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른 사용자 가이드 

 

 
㈜국제미디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4-6 

낙원빌딩 3 층 366 호 

Tel: 02-742-9654 

Web: http://www.all4sound.com 

본 설명서는 ㈜국제미디에서 번역/제작한 것으로 

본 설명서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국제미디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를 사젂 동의 없이 상업적읶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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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WI Solo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kai Professional사는 음악에 대한 여러분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작업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본 제품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관련 문서, 기술 사양, 권장 시스템 사양, 호환성 등) akaipro.com을 방문해주십시오. 

추가적인 제품 지원에 대해서는 akaipro.com/support를 방문해주십시오. 

 

시작하기  
 

주의 사항  

 

EWI Solo를 사용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들을 참고 해주십시오: 

 마우스피스를 너무 강하게 물지 말아주십시오—이럴 경우 비브라토 센서(바이트 센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항상 마우스피스 커버로 덮어주십시오. 

 연주 시 항상 접지 플레이트와 옥타브 롤러를 터치하여 주십시오. 센서는 연주자의 몸을 접지로 인식합니다. 

 사용 전 후 마우스피스는 청결하게 관리하십시오. 살짝 흥건한 천을 이용하여 닦아 주십시오. 

 

1. EWI Solo 전원 관리  

 

EWI Solo는 충전 배터리를 통해 전원 공급이 됩니다. 아래 사항들을 참고해주십시오: 

 충전: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통해 EWI Solo의 USB 단자와 USB 전원 어댑터와 연결하거나 컴퓨터와 연결하여 

충전해주십시오. EWI Solo 사용 중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중에는 전원 LED가 천천히 깜빡 거립니다. 

 전원: EWI Solo는 USB 연결 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USB 케이블 미연결 시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켤 수 있습니다. 다시 끄기 

위해서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배터리 수명: 배터리 상태는 디스플레이 하단 우측의 배터리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엔코더를 

돌리거나 눌러서 디스플레이를 활성화 해주십시오. 

 배터리 잔량 경고: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지 않고 EWI Solo가 USB 미연결 시 전원 LED가 빠른  속도로  깜빡이며  

디스플레이의  배터리  아이콘도  깜빡  거릴  것입니다 .  이때는  신속하게  배터리  충전을  실시  해주십시오 .  

 자동 전원 차단: 만약 EWI Solo가 30분 동안 아무 연주가 없다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본 기능은 글로벌 메뉴에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EWI Solo의 배터리를 절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 EWI Solo 잡는 법  

 

1. 넥 스트랩을 EWI Solo의 넥스트랩 마운트와 잘 연결해주십시오. 

2. 스트랩을 목 주변으로 두르고 EWI Solo를 왼손으로 높은 음 부분, 오른손으로 낮은 음 부분을 세로로 

내장 스피커가 아래를 향하도록 잡아주십시오. 

http://akaipro.com/
http://akaipro.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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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 시 왼쪽 엄지 손가락으로 후면부 옥타브 롤러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엄지를 엄지 고리와 

피치벤드 플레이트 사이에 위치시키십시오. 본 방법이 연주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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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아래의 연결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EWI Solo는 오디오 신호를 Line Out 또는 Phones 단자 그리고 내장 스피커를 통해 

동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외로 EWI Solo가 전원이 꺼진 상태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을 시 (아래 세번째 예시입니다): 컴퓨터로는 

오디오가 아닌 MIDI 신호만을 전달합니다. 내장 스피커를 비활성화하려면 글로벌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항: Line Out 단자는 모노 단자입니다. TS 혹은 TRS 케이블을 통해 모노 입력단자와 

연결해주십시오. 

3. 연결  

 
 

 

EWI Solo 오디오 출력을 외장 앰프 또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전송할 경우: 

1. 일반적인 1/4" (6.35 mm) 케이블을 EWI Solo의 Line Out 단자와 앰프 또는 

인터페이스 라인 레벨 입력 단자와 연결하여 주십시오. 

