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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UX IN 잭
MP3또는 CD플레이어와 같은 외부 오디오 소스 
연결시 모든 사운드의 입력은 OUTPUT과 헤드폰 
잭에서 보내집니다.

12.PLAY 버튼
녹음과 데모 노래 플레이 버튼

13.REC 버튼 
연주 녹음 버튼

14.OUTPUT잭(L/MONO, R)
주 스트레오 출력, 모노 신호를 출력시 
L/MONO 잭을 사용

15.LCD 디스플레이
드럼 키트명, 곡명 및 다른 정보를 보여줍니다. 
편곡시 셋팅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16.USB 포트

17. DC IN 잭
여기에 9볼트 DC어뎁터를 연결합니다.

18. MENU 버튼 
주 메뉴 버튼

1.VOICE 버튼
패드 음성 조절 버튼

2.VOLUME 버튼
패드 볼륨 조절 버튼

3.전원 스위치
전원 스위치 켜고/끄기

4. COACH 버튼
기본적인 기술과 리듬 균형 연습 버튼

5.CLICK 버튼 
메트로놈 켜고 끄기 버튼

6. KIT ▲ KIT ▼ 버튼
드럼 키트를 전환시 ▲▼ 버튼

7.SONG 버튼  
데모 노래 선택 버튼

8.EFFECTS 버튼 
효과음의 주 스위치 버튼

9.VOL 손잡이
출력과 헤드폰 잭의 볼륨 조절

10. 헤드폰 잭

/ 패널과 인터페이스

/  Top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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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OK 버튼 
편곡 확인 버튼

20.VALUE Knob
편곡시 파라미터를 조절 버튼

21. ▲ and ▼ 버튼
편곡하고자 하는 메뉴 품목의 선택

22. 드럼 패드 버튼들 
사운드 제작  및 선택시 드럼 패드버튼을 눌러줌

23.SD 카드 슬롯
SD카드를 삽입

/  뒤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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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

/ 연결

스피커 또는 디바이스 손상,기능 오류 방지를 위해 연결하기 전에 모든 디바이스 전원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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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1.DM-2 플레이트에 사운드 모듈을 부착합니다.

3. DM-2의 TRIGGER IN 커넥터에 포함된 케이블을 
연결하고, 패드들과 페달들도 연결합니다.

연결할 패드가 표시된 라벨을 보고 케이블을 해당 패드에 

연결합니다.아래 그림과 같이 플레이트 고정을 위해 제공된

윙 볼트를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패드와 페달을 연결합니다.

2. DM-2( 사운드 모듈이 장착된 플레이트)를 드럼 스탠드에 

부착합니다. 

디바이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바이스 연결시
전원을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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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 디스플레이

A. [8단계] 패드 스트라이크 강도

B. SONG 표시기

C. 드럼키트 번호 또는 데모 번호

D. 드럼키트 표시기

E. SD카드 표시기

F. USB연결 표시기

G. 도트 매트릭스 부분

H. ▲ and ▼ 표시기

I. 패드명 디스플레이

J. 시스템 셋팅 표시기

K. COACH 기능 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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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 앰프와 오디오 시스템의 전원을 켭니다.

5. 패드를 치는 동안 볼륨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볼륨 손잡이를 서서히 돌립니다.

/ 연주 준비

/ 전원의 튜닝 온/오프

*전원 켜기 *전원 끄기 

1.VOL 손잡이를 아주 약간돌립니다.

2.연결된 앰프 또는 오디오 시스템의 볼륨을 닫습니다.

3.전원 스위치를 ON으로 돌립니다.

1.DM-2와 외부 장치들의 볼륨을 최소로 돌립니다.

2.외부 장치들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3.전원 스위치를 OFF로 돌립니다.

* 전원 스위치가 켜졌을 때 어떠한 소리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상인 것으로

   오작동이 아닙니다.

  전원이 켜진후 LCD에 드럼 키트 번호와 명칭이 표시됩니다 .

프리셋은 프리셋 드럼 키트를 나타내고 User는 사용자 드럼 키트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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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샷
패드의 헤드 부분만 칩니다.

Open 림 샷
패드의 림부분을 칩니다.

