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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D VENUE | S6L
The next stage in live sound

2005년 Avid는
온보드 플러그- 인과
버추얼 사운드체크 등 다양한 기술
혁신과 기능을 갖춘 D-Show®를 최초로
선보이며 VENUE를 기반으로 디지털 라이브
사운드 콘솔 업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D-Show®
시스템은 수많은 사용자들의 찬사를 받았고 엔지니어들로부터
탁월한 사운드 품질, Pro Tools® 통합 기능, 편의성 및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후속 시스템이 출시되며 그 명성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VENUE는 불과 몇 년 사이 전 세계 각종 콘서트 투어, 페스티벌 및 
스튜디오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베스트셀링 라이브 믹싱 시스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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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ver the next stage in  
live sound at avid.com/S6L.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확장된 Avid VENUE | S6L이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S6L은 콘트롤 서페이스, 프로세싱, I/O 및 네트워크 옵션을요구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고  
확장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한 모듈형 시스템입니다. 또한 현재 모든 라인에 걸쳐 100%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쇼 파일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제공하는 유일한 통합형 라이브 사운드 플랫폼입니다. 이와 더불어 S6L
은 강화된성능의 내장형 AAX 및 Waves 플러그-인 콘트롤, 128개의 통합형 Pro Tools 레코딩 및 재생 트랙 및 기타 
현행 라이브 믹싱 시스템들을 크게 상회하는 성능을 구현할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VENUE | 
On- Stage(page29)를 통한 퍼스널 모니터링 컨트롤과 함께 포괄적인 네트워크 연결 및 I/O 구성으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용이한 시스템 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iscover the next stage in  
live sound at avid.com/S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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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없는
명성,
미래를 향한
기술의 도약

Avid VENUE | S6L

더욱 향상된 인텔리전트 믹스 콘트롤 
S6L에서는 5개 유형의 콘트롤 서페이스를 통해 16개부터 48개까지 페이더 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믹스의 어느 위치로건 가장 빠른 액세스가 가능한 최상의 콘트롤을 

제공합니다.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와 미터링 기능은 아무리 밝은 야외에서도 선명한 비주얼 피드백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랙티브 터치 스크린을 통해 
전체 미터링을 확인하고, 일부 파라미터 값을 조정하는 등 서페이스에서 더 많은 일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Universe 스크린을 통해 모든 인풋, AUX, 그룹, VCA에 

즉시 액세스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프로세싱 엔진 
브로드웨이에서 방송까지, 오늘날의 라이브 프로덕션은 수백 채널 이상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환경을 요구합니다. 경쟁 솔루션 대비 월등히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VENUE | E6L 엔진에는 두 가지 강력한 기술이 조합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프로세싱 엔진은 모든 라우팅, 채널 및 믹싱 
기능을 담당하여 최대의 안정성과 성능을 선사하며, HDX 기반의 DSP 엔진은 모든 AAX 플러그-인 프로세싱을 담당하여 더 나은 품질의 대규모 

사운드 믹스를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성능 I/O를 통한 원음 재현 
VENUE | S6L은 4가지 탁월한 I/O 랙을 제공합니다. 모든 I/O 랙은 오리지날 사운드를 그대로 재현하는 고성능 프리앰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놀라운 수준의 명료함과 따스함, 선명함을 가진 사운드 품질을 시그널 경로 전체에 걸쳐 구현합니다. 또한 여러 개의 
스테이지 박스 및 로컬 I/O 박스를 추가해 필요한 만큼 시스템을 확장 또는 축소할 수 있습니다.

더욱 다양해진 플러그-인 프로세싱 
스튜디오 레코딩에서와 동일한 사운드를 라이브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HDX 기반 DSP가 모든 플러그- 

인 프로세싱을 담당하므로 전례없이 많은 수의 플러그-인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원하는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S6L은 64비트 AAX DSP 플러그-인을 직접 지원할뿐만아니라 Waves SoundGrid 옵션 카드를 통해 

통합 Waves 플러그-인을 실행할 수 있으며 수많은 사용자들이 애용하는 각종 플러그- 인을 통합 제공하므로 
다른 어떠한 라이브 믹싱 시스템보다 창의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모듈형 구성 
확장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 콘트롤 서페이스, 엔진, I/O 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조합해 거의 모든 형태의 라이브 사운드 환경에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5가지의 S6L 콘트롤 서페이스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채널 수에 맞는 