2. EWI Solo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십시오. 

 

 

 

 

EWI Solo를 헤드폰으로 모니터할 경우: 

1. 일반 1/8" (3.5 mm) 스테레오  헤드폰을  EWI Solo의 Phones 

                          단자에 연결해 주십시오. 

2. EWI Solo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켜주십시오. 

 

 

 

 

 

 

 
EWI Solo를 MIDI 컨트롤러로 사용할 경우: 

1. EWI Solo 전원이 꺼져있는지 확인 후 켜있으면 전원 버튼을 몇 초동안 눌러서 

꺼주십시오. 

2. 제공되는 USB 케이블을 EWI Solo USB 단자와 컴퓨터와 연결하여 주십시오. 

 

 

 

 

 

 

EWI Solo 박스 구성품에 언급되지 않는 제품들은 별매품들입니다.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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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마우스피스에는 압력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우스피스를 살짝 물면 비브라토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물 때 마다 피치가 

흔들립니다. 다만 너무 강하게 물면 안됩니다. 

 연주하는 음을 더 표현하려면 혀로 마우스피스를 건드려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EWI Solo의 노트 키, 옥타브 롤러, 피치 벤드 플레이트, 혹은 글라이드 플레이트가 잘 반응하지 않는다면 너무 손이 건조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EWI Solo는 몸의 정전기를 통해 작동합니다). 본 상황에서는 약간의 로션을 바르고 해보십시오. 

4. 본격적인 연주  

마우스피스를 부드럽게 입술과 이빨 사이로 고정하고 그리고 숨을 내쉬어 주십시오. EWI Solo는 공기압을 감지하여 사운드의 

볼륨, 특징을 표현해줍니다. (악기를 연주할 시 많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노트 키: 노트 키는 약간의 터치로도 소리를 만들어주는 센서입니다. EWI Solo는 다양한 

핑거링 옵션이 있으며 색소포니스트, 플루티스트 등 본인에게 편한 모드로 설정됩니다. 가장 

낮은 세 키의 포지션을 각 키를 지탱하는 스크류를 풀어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연주 

스타일과 가장 맞는 위치로 움직여서 위치 설정을 해주십시오. 
 

 

 
옥타브 롤러: 왼쪽 엄지를 EWI Solo 후면부의 두 개의 옥타브 롤러 사이에 

위치시켜주십시오.(접지 플레이트 위) 엄지로 옥타브 롤러를 위 아래로 밀어서 옥타브 레인지 

조절을 해주십시오. 연주 시 왼쪽 엄지는 옥타브 롤러와 계속 닿아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개의 표면이 깔끄러운 옥타브 롤러 사이 위치는 일반 피치입니다. 

 
글라이드 플레이트: 음 연주 시 엄지를 옥타브 롤러(돌리지 않고) 사이로 움직여주시면서 

글라이드 플레이트의 오른쪽 부분을 건드리면 글라이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피치를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안 끊기게 이어주며 

포르타멘토 주법이라고도 합니다. 

 

 

 
Glide 

Plate 

 
Standard 

Pitch 

 

피치벤드 플레이트: 본 플레이트를 엄지로 만지면 여러분이 글로벌 메뉴에서 설정한 대로 

피치가 변화합니다.(기본적으로는 피치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피치가 바뀌니 본 플레이트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본 플레이트는 

스크류 부분을 풀어서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 있습니다. 

 Pitch-Bend 

Plate 

주요사항: 스크류를 풀어줄 시 악기 바디와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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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를 입술과 이빨로 부드럽게 물고 숨을 

내쉬어 주십시오. (실제 관악기와 같은 방법입니다) 마우스피스를 

물고 압력조절을 통해 비브라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절대 

세게 물지 마십시오. 

 

2. 노트 키: 마우스피스에 불면서 다양한 핑거링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연주법은 부록 > 핑거링 차트 를 참고해주십시오. 

제일 낮은 3 노트 키는 스크류를 풀어서 연주하기 편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홀드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홀드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본적으로 

홀드 모드는 Legato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을 연주하면 다음 

음을 연주하기 전까지 서스테인이 이어집니다. 글로벌 모드에서 

설정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Program 또는 Favorites 리스트를 확인할 시 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 전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4. 화음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화음 모드로 전환합니다. 기본적으로 

Fixed Interval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음을 연주하면 그 음과 

설정된 간격만큼의 음도 연주됩니다. (기본으로 한 옥타브 아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메뉴에서 설정 가능합니다.  

