를 

누릅니다. 

4. HOT CUE 포인트를 제거하려면 SHIFT 와 패드를 동시에 

누릅니다. 
 

− HOT CUE 포인트 활성화됨: 패드의 불이 켜짐 

− HOT CUE 포인트 비활성화됨: 패드의 불이 켜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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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CUE 포인트를 설정하려면 트랙이 재생되고 있는 

데크에 해당하는 퍼포먼스 패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Control Mix 및 djay 의 HOT CUE 포인트 개요: 

데크 1 / 데크 2 djay 

패드 1 빨간색 삼각형 

패드 2 녹색 삼각형 

패드 3 파란색 삼각형 

패드 4 주황색 삼각형 
 

djay 에서는 다음과 같이 HOT CUE 포인트를 4 개 더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 djay 를 가로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2. FX/Loop/Cue/EQ 버튼을 누른 후에 을 누릅니다. 

3. Cue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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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SAMPLER) 

샘플은 현재 재생 중인 트랙에서 재생되는 짧은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한 번 또는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1. SAMPLER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SAMPLER를 누릅니다. 

SAMPLER 버튼의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2. 샘플을 재생하려면 패드를 누릅니다. 

− 재생 중인 샘플: 패드의 불이 켜짐 

− 재생 중인 샘플 없음: 패드의 불이 켜지지 않음 

 

 

샘플을 재생하기 위해 양쪽 덱에서 퍼포먼스 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ay에서는 3 개의 샘플 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sentials, 

Hip Hop Vol. 4, House Bass. 샘플 팩을 변경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djay를 가로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2. Looper/Sampler 버튼을 눌러 Sampler 패널 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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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펙트(FX) 

이펙트는 소리를 바꾸기 위해 트랙에 적용되는 필터 또는 

필터의 조합입니다(에코, 리버브...). 

1. FX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SHIFT 및 HOT CUE를 동시에 

누릅니다. HOT CUE 버튼이 깜박입니다. 

2. 이펙트를 적용하려면 패드를 길게 누릅니다. 

3. FX 모드를 종료하려면 HOT CUE 를 누릅니다. 

− 이펙트가 적용됨: 패드의 불이 켜짐 

− 이펙트가 적용되지 않음: 패드의 불이 켜지지 않음 

 

 

이펙트를 적용하려면 트랙이 재생되고 있는 데크에 

해당하는 퍼포먼스 패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djay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이펙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djay를 가로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2. FX/Loop/Cue/EQ 버튼을 누른 후에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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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LOOP) 

루프는 반복적으로 재생되는 트랙의 일부입니다. 

 

1. LOOP 모드에 액세스하려면 SHIFT 및 SAMPLER 를 

동시에 누릅니다. SAMPLER 버튼이 깜박입니다. 

2. 루프를 적용하려면 패드를 누릅니다. 

3. 루프를 비활성화하려면 해당하는 패드를 누릅니다. 

4. LOOP 모드를 종료하려면 SAMPLER 를 누릅니다. 

 

− 루프 활성화됨: 패드의 불이 켜짐 

− 루프 비활성화됨: 패드의 불이 켜지지 않음 

 

 

 

루프를 적용하려면 트랙이 재생되고 있는 데크에 

해당하는 퍼포먼스 패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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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길이: 

데크 1 / 데크 2 루프 

패드 1 1 비트 

패드 2 ½ 비트 

패드 3 ¼ 비트 

패드 4 ⅛ 비트 
 

djay 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 루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djay 를 가로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2. FX/Loop/Cue/EQ 버튼을 누른 후에 을 누릅니다. 

스크래칭 

스크래칭은 조그휠을 돌려 트랙에서 음향 효과를 만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1. SCRATCH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VINYL 버튼을 

누릅니다. VINYL 버튼의 불이 켜진 상태를 유지합니다. 

2. 집게 손가락을 조그휠의 상단에 놓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조금씩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스크래치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면 리듬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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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트랙의 필터와 저음을 조정하면 특정 주파수를 감쇠시킬 수 

있습니다. 

− 필터 조정(Bluetooth 페어링 불이 켜지지 않음): 

o 고주파수(로우 패스 필터 또는 하이 컷 필터로 

알려짐) 감쇠: 필터 노브(FILTER/BASS)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o 저주파수(하이 패스 필터 또는 로우 컷 필터로 

알려짐) 감쇠: 필터 노브(FILTER/BASS)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 저음 조정(Bluetooth 페어링 불이 켜짐): 

o 저음 감소: 필터 노브(FILTER/BASS)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o 저음 증가: 필터 노브(FILTER/BASS)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djay 에서는 필터, 게인, 이퀄라이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djay 를 가로 형식으로 표시하십시오. 

2. FX/Loop/Cue/EQ 버튼을 누른 후에 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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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tter 이펙트 

Stutter(스터터) 이펙트를 만들려면 SHIFT 를 길게 누른 

후에 재생/일시 중지 버튼을 여러 번 연속해서 누릅니다. 

이러한 버튼 조합을 통해 CUE 포인트에서 여러 번 

연속해서 재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스터터 효과를 만들고 싶으면 재생/일시 중지 

버튼을 더 빨리 눌러야 합니다. 