E6L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한 개 이상의 스테이지랙을 연결하여 16
개의 인풋에서 수백개의 I/O 채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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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Tools 통합 기능을 이용한 대형 공연과 레코딩지원 
S6L은 가장 강력하고 통합적인 라이브 레코딩 기능을 제공하며, AVB를 통해 최대 128채널의 Pro Tools 레코딩 및 재생 채널을 통해 스테이지 프로덕션을 향상시키고 
라이브 쇼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2트랙 녹음 및 재생을 지원합니다. 버추얼 사운드체크를 이용하면 라이브 레코딩으로 믹스를 정밀 조절 
하고 다양한 스냅샷 옵션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환경을 구성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플러그-인을 시연해볼 수 있고, 사운드체크 및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ENUE Link를 이용하여 모든 라이브 믹싱 및 레코딩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해 보다 빠르게 레코딩 세션을 준비하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유연한 연결성 
VENUE | S6L은 모든 구성요소에 걸쳐 안정적인 개방형 이더넷 AVB를 사용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무게가 가벼운 Cat5e  케이블을 최대 100m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광섬유 케이블의 경우 최대 500m까지 연결이 가능해 고가의 무거운 아날로그 스네이크를 전혀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Dante, MADI, MILAN 및 다양한 포멧을 지원하므로*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존의 환경 모두에 S6L을 매우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스템 간 I/O 공유 
무거운 아날로그 분배기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오디오 품질 손실 없이 하나의 I/O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시스템 에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Avid True 

GainTM 기술이 각 엔지니어의 믹스에 적절한 시그널 레벨이 유지되도록 자동으로 게인을 보정합니다. I/O와 케이블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은 물론 

설치 시간과 운송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친숙한 VENUE 소프트웨어로 믹스 
 모던한 디자인과 뛰어난 가시성을 제공하는 VENUE | S6L은 다른 VENUE 시스템처럼 사용하기 편리한 VENUE Software
로 운용되어 효율적인 믹싱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의 VENUE Software 참조). 게다가 기존의 VENUE에서 
생성한 쇼 파일을 S6L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공연 준비 시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탁월한 안정성과 내구성 
세계적으로 수많은 대형 투어, 뮤직 페스티벌 및 공연장에서 사용되는 콘솔로서 모든 VENUE 시스템은 
최고의 서비스와 안정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VENUE | S6L 역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리던던트 전원 공급장치, 리던던트 네트워크 구성,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는 최고의 지원 서비스 등 
까다로운 사용 환경에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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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 서페이스 VENUE | S6L-48D VENUE | S6L-32D VENUE | S6L-24D VENUE | S6L-24C VENUE | S6L-16C
12인치 데이라이트 
터치 스크린

마스터 터치 스크린 1개 
채널 터치 모듈 5개

마스터 터치 스크린 1개 
채널 터치 모듈 3개

마스터 터치 스크린 1개 
채널 터치 모듈 2개 마스터 터치 스크린 1개 제공하지 않음  

(사용자가 외부 모니터 준비)

페이더 48 + 2 32 + 2 24 + 2 24 + 2 16 + 2

고해상도 OLED 및 
삼색 컬러로 기능을 
표기하는 노브 모듈

채널 노브 모듈 5개 
할당 가능한 노브 160개

채널 노브 모듈 3개 
할당 가능한 노브 96개

채널 노브 모듈 2개 
할당 가능한 노브 64개

채널 노브 모듈 1개 
할당 가능한 노브 32개

채널 노브 모듈 1개 
할당 가능한 노브 32개

마스터 라이브 모듈 소프트 버튼 지원 그래픽 TFT, 지정 가능 페이더 2개, 모니터링, 레이아웃, 스냅샷콘트롤, 트랜스포트 콘트롤 및 기능 버튼

미터링 채널별 30 세그먼트 미터, 프리 및 포스트 페이더 옵션 지원, 노미널 인디케이터, 익스팬더/게이트 상태 및 컴프레서/리미터 게인 리덕션 미터