Program 또는 Favorites 리스트를 확인할 시 본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1 

2 

3 

4 

6 

8 

10 

12 

14 

5 

7 

9 

11 

13 

15 

16 

17 

18 

20 

22 

14 

19 

21 

23 

24 

2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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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스플레이: 본 디스플레이를 통해 프로그램, 메뉴 그리고 패러미터 

편집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엔코더: 본 엔코더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프리셋 또는 메뉴 등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만약 메뉴나 프리셋 선택이 아니라면 볼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7. FX (이펙터)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사용 가능한 이펙터 확인 및 

설정이 가능합니다. 엔코드를 통해 Reverb, Chorus, 혹은 Delay를 

선택하고 패러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나 FX 

메뉴로 들어가려면 FX 버튼을 다시 눌러주십시오. 사용 > FX 

사용법 를 참고해주십시오. 

 

8. 프로그램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리스트를 

디스플레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엔코더를 돌려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눌러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용 > 프로그램 

을 참고해주십시오. 

 

9. 글로벌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글로벌 메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메뉴에서 다양한 하드웨어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 에디트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편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치 튜닝, 필터 그리고 LFO 1/2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 > 에디트 모드를 참고 해주십시오. 

고급 편집의 경우 EWI Solo Editor 소프트웨어를 

akaipro.com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소프트웨어상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 세이브 버튼: 본 버튼으로 현재 프로그램을 설정한 상태로 

즐겨찾기(FAV)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설정 

변경이라도 있다면 본 버튼 상단의 LED가 점등됩니다. 저장하지 

않고 다른 프리셋으로 전환하면 설정한 요소들을 잃게 됩니다. 사용 

> 프로그램 을 참고해주십시오. 

 

12. Trans(이조) 버튼: 본 버튼을 눌러서 트랜스포즈 기능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포즈가 활성화되면 버튼의 

LED가 점등됩니다. 트랜스포즈 설정을 하기 위해 본 버튼을 누른 

상태로 엔코더를 돌려서 설정하신 뒤 버튼을 놓으면 됩니다. 

 

13. FAV(즐겨찾기) 버튼: 본 버튼들로 즉각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 

리스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세이브 버튼을 눌러서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 > 프로그램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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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접지 플레이트: 연주 시 본 플레이트를 꼭 만지고 있어야 합니다. 

15. 옥타브 롤러: 엄지로 본 롤러를 위 아래로 움직여서 노트 키 옥타브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옥타브는 위로 4 옥타브, 아래로 2 옥타브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본 롤러를 꼭 

만지면서 연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장 낮은 옥타브로 설정됩니다. 

 

16. 글라이드 플레이트: 본 플레이트를 터치하여 연주 시 글라이드 효과를 내줄 수 
있습니다. 포르타멘토라고도 합니다. 설정에 따라 커스텀 MIDI CC값으로 전송  
가능합니다.  

 

17. 넥 스트랩 클립: 이 부분에 제공되는 넥 스트랩을 연결해 주십시오. 

18. 피치벤드 플레이트: 본 플레이트를 연주 시 사용하면 글로벌 메뉴에서 설정하신 

피치벤드 플레이트 설정에 따라 음의 피치를 올려주거나 내려줄 수 있습니다. 본 

플레이트의 위치는 스크류 방식으로 나사를 풀어서 위치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19. 전원: EWI Solo가 USB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본 버튼을 전원이 들어올 때까지 

눌러서 제품을 켜줄 수 있습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 전원이 꺼지고 

있다고 디스플레이에 표기 됩니다. 

 

20. Aux 입력: 1/8" (3.5 mm) TRS 케이블을 이용하여 원하는 오디오 기기를 

연결해주십시오. 연결된 기기 소리는 헤드폰 단자, 라인아웃 단자 또는 스피커로 

출력됩니다. 