보우 샷
심벌의 중간부분을 칩니다.

Edge 샷
스틱의 어깨(중간)부분으로 에지부분을 칩니다.

Choke a Cymbal
심벌을 친 직후에 심벌의 에지부분을 집으면 진짜 심벌과 

마찬가지로 소리 나지 않게 됩니다.

Choke기능은 연주자가 센스가 감지되는 부분을 잡을 

때에만 작동하게 됩니다.

헤드 샷
패드의 헤드 부분만 칩니다.

헤드 샷
패드의 헤드 부분만 칩니다.

Open/Closed
하이헷 조절 페달에 적용된 압력에 따라 열리고 닫히고

Hi-hat 사운드가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Foot closed 와 Foot splash 사운드가 가능합니다.

/ 연주 테크닉



11

.

Bow Shot
하이헷 패드의 중간부분을 칩니다.

Choke a Cymbal
심벌이 사운드가 나지 않을 때까지 친 이후에 

진짜 심벌에 하는 것과 같이 손으로 심벌의 엣지

부분을 즉시 잡아줍니다.

쵸크기능은 그 부분을 잡을 때에만 작동하게 됩니다.

*Hi-Hat 컨트롤 페달

Open Hi-Hat
페달을 누르지 않고 hi-hat을 칩니다.

Closed Hi-Hat
페달을 눌러서 hi-hat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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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 키트의 작동

드럼 키트의 선택

DM-2를 켜면 드럼 키트모드가 됩니다. 드럼키트는 각 패드와 

패널 세팅, 사운드 그리고 환경의 결합체입니다.

1.드럼키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KIT▲와 ▼버튼을 누릅니다.

2.어떠한 모드에서도 KIT▲와▼버튼을 누르게 되면 DRUM 

   KIT모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드럼 키트의 세팅

1.편집을 원하는 드럼 키트를 선택하기 위해 

    KIT▲와 ▼버튼을 사용합니다.

2.MENU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3. KIT▲와 ▼버튼으로 원하는 메뉴를 선택합니다.

4.VALUE 다이얼을 돌려서 수정을 원하는 

패드를 선택합니다

(또한 패드를 쳐서 패드를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5. 원하는 메뉴를 선택했으면 OK버튼을 

누릅니다. 예: PAD SET MENU

6.세팅 후 MENU버튼을 누르면  DRUM KIT 

스크린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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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드 세팅

1.메뉴 스크린에서 “PAD SET” 선택 후 

   OK버튼을 누릅니다. 2.파라미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KIT▲와 ▼버튼을 사용합니다.

3.수정을 원하는 세팅의 패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패드를 칩니다.

4.VALUE 다이얼을 사용해서 세팅을 수정합니다.

5.”MENU”스크린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OK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값 설명

악기 형태 선택

악기의 볼륨 명시 

악기의 팬 위치 명시

연주속도에 따라 

볼륨변화의 곡선을 조절함

기본 세팅. 연주상태와 볼륨 변화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

LINEAR에 비해, 강한 다이나믹이 큰 변화를 발생시킴

LINEAR에 비해, 소프트한 연주가 큰 변화를 발생시킴

작은 다이나믹 반응으로 강한 볼륨 레벨 유지가 수월함 

만약 드럼 트리거를 사용할 경우,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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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값 설명

/ 드럼 키트의 설정 효과

1.메뉴 스크린에서 “EFX SET”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2. ▲와 ▼버튼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3.VALUE다이얼을 사용해서 설정을 수정합니다.

4.OK버튼을 눌러서 “MENU”스크린으로 되돌아갑니다.

에코 형태 선택

에코 레벨 조절

Chorus 형태 선택

Chorus 레벨 조절

리미터 켜고/끄기

높은 주파수 조절

중간 주파수 조절

베이스 주파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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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밍 /  저장

1.메뉴 스크린에서 “3-KIT NAME”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2. ▲와▼버튼을 눌러 교체하고자 하는 캐릭터로 

    커서를 이동시킵니다.

3. VALUE 다이얼로 캐릭터를 바꿉니다.

4.OK버튼을 눌러서 “MENU”스크린으로 

   되돌아갑니다.