아날로그  인풋 XLR 마이크/라인 인풋 8개, 뮤트 및 시그널 상태 LED XLR 마이크/ 라인 인풋 1개

아날로그 아웃풋 XLR 아웃풋 8개, 뮤트 및 시그널 상태 LED XLR 아웃풋 2개

디지털 인풋 XLR 스테레오 AES/EBU 4쌍(총 8개널) 제공하지 않음

디지털 아웃풋 XLR 스테레오 AES/EBU 4쌍(총 8개널) 제공하지 않음

헤드폰 아웃풋 독립형 1/4” TRS 스테리오 헤드폰 잭 2개 1/4" TRS 스테레오 헤드폰 잭 1개

보조 I/O DVI-D 비디오 아웃,USB 2.0 포트 5개(후면 2, 전면 2, 내부 1), 유무선 원격 콘트롤용 ECx 이더넷 포트, GPIO(8인/8아웃), 풋스위치 2개, LTC, MIDI I/O

이더넷 AVB 포트 etherCON(동선) 2개, etherCON(동선) 또는 SFP(광섬유) 중 선택, 리던던트 링 토폴로지

전원공급 듀얼 리던던트,핫-스왑 방식 PSU 듀얼 리던던트 내장

높이 (전면, 후면) 3.6 x 15.3 인치 (91 x 388 mm) 3.6, 8 인치 (91, 205 mm)

너비 76.1인치 (1,934 mm) 51.3 인치 (1,304 mm) 38.9 인치(989 mm) 38.9 인치 (989 mm) 26.4 인치 (671 mm)

깊이 31 인치 (787 mm)

중량 212 lbs (96 kg) 155 lbs (70 kg) 119 lbs (54 kg) 84 lbs (38 kg) 71.6 lbs (32.5 kg)

* 로컬 I/O사용 시 Local 16 랙 추가가 필요합니다.

VENUE | S6L 콘트롤 서페이스
아래 모듈로 구성된 5개의 콘트롤 서페이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마스터 터치스크린  Universe 페이지와 각종 채널 및 미터 뷰를 제공하는 멀티 터치 스크린 
• 마스터 라이브 모듈  센터 모듈로서 페이더 뱅크, 지정 가능 인코더 기능, 소프트 키, 모니터링, 스냅샷, 사용자 
지정 및 스냅샷 불러오기 가능한 페이더 레이아웃, 터치 및 턴 인코더, 플렉스 페이더, 트랜스포트 콘트롤 제공 
• 채널 터치 모듈  미터뷰, 다양한 채널 뷰와 파라미터 뷰 제공. S6L-24D, S6L-32D 서페이스에 표준 탑재, 
S6L-24에는 옵션으로 제공 
• 채널 페이더 모듈  듀얼 채널 미터, 다이나믹 미터, 고해상도 OLED 채널명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페이더 8개 
제공. 뮤트, 솔로, 세이프 및 기타 스위치 기능 
• 채널 노브 모듈  파라미터 콘트롤을 위한 터치 센서티브 3 컬러 인코더 32개 탑재. 각 인코더에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Select 및 In 스위치 제공

모듈형 시스템 구성  
콘트롤 서페이스, 엔진, I/O, 각종 옵션을 자유롭게 조합해 보세요.

NEW! S6L-48D, S6L-16C, S6L-24C 콘트롤 서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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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VENUE | E6L-192 VENUE | E6L-144 VENUE | E6L-112
샘플레이트  96 kHz

인풋 채널 192 144 112

인풋 프로세싱 HPF, LPF, 4-band PEQ, 익스팬더/게이트, 리미터, 딜레이, 플러그-인 인서트4개, 하드웨어 인서트

믹스 버스 96 + LCR 64 + LCR 48 + LCR

아웃풋 프로세싱 7-밴드 PEQ, 컴프레서/리미터, 딜레이, 플러그-인 인서트 4개, 하드웨어 인서트

매트릭스 24 x 24 16 x 16 16 x 16

VCAs & 플러그-인 슬롯 48 48 48

스테레오 솔로 버스 독립 콘트롤 가능 버스 2개

그래픽 EQs (31밴드) 32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플러그-인 프로세싱용 HDX-192 DSP 확장카드 최대 4개 지원 플러그-인 프로세싱용 HDX-192 DSP 확장카드 최대 2개 지원, 1개 탑재 되어 있음 플러그-인 프로세싱용 HDX-192 DSP 확장카드 1개 지원, 
탑재 되어 있음

플러그-인 지원 4-비트 AAX DSP; S6L과 완전 통합된 WG-HD 옵션 카드 또는 MADI를 통한 Waves SoundGrid 시스템 지원