 

21. 헤드폰 단자: 본 단자에 1/8”(3.5 mm) 규격의 헤드폰을(별매) 연결하여 주십시오. 

 

22. Line Output 단자: 1/4" (6.35 mm) TS 또는 TRS 케이블을 통해 본 모노 출력을 

악기용 앰프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믹서 등에 연결해주십시오. 

 

23. USB 단자: 본 단자와 일반 USB 케이블을 통해 컴퓨터의 USB 단자와 

연결해주십시오. 본 방법으로 EWI Solo를 충전할 수 있으며 MIDI 신호도 컴퓨터로 

보낼 수 있습니다. 

 

24. 배터리 투입구 커버: 십자 드라이버를(별매) 이용하여 커버의 나사를 제거 한 뒤 

배터리를 넣어주시고 다시 닫아 주십시오. (배터리 탈착은 국내 공식 정책상 반드시 

수입원을 통한 A/S 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임의 분해시 제품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5. 배수 밸브: 본 밸브를 통해 제품의 습기를 빼줄 수 있습니다. 

26. 스피커: 본 내장 스피커를 통해 EWI Solo 사운드가 출력됩니다. 엔코더를 통해 

스피커 볼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를 비활성화하려면 글로벌 메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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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만약 동시에 여러 키를 터치하게 된다면 가장 위의 키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K2 키와 K3 키를 동시에 

터치하고 마우스 피스를 불면 K2에 해당하는 두번째 즐겨찾기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사용  

 
EWI Solo는 MIDI 컨트롤러겸 내장 사운드 모듈 및 이펙터가 탑재된 관악기입니다. 어쿠스틱 악기의 표현도 내주는 

동시에 전자악기의 장점인 다양한 사운드와 톤까지 제공합니다. 

EWI Solo는 어쿠스틱 악기와 다를 것이 없는 악기이며 당연히 연습할수록 연주 실력이 성장할 것입니다. 초반에는 분명 

낯설겠지만 사용할수록 무궁무진한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록 > 메뉴구성에서 전반적인 EWI Solo의 메뉴 및 기능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EWI Solo의 내장 메모리에는 200개의 사운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프로그램간 전환 및 센서 설정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선택하려면: 

1. Prog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2. 엔코더를 돌려서 리스트를 탐색할 수 있으며 누르면 선택됩니다. 

Hold 또는 Interval 버튼을 눌러서 이전 프로그램 또는 다음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1초에 

한 프로그램씩 전환됩니다. 

 

Direct Mode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특정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Prog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거나 FAV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Prog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프로그램 리스트에서 선택할 

수 있고 FAV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즐겨 찾기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FAV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14개의 키 중 한 키를 터치하고 마우스 피스에 불어 보십시오. EWI Solo는 즐겨 찾기 설정에 

따른 첫 14개의 프로그램을 키순에 따라 전환해줄 수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시려면 부록 > 프로그램 리스트를 참고 해주십시오. 

 

 

프로그램 저장 및 즐겨찾기  

 
프로그램 설정을 바꾸고 저장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Save LED가 점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설정을 저장하려면 Save 

버튼을 눌러서 네개의 즐겨찾기 리스트 중 원하는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본 기능으로 즐겨찾기 리스트 정리도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리스트에 프로그램을 저장하려면: 

1. Save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 디스플레이 창에 프로그램을 저장할 것인지 문의 문구가 나오면 엔코더를 돌려서 FAV1, FAV2, FAV3 또는 FAV4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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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컨펌해주십시오. 

3. 즐겨찾기 리스트에서 지정된 25개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엔코더를 돌려서 원하는 슬롯을 선택한 뒤 눌러서 

컨펌해주십시오. 

4. 디스플레이에 문구가 나올 것이며 엔코더를 돌려 Yes를 선택하거나 No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이 저장되면 FAV1, FAV2, FAV3 또는 FAV4 버튼을 눌러서 즐겨찾기 리스트로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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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프로그램 설정을 저장하시면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요소들만 저장이 됩니다. EWI Solo의 GLOBAL 설정은 전 프로그램에 

영향이 갑니다. 