1.메뉴 스크린에서 “4-KIT NAME”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2. VALUE 다이얼로 드럼키트 넘버를 선택합니다.

3. OK버튼을 눌러서 저장합니다.

4. 실행완료후 자동으로 드럼키트 스크린으로

     되돌아 갑니다. 

/ 데모연주 

1. 드럼 키트 모드에서 데모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SONG 버튼을 누릅니다.

Preset은 디바이스의 DEMO, 

User는 user record,

SD는 SD카드내 DEMO를 나타냅니다.

2.VALUE 다이얼로 재생을 원하는 
   데모를 선택합니다.

3.PLAY 버튼을 눌러서 노래를 재생합니다.

4.DRUM OFF 버튼을 눌러서 
   데모의 드럼부분을 끕니다.

각 데모 노래는 각기 그 자체의 템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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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트로놈 기능

CLICK버튼을 누르면 메트로놈이 시작되고 스크린은 

템포를 나타냅니다.

1.메뉴 스크린에서 “5-CLICK”을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2. ▲와▼버튼으로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3.VALUE 다이얼로 파리미터 값을 조절합니다.

4.OK버튼을 눌러서 MENU로 되돌아갑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값 설명

메트로놈의 템포 명시하기

메트로놈의 시간 박자표 

명시하기

메트로놈에 의해서 소리 나게 

될 음표를 명시하기 

메트로놈의 값을 명시하기

메트로놈의 사운드를 명시하기

해당 모드에서 나가면 파라미터는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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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과 재생 기능

녹음을 위해 우선 원하는 드럼키트를 선택합니다.

1.REC 버튼을 누르게 되면 녹음 대기 모드가 됩니다.

2.아무 패드 또는 페달을 치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3.녹음 중단을 위해 REC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만약 최대 녹음시간을 초과하면 녹음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4. PLAY 버튼을 눌러 녹음된 화일을 실행합니다.

5. SONG 버튼을 눌러 데모를 실행하면 배경 트랙

    으로 같이 녹음됩니다.

   (SONG이 켜져 있으면 데모가 연주와 동시에 

    녹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녹음시 4초이상 드럼 신호 입력이 없으면 녹음이 중지되고 COMPLETE!가 표시됩니다.

2.녹음시 메모리가 다 차면 녹음이 중단되고 MEMFULL! 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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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기능
1.드럼 키트 모드에서 COACH버튼을 누르면 
   Coach기능이 켜집니다.

2.기능선택 : Up/Down
   실행하기 : OK버튼
   시작하기 : CLICK 버튼

해당 모드에서 타이밍 연습이 가능합니다.

1)TIME CHECK 모드에서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 CLICK 버튼을 누릅니다.

NOTE: 연습중 VALUE 손잡이를 돌려서 템포를 
           바꿀 수 있습니다.

2)연습시 타이밍이 메트로놈과 일치되는지 
    LCD에 표시됩니다. LCD에 있는 삼각형 표시가 
    S를 나타내면 메트로놈에 비해 연습타이밍이 
    느리고, F는 빠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연습타이밍
    의 정확도가 페센트(%)로 여집니다.

3)TIME CHECK 모드에서 파라미터를 설정하기 위해서 
   MENU버튼을 누릅니다. 바꾸고자 하는 파라미터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Up/Down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값을 바꾸기 위해서는 VALUE 손잡이를 돌리면 됩니다.

해당 모드에서 일정한 템포로 연습 할 수가 있습니다.

1)TEMPO CHECK 모드에서 CLICK버튼을 
    눌러 시작합니다.
    NOTE: 연습중 VALUE 손잡이를 돌려서 템포를 
                변경 할 수가 있습니다.

2)패드의 템포와 메트로놈을 동시에 실시하기.
    NOTE: 연주가 정확해 질수록 메트로놈 사운드가 
                줄어듭다. 
                LCD에 정확도가 퍼센트(%)로 보여집니다.

3) TEMPO CHECK 모드에서 MENU 버튼을 눌러서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Up/Down 버튼을 사용해서 바꾸고자 하는 파라미터 
    항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값을 변경하기 위해서 VALUE 손잡이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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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ACH 기능

해당 모드에서 타이밍 연습을 위해 메트로놈 
사운드가 번갈아 켜지고 꺼집니다.