VCAs & 플러그-인 슬롯 400 400 400

Pro Tools 통합 이더넷 AVB 연결 시 오디오 트랙 최대 128개까지 레코딩/재생 가능

옵션 카드 확장 4 max 4 max 2 max

이더넷 AVB 포트 AVB-192 이더넷 AVB 네트워크 카드 2개, AVB 네트워크 카드 당 EtherCON(동선) 또는 SFP(광섬유)로 선택 가능한 2개의 포트, (리던던트 링 토폴로지 포함);  
리던던트 스타 토폴로지 구성을 위한 AVB 스위치 Luminex GigaCore 26i 및 GigaCore10 지원

I/O 공유 최대 3개의 Stage 64 및 4개의 Stage 16 랙 지원 - E6L 엔진 사용에 따라 최대 192 총 인풋 (I/O 공유를 위해 2개의 AVB-192 이더넷 AVB 네트워크 카드 필요) 

워드 클럭 I/O Clock I/O BNC, 75 Ohm coaxial

USB 포트 USB 2.0 포트 5개, (전면 2개, 후면 2개, 내부 1개)

전원공급 N+1 리던던트, 내부 핫-스왑 방식 PSU

제원 (H x W x D) 8.6 x 16.9 x 19 인치(218 x 430 x 483 mm)

랙 규격 5U

중량 74 lbs (33 kg)

VENUE | E6L 엔진 및 옵션
3가지 엔진 구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옵션*을 제공합니다 : 
• AVB-192 이더넷 AVB 네트워크 카드  독립 Gigabit 이더넷 포트 2개, 동선 및 광섬유 (SFP기반) 
• HDX-192DSP확장카드  AAXDSP플러그-인 운용을 위한 추가 프로세싱 성능 제공. 모든 엔진에는 카드 1개가 
표준 탑재, 최대 4개까지 확장 가능 
• MADI-192 옵션 카드  BNC 커넥터를 통한 양방향 MADI 연결제공.

• MLN-192 옵션 카드  128채널의 AVB-Milan 네트워크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 WSG-HD Waves SoundGrid 옵션 카드  S6L 워크플로우에 Waves SoundGrid 플러그- 인완전 통합 가능 VENUE | E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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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랙 STAGE 64 STAGE 32 STAGE 16 LOCAL 16

최대 I/O
Stage 64랙 1개당 인풋 채널 64개, 아웃풋 채널 32개 

@96kHz, Stage 64랙 3개 구성 시 E6L 엔진 사용에 따라 
최대 인풋 채널 192개, 아웃풋 채널 96개 지원

Stage 32랙 1개당 인풋/아웃풋 채널 32개 @ 96 kHz 16 XLR 마이크 인풋/프리엠프, 
8 XLR 라인 아웃풋, AES3 아웃풋 4 채널

8 XLR 마이크 인풋/프리엠프, 8 XLR 아웃풋,  
XLR 스테레오 AES/EBU 인풋 4쌍 (총 8 채널) XLR  

스테레오 AES/EBU 아웃풋 4쌍 (총8채널)

I/O 카드 슬롯 12 4 n/a n/a

샘플레이트 96 kHz 96 kHz 96 kHz** 96 kHz

이더넷 AVB 포트
etherCON (동선) 및 SFP (광섬유) 선택형 포트 2개,  

리던던트 링 토폴로지, 리던던트 스타 토폴로지를 위한  
Luminex GigaCore 26i, GigaCore10 AVB 스위치 지원

etherCON (동선) 및 SFP (광섬유) 선택형 포트 2개,  
리던던트 링 토폴로지, 리던던트 스타 토폴로지를 위한  

Luminex GigaCore 26i, GigaCore10 AVB 스위치 지원

etherCON (동선) Gigabit Ethernet AVB포트 2개,  
 리던던트 링 토폴로지, 리던던트 스타 토폴로지를 위한  

Luminex GigaCore 26i,  
GigaCore10 AVB 스위치 지원

etherCON (동선) 및 SFP (광섬유)  
선택형 Gigabit Ethernet AVB포트 2개

최대 케이블 길이 동선: 100 미터 ; 
광섬유: 500 미터

동선: 100 미터 ; 
광섬유: 500 미터 100 미터 100 미터

MADI Dual MADI output offers direct  
split of all 64 inputs

Single MADI output offers direct  
split of all 32 inputs n/a n/a

헤드폰 컨피던스 모니터 ¼" TRS 스트레오 헤드폰 잭 n/a n/a n/a

워드 클럭 I/O BNC, 75 Ohm coaxial n/a n/a n/a

전원 공급 듀얼 리던던트 내장 PSU 듀얼 리던던트 내장 PSU 싱글 리던던트 내장 PSU 듀얼 리던던트 내장 PSU

제원 (H x W x D) 17.5 x 17 x 12.2 인치  
(445 x 432 x 310 mm)