 

 

 

CUE 포인트가 트랙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41 

6. 기타 도움이 되는 정보 

DJ 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트랙은 4/4 박자(4 비트 막대)로 된 

유사한 리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전적인 표기법은 

사용자가 막대당 4 비트를 세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비트 막대는 메인 비트(디제잉에서는 “the One”이라고 부름)가 

있고 이어서 3 개의 중간 비트가 뒤따라 옵니다. “The One”은 

일반적으로 DJ 가 두 번째 트랙을 재생하기 시작할 때 막대의 첫 

번째 비트를 나타냅니다. 이 믹싱 기법은 “dropping on the 

One”으로 알려져 있으며 들어오는 트랙 막대의 첫 번째 비트와 

나가는 트랙 막대의 첫 번째 비트를 맞추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트랙의 속도(템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는 BPM(Beats 

Per Minute)입니다. 이는 분당 비트 수에 해당합니다. BPM 

값이 높을수록 트랙이 더 빨라지고, 반대로 BPM 값이 

낮을수록 트랙이 더 느려집니다.  

막대라인 

막대 “the One”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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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양한 음악 스타일의 BPM 값입니다. 

− Drum and bass: 160–190 BPM 

− House: 124–130 BPM 

− Hip hop: 80–100 BPM 

− Dubstep: 약 140 B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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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 자료 

당사 YouTube 채널에 있는 Phil Harris 의 튜토리얼 5 개*: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BPf5gwVxRNS
tKml3ZzZdEF-lbllIft7 
 

djay 설명서: 

https://support.hercules.com/product/djcontrolmix/ 
 

djay 기술 지원 및 온라인 도움말*: 

https://help.algoriddim.com/hc/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저작권 무료 음악 트랙**: 

https://www.hercules.com/music/ 
 

Hercules의 DJ Academy**: 

https://www.hercules.com/dj-academy/  
 

Hercules DJ 용어집**: 

https://www.hercules.com/dj/glossary/  

 

* 영어로만 제공됩니다. 

**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로만 제공됩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BPf5gwVxRNStKml3ZzZdEF-lbllIft7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vBPf5gwVxRNStKml3ZzZdEF-lbllIft7
https://support.hercules.com/product/djcontrolmix/
https://help.algoriddim.com/hc/
https://www.hercules.com/music/
https://www.hercules.com/dj-academy/
https://www.hercules.com/dj/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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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AQ 

1.  헤드폰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유선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헤드폰이 

스피커/헤드폰 DJ 스플리터 케이블의 녹색 출력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Bluetooth 헤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헤드폰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헤드폰의 볼륨이 0 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모니터링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상 

데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앱이 처음 시작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런 후에 데크 중 한 데크 또는 헤드폰의 마스터 출력을 

청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jay 에서 재생할 다음 트랙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경우에는 

Split output – Enable split output for pre-cueing with 

audio adapter(출력 분할 - 오디오 어댑터로 프리 큐잉을 

위한 출력 분할 활성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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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 유선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가 

스피커/헤드폰 DJ 스플리터 케이블의 검은색 출력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Bluetooth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스피커가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스피커의 볼륨이 0 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 모니터링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기본적으로 두 개의 가상 

데크에 대한 모니터링은 앱이 처음 시작될 때 활성화됩니다. 

그런 후에 데크 중 한 데크 또는 헤드폰의 마스터 출력을 

청취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djay 에서 재생할 다음 트랙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경우에는 

Split output – Enable split output for pre-cueing with 

audio adapter(출력 분할 - 오디오 어댑터로 프리 큐잉을 

위한 출력 분할 활성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46 

3.  헤드폰이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 djay 설정에서 Split output – Enable split output 

for pre-cueing with audio adapter(출력 분할 - 

오디오 어댑터로 프리 큐잉을 위한 출력 분할 활성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헤드폰과 스피커의 볼륨이 0 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4. 컨트롤러의 전원이 켜지지 않습니다 

− 컨트롤러가 외장 배터리* 또는 전원 어댑터*용 USB 

케이블에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외부 배터리가 충전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외장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장 배터리의 

전원 버튼을 두 번 누르십시오.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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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선 스피커/유선 헤드폰을 사용하고 

싶은데 스마트폰/태블릿에 헤드폰 

출력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3.5mm 스테레오 미니잭 헤드폰 

출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댑터(3.5mm 스테레오 미니잭에 

대한 데이터 포트)를 장치의 데이터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예: 

− Apple Lightning to 3.5mm Headphone Jack Adapter 

(Apple MMX62AM) 

− Samsung USB-C to 3.5mm Headphone Jack 

Adapter (Samsung EE-UC10JUWEGUS) 

− Belkin RockStar 어댑터를 사용하면 장치의 

오디오를 재생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o 3.5mm Audio + Charge RockStar Lightning 

Adapter (Belkin F8J212btWHT) 

o RockStar 3.5mm Audio + USB-C Charge 

Adapter (Belkin NPA004bt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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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리가 Bluetooth 스피커 또는 Bluetooth 

헤드폰에서 지연되어(즉, 지연 시간) 

재생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luetooth 오디오 기술을 사용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지연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 시간을 방지하려면 유선 

연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의 헤드폰 출력에 연결 또는 헤드폰 

출력 어댑터에 연결)을 통해 스피커 또는 헤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Bluetooth 스피커는 유선 연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지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Bluetooth 기능이 없는 

멀티미디어 스피커에는 지연 시간이 없습니다. 

7.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마다 DJControl Mix 를 다시 페어링해야 

합니다. 정상인가요? 

예, 정상입니다. 이것은 앱에서 페어링에 사용되는 Bluetooth LE 

기술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디스플레이가 꺼질 때마다 djay 와의 Bluetooth 연결이 

끊기므로 페어링 절차를 반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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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기 기  

https://support.hercules.com 

https://support.hercu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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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명서의 내용은 Guillemot Corporation S.A.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복사, 녹화 또는 기타 방식을 통한 전자적, 기계적, 자기적, 수동적 형태나 

수단을 막론하고, 복제, 요약, 전송, 기록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일체의 언어 또는 컴퓨터 언어로 번역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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