1) QUIET COUNT 모드에서, 연습시작을 위해 
     CLICK를 누릅니다.
     NOTE: 연습중 VALUE 손잡이를 돌려서 템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 메트로놈이 몇소절 연주되며, 마지막 소절에서 
    LCD에 "Ready”가 표시됩니다.

3) 메트로놈 사운드가 꺼지면(메트로놈은 계속 유지됨), 
     LCD에 "Quiet”이 표시가 됩니다. 
    연주자는 연주자의 템포에 맞추어 연주를 합니다.

4) 메트로놈 사운드가 다시 나오면, 메트로놈 사운드가 
    꺼진 상태에서의 연주 정확도가 LCD에 표시됩니다.

5) QUIET COUNT모드에서 파라미터 설정을 위해 
    MENU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파라미터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Up/Down 버튼을 누릅니다.
    값을 바꾸기 위해서 VALUE 손잡이를 돌립니다.

1) AUTO UP DOWN 모드에서, 연습시작을 위해 
     CLICK를 누릅니다.
     NOTE: 연습중 VALUE 손잡이를 돌려서 템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2) 패드의 템포와 메트로놈을 동시에 실시하기.

첫 번째와 두 번째 템포 사이에서 메트로놈의 
템포가 바뀌게 됩니다.
연주 정확도가 LCD에 표시됩니다. 

3) AUTO UP DOWN 모드에서 파라미터 
    설정을 위해 MENU버튼을 누릅니다.
    원하는 파라미터 항목을 선택하기 위해 
    Up/Down 버튼을 누릅니다.
    값을 바꾸기 위해서 VALUE 손잡이를 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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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정

/ 패드 설정

1.메뉴 스크린에서 “TRIGGER”를 선택하고 
   OK버튼을 누릅니다.

2.VALUE 손잡이로 원하는 패드를 선택합니다.

3.UP과 DOWN버튼으로 파라미터 항목을 선택합니다.

4.VALUE손잡이로 파라미터 값(수치)을 변경합니다.

5.MENU로 되돌아가기 위해 OK버튼을 누릅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값 설명

연주스타일에 맞게 패드의 민감도를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부드 럽게 연주할 때 큰 볼륨을 

낼 수 있도록 높은 민감도가 가능합니다.

강한 연주에도 낮은 볼륨을 낼 수 있도록 낮은 

민감도가 가능합니다.

이 설정은 패드가 설정된 동적레벨(속도)이상일

때만 트리거 신호를 받도록 합니다. 이는 다른 

패드에서 발생되는 진동때문에 사운드가 발생

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예) B는 소리가 나지만 A와 C는 소리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높은 수치로 세팅할 경우 패드를 가볍게 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패드를 쳐서 "Threshold(한계점)" 값을 점진적으로 올려줍니다.

이 과정을 확인하고 알맞게 조절합니다. 연주스타일에 맞게 완벽하게 

세팅될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트리거 신호가 감지되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트리거 시그널 파형의 상승시간이 어쿠스틱 드럼 

트리거(드럼픽업)또는 각 패드의 특성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 동일한 타격(속도)으로도 각기 다른 

볼륨 사운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연주방식을 좀 더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Scan Time"을 조정

해야 합니다.

일정한 힘으로 패드를 반복적으로 치면 2분부터 가장 큰 레벨에서 

볼륨이 안정될때 까지 "Scan Time"이 점차 증가됩니다.

동 세팅 설정에서 부드럽고 강하게 패드를 쳐서 적당한 볼륨 변화를 

확인합니다.  값 설정을 높이면, 연주 사운드 시간이 증가됩니다. 

이 설정은 가장 낮은 값으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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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정은 이중 트리거를 방지합니다.  트리거 사용

시 비터는 뒤로 튕겨져나오게 되고 두번 연속으로 

치게되는 "더블 트리거"(가끔씩 어쿠스틱 드럼에서 

비터가 헤드 부분에 머물러서 발생되는 현상)가 

발생됩니다.

"Mastk Time" 세팅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일단 패드를 치게되면, 4/1000-

64/1000초이내에 추가적인 트리거 신호는 

무시됩니다.