8.7 x 18.5 x 18.9 인치
(220 x 470 x 480 mm)

6.9 x 19 x 8.1 인치  
(손잡이 포함-랙 마운트 구성) 

(175 x 483 x 206 mm)

5.2 x 17.4 x 11.0 인치  
(132 x 442 x 278 mm)

랙 규격 10U 5U 4U 3U

무게 31 kg 22 kg 7.1 kg 16 kg

*옵션카드는 별도 구매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며, 메인 시스템 구매 시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S6L과 사용 시 96kHz, S3L-X와 사용 시 48kHz

I/O 랙 옵션
필요한 I/O에 따라 1개 또는 4개 이상의 Stage 랙 및 로컬 랙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Stage 64 와 Stage 32는 다음과 같은 옵션으로*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 SRI-192 아날로그 인풋 카드   XLR 기반의 아날로그 마이크/라인 인풋 8개 제공, 새로운 고성능 마이크  
프리 앰프 디자인 적용 
• SRO-192 아날로그 아웃풋 카드   XLR 기반의 아날로그 라인 아웃풋 8개 제공. 
• DSI-192 디지털 인풋 카드  디지털 AES/EBU 또는 ADAT 인풋 채널 8개 제공. 
• DSO-192 디지털 아웃풋 카드  디지털 AES/EBU 및 ADAT 아웃풋 채널 8개 제공 
• DNT-192 Dante 옵션 카드  Dante 네트워크 오디오 채널 16개(16x0, 8x8, 0x16 구성 가능)제공.  
리던던트 네트워크 연결 지원

Stage 64

Stage 32

Stage 16

Local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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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UE 소프트웨어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믹스
VENUE 소프트웨어는 사용자 시스템 전체에 대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터치 스크린과 콘솔 상의 콘트롤, 트랙볼, 마우스, 
또는 손을 이용해 외부 디스플레이나 터치스크린에 표시된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의 각종 기능과 콘트롤에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VENUE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는 간편한 탭 방식으로 표시되며 효율적인 스크린 페이지 구성으로 시스템의 인 풋, 아웃 풋, 파일, 스냅 
샷, 디지털 패치베이, 플러그-인, 사용자 옵션 등을 손쉽게 액세스하고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운드 믹스를 위하여
VENUE 소프트웨어는 AAX 및 Waves 플러그-인 사용을 위한 빠른 액세스부터 간편한 믹스 설정 저장 및 리콜을 위한 스냅 
샷 오토메이션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믹스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을 선사합니다.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면 간단한 버튼과 풋스위치 입력, 페이더 또는 스냅샷 리콜 등의 동작으로 복잡한 작업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쇼 준비와 이동성
콘솔 설정, 인풋, 버스 구성, 신호 라우팅, 환경설정 및 각종 파라미터를 편리하고 자유롭게 사용자화해 
특정 라이브 환경에 맞게 S6L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곧 있을 다음 이벤트나 다른 환경에서의 시스템 
설치에 대비, 설정 데이터를 별도의 파일로 저장한 다음 상세 정보를 SI 벤더나 음향 파트너사에 
이메일로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쇼 파일을 USB 드라이브 등과 같은 휴대용 
저장장치로 옮겨 다른 VENUE 시스템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VENUE 시스템은 뛰어난 편의성의 VENUE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운용됩니다. 
완벽한 쇼 파일 호환성으로 한번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익히면 어떤 VENUE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믹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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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사운드
작은 클럽 투어와 지방 공연에서 대형 콘서트장, 페스티벌, 방송 이벤트까지 
VENUE | S6L은 FOH, 모니터, 방송 차량 등 어떠한 조건의 믹싱에도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강력한 성능과 탁월한 사운드 품질, 검증된 안정성을 선사합니다. 

 
• FRONT OF HOUSE—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많은 프로세싱 채널 수를 지원하는 
S6L 은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에 이상적인 솔루션으로서 게스트 엔지니어의 VENUE 
쇼 파일을 불러와 빠르게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운용해 다양한 밴드와 
아티스트를 지원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테이지 작업을 위한 최대 192개의 마이크 
인풋을 지원하며, I/O 공유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최대 128트랙의 Pro Toosl 
레코딩이 가능하므로 최상의 사운드 품질로 라이브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VENUE | Function Pad iOS 어플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스냅샷 및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후에 컨텐츠로 활용할수 있도록 Pro Tools에 128채널을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 — 광범위한 믹스 버스 용량을 지원하는 S6L을 이용하면 다수의 스테레오 인-
이어 모니터 믹스, 웨지 믹스 및 백라인 믹스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페이더 
상의 어떠한 믹스에도 원터치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2개의 독립된 스테레오 솔로 
버스를 원하는 아웃풋에 지정해 큐 벨트 팩이나 리슨 웨지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더욱 
확실한 믹스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iPhone 및 iPad 용 VENUE | 
On-Stage 모바일 앱을 사용하면 Aux 마스터 레벨, 샌드 레벨, 팬 등을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콘트롤할 수 있으며, 공연 중인 아티스트가 직접 모니터 믹스를 콘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 방송 —S6L은 방송 차량 내의 믹스 엔지니어가 라이브 이벤트를 방송 및 레코딩하는 
데 필요한 사운드 품질, 프로세싱 채널, 라우팅 기능 및 Pro Tools 워크플로우를 
완벽히 제공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 시그널 분배 없이도 FOH 및 모니터 엔지니어와 
동일한 라이브 인풋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6L WORKFLOWS

VENUE | S6L-48D VENUE | S6L-3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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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필요로 종교시설의 경우 S6L이 선사하는 명료한 음향 품질로 강사의 음성을 
언제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S6L은 직관적인 워크플로우와 스냅샷 
오토메이션을 제공하며, 설교, 성가대 찬양, 각종 공연 등의 설정을 빠르고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Pro Tools 시스템을 사용해 각종 행사를 레코딩할 수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멀티미디어 활용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오디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간편한 VENUE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어 VENUE 시스템 사용법을 알고 있는 작업자가 
있다면 누구나 곧바로 S6L 믹싱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연 시설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에서 AVENIDA CORRIENTES까지 어디서나 S6L은 
아무리 크고 복잡한 규모의 스테이지 프로덕션도 쉽게 믹싱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공연 믹싱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S6L의 고효율 워크플로우로 모든 
연기자, 공연 및 무대를 완벽히 파악하고, 채널 수 걱정 없이 채널을 자유롭게 

콘트롤할 수 있습니다. 300 개 이상의 채널을 제어하며 채널 수에 대한 걱정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VENUE | FUNCTION PAD IOS APP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최대 999 개의 스냅 샷을 사용하여 노래 마다 또는 장면마다 믹스 설정을 빠르게 
불러오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설정 가능한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레이어를 연결하지 않고도 모든 채널의 연주자를 빠르게 액세스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기업 행사
무역 전시회, 컨퍼런스, 제품 발표회 등 다양한 기업 행사에는 늘 돌발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S6L는 어떠한 여건에서도 관객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S6L은 모듈형으로 설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풋, 아웃풋 옵션 카드가 제공되므로 예정된 행사에 따라 I/O
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Pro Tools가 설치된 노트북 또는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면 상황에 따라 배경음악 등을 재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표나 
이벤트 전체를 Pro Tools로 레코딩해 아카이브하거나 향후 음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VENUE | S6L-24D VENUE | S6L-24C VENUE | S6L-16C

S6L 솔루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 avid.com/S6L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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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N-192 MILAN 옵션 카드
E6L 엔진 용 MLN-192 옵션 카드는  MILAN 호환 장치에 AVB 연결을 제공합니다. MLN-192 카드는 96kHz에서 AVB-Milan
을 통해 128 채널의 오디오를 송수신 할 수 있으며 모든 E6L 엔진에서 지원됩니다. MLN-192 카드는 다중 장소 설치 시 AVB 
네트워크 신호 분배를 용이하게 합니다. AVB 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를 분배하기 위해 타사의 AVB 장치에 대한 연결을 
제공하며, 최대 128 개 채널의 S6L 시스템 간 라우팅을 허용합니다. MLN-192 은 S6L의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 지원과 
함께 극장, 예배당 및 장소에서 광범위한 I / O 모델을 생성 할 수 있습니다.