패드를 연주하면서 "Mastk Time"값을 조정합니다.

  킥 트리거 사용시, 비터로 헤드부분을 빨리 치고 뒤로 튕겨져 나오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터 리바운드 소리가 나지 않을때까지 

  "Mask Time" 값을 올려줍니다.

* 높은 값으로 세팅을 할 경우 연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값을 낮추어서 세팅합니다.

본 설정은 비논리적으로 트리거가 다시 발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어쿠스틱 드럼 트리거를 사용할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트리거는 그림에서와 

같이 포인트 A에서 의도치 않은 사운드가 발생될 수 

있으며, 파형을 변화시켜 파형의 끝부분이 붕괴

됩니다.

"Retrig Cancel은 이러한 왜곡을 감지하여 

Re-Triggering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패드를 계속 치면서 Retrig Cancel 값을 Re-Triggering이 발생되지 

 않을 때까지 올려줍니다.

* 비록 높은 값이 리트리거를 방지할 수 있지만, 드럼을 빨리칠 때 사운드가 

  누락되기 쉽습니다.   리트리거가 더 이상 없다고 확인 될때까지 가능한 

  값을 낮추어서 세팅합니다.

두개의 패드를 동일한 스탠드에 설치할 때 

발생될 수 있는, 한 개의 패드를 연주할 때 

다른 패드로부터 사운드가 들리는 혼선을 

방지하는 세팅입니다.

이러한 혼선은 두개 패드 사이의 거리를 떨어

뜨려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림/엣지에 대한 연주 속도(힘)와 출력되는 볼륨 

레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연주할 때도 높은 값으로 설정시

림/엣지에서 큰 볼륨이 가능합니다.

설정 값을 낮추면 강하게 연주할 때도 

림/엣지에서 볼륨이 낮게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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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에 의해 전달되는 MIDI 

노트 번호 표시

/ 공장초기화 

1. MENU에서 OPTIONS을 선택해서 세팅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키를 눌러서 FAC RESET를 선택합니다. 

    OK를 눌러 FAC RESET 메뉴 인터페이스로 들어갑니다.

2. ▲▼키를 눌러서 원하는 초기화하고자 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a. 트리거, 송, 클릭등 시스템 데이터 초기화

b. 드럼키트의 모든 데이터 초기화

c. 모든 데이터 초기화

3. OK버튼을 눌러 메뉴로 되돌아 갑니다.

/ 기본 설정들

1.MENU에서 “8-OPTIONS”를 선택해서 

   OK버튼을 누릅니다. 
2.▲과 ▼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3.VALUE다이얼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합니다.

4.OK버튼을 눌러 메뉴로 돌아갑니다.

스크린 디스플레이 파라미터              값         설명

LCD대비 조절

LCD 밝기 조절

소프트웨어 에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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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 화일 사용

1.MENU에서 “USER SET”을 선택후 OK버튼을 누릅니다.

2.DM-2 슬롯에 SD카드를 끼웁니다. SD카드의 개인 

  사운드라이브러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운드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 자사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합니다.

3. OK 버튼을 다시 눌러 사운드 라이브러리를 임포팅합니다.

4. SD카드로 부터 사운드라이브러리를 임포팅하는 동안 

     SD카드를 절대로 꺼내지 않습니다.

5. 임포팅이 끝나면 DRUM KIT 모드로 되돌아 갑니다.

디스플레이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OK! import sound library finished

OK! 사운드 라이브러리 임포팅 종료

(종료 후 자동으로 DM-2가 재부팅됩니다).

NO SD! no SD card.

NO SD! SD카드도 없습니다.

NO FILE! no File on the SD card.

NO FILE! SD카드에 파일이 없습니다.

FAIL! import sound library failed.

FAIL! 사운드 라이브러리 임포팅 실패.

ERROR0-ERROR-5! there are some error.

ERROR0-ERROR-5!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 USB-MIDI기능 

DM-2는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연결시 LCD의 USB ICON이 켜지고 

MIDI 입력/출력을 전송하게 됩니다.

NOTE: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기 전에 USB-MIDI 관련 모든 소프트웨어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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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낙원상가 3층 3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