AVB-192 네트워크 카드
E6L은 시스템의 다른 컴포넌트와 연결할 수 있도록 최소 하나 이상의 AVB-192 네트워크 카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S6L-24C-112 Stage 16과 같은 시스템이나 최신의 E6L Engine이라면 AVB-192 네트워크 카드를 2개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AVB-192 카드를 추가로 장착하여 Stage I/O를 확장하면 시스템의 IO 수용 능력이 확장되는 만큼 I/O 공유를 
이용한 복수 시스템 연결 (Stage 인풋과 게인 트래킹을 공유)이나 128 채널 프로툴즈(Pro Tools) AVB 버추얼 사운드체크  
(Virtual Soundcheck)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AVB-192 Network Card Guid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Virtual Soundcheck)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ADI-192 MADI 옵션 카드
MADI-192 MADI 옵션 카드는 E6L Engine을 위한 하이 채널 카운트 96 kHz (전용) MADI 오디오 인터페이스 카드입니다. 
각각의 MADI-192 MADI 옵션 카드는 4개의 MADI BNC 커넥터를 지원합니다 (인풋 2개, 아웃풋 2개). 각각의 동축 (coaxial) 
방식의 MADI 인풋과 아웃풋은 개별 포트별 최대 32 채널의 96 kHz 오디오 채널을 지원합니다. E6L-192 혹은 E6L-144 
Engine 하나에 최대 4개의 MADI-192 옵션 카드를 설치할 수 있으며 E6L-112 Engine에는 최대 2개의 MADI 옵션 카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방법은 MADI-192 Card Installation Guide를 참조 하기 바랍니다.

E6L 확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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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G-HD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 옵션 카드
Avid의 WSG-HD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 옵션 카드를 장착하면 VENUE | S6L 믹스에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의 프로세싱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E6L Engine에 WSG-HD 카드를 설치하고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를 연결하면 VENUE 플러그인 탭 화면에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 서버에서 호스팅되는 플러그인이 나타납니다 (멀티랙별 최대 8 플러그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예비용으로 웨이브즈 사운드그리드(Waves SoundGrid) 호환 서버를 추가하여 최대 2대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WSG-HD 카드를 사용하려면 VENUE 소프트웨어 버전 5.7 이상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설치에 대한 상세는 WSG-HD Card Installation Guide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HDX-192 DSP 확장 카드
모든 E6L Engine에는 DSP(플러그인 프로세싱용)가 탑재된 HDX-192 DSP 확장 카드 1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 E6L-192 Engine에는 최대 4개의 HDX 카드 설치 가능. 
• E6L-144 Engine에는 최대 2개의 HDX 카드 설치 가능. 
• E6L-112 Engine에는 최대 2개의 HDX 카드 설치 가능.

설치에 대한 상세내용은 HDX-192 Card Installation Guide 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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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VID
아비드는 전 세계의 미디어 기업과 독립 전문가들을 위한 디지털 오디오 및 비디오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선도적인 

기업입니다. 지난 25년 이상 수많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은 아비드의 다양한 솔루션을 사용해 각종 수상에 빛나는 영화,
레코딩, TV 프로그램, 라이브 콘서트, 비디오 및 뉴스 방송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가장 많은 이들이 즐겨 보고 듣는 

미디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Avid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건전하고 창의적인 스토리 텔링 기술을 계속 혁신하고 있으며 2개의 Oscar®, 1개의 
Grammy®, 16개의 Emmys® 등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POWER YOUR CREATIVITY
Avid 라이브 사운드 블로그 (avidblogs.com/livesound)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다양한 최신 정보와 통찰력, 영감을 만나보십시오.

알림: 본 문서에 기재된 사양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식 Distributor : 주식회사 고일 ( TEL 02. 2271. 0030 )
구매문의                              클라우시스 

02-540-7101

© 2021 본 내용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품 기능, 세부 사양, 시스템 요구사항 및 제공 가능여부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Avid Everywhere, D-Show, Pro Tools, True Gain, 및 VENUE 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위치한 Avid Technology와 자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다른 모든 등록상표는 해당 소유권자의 개별 
자산입니다. 오스카는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의 등록상표입니다. 에미 및 에미상 

로고는 ATAS/NATAS의 등록상표입니다. 그래미는 National Academy of Recording Arts and Sciences의 
등록상표입니다. iPad는 Apple의 등록상표 입니다. VS6LB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