에디트 모드  

 
EWI Solo의 에디트 모드에서는 내장 프로그램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에디트 모드를 사용하려면: 

1. Edit 버튼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전환해주십시오. 

2. 엔코더를 이용하여 설정 가능한 옵션들을 탐색해주십시오: Pitch Tuning, Filter, LFO 1 및 LFO 2. 

 Pitch Tuning: 프로그램의 피치 설정을 위로 한 옥타브 또는 아래로 한 옥타브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1200 – 0 – 

+1200 cents) 

 Filter: 

o Cutoff: 필터의 센터 주파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100 – 0 – +100%) 

o Resonance: Cutoff 주파수의 추가적인 배음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0 – +22.5 dB) 

 LFO 1: 본 low-frequency oscillator는 사인파형으로 작동되며 필터, 피치 또는 음압을 변조해줄 수 있습니다. 

o Frequency: 본 설정은 LFO 속도 설정을 해줍니다. (-100 – 0 – +100%) 

o Delay: 본 설정은 LFO 활성화 전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 ms – 9.99 s) 

o Amplitude: 본 설정은 LFO가 볼륨에 얼마나 영향을 줘서 트레몰로 효과를 낼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0.0 dB – 

+12.0 dB) 

o Filter: 본 설정은 LFO가 얼마나 필터에 영향을 주어 와우 효과를 낼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 – 0 – +100%) 

 LFO 2: 본 설정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모듈레이션 값을 (CC#1) 설정해줍니다. 

o Frequency: 본 설정은 LFO 속도 설정을 해줍니다. (-100 – 0 – +100%) 

o Delay: 본 설정은 LFO 활성화 전까지의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0.0 ms – 9.99 s) 

o Pitch: 본 설정은 LFO가 피치 변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1200 – 0 – +1200) 

3. 엔코더를 눌러서 선택한 옵션의 패러미터를 볼 수 있습니다. 

4.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 설정을 할 수 있으며 Edit 버튼을 눌러서 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5. Edit 버튼을 다시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설정해주신 패러미터가 마음에 들고 저장하려면 Save 버튼을 누르고 엔코더로 즐겨 찾기 리스트를 선택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저장 및 즐겨찾기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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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브 

주요 사항: EWI Solo의 오디오 출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이펙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MDI 컨트롤러로만 사용하기 위해 

오디오 출력을 비활성화하면 Preset LED는 깜빡이게 되며, 오디오 출력을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서 활성화하면 Preset LED는 

고정으로 점등됩니다. 

팁: 프로그램에 FX가 적용되어 있다면 Save LED가 점등됩니다. 프로그램 참고 

코러스 

 

 
 

EWI Solo의 FX 메뉴 중 세 가지 다른 이펙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verb, Chorus, 그리고 Delay입니다. 

 

 
 

리버브는 공간계 이펙터이며 어느 한 특정한 공간에서의 울리는 효과를 내어줍니다. 

 
프로그램에 리버브를 적용하려면: 

1. FX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 엔코더를 돌려서 Reverb를 선택하시고 눌러서 리버브 설정으로 들어가주십시오. 

3. 엔코더를 돌려서 리버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선택하여 누르면 선택됩니다: Off, Small Room, Large 

Room, Hall, Cavern, Custom. 

커스텁 설정은 아래의 패러미터를 추가적으로 설정 해야합니다: 

 Level: 리버브 양을 설정합니다. (0–100) 

 Damping: 가상 공간에서 리버브가 얼마나 흡음되는지 설정합니다. (0 [흡음 안함] – 100 [완전 흡음]) 

 Room: 가상 공간의 사이즈를 설정합니다. (0 [좁아짐] – 100 [넓어짐])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를 선택하고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 값을 

설정하고 FX 버튼을 눌러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FX 메뉴에서 나오려면 FX 버튼을 다시 누르면 됩니다. 

 
 

코러스 효과는 입력신호의 피치를 변조해줍니다. 코러스 값을 작게 주면 다수의 보이스가 동시에 연주하는 효과를 줍니다. 

 
프로그램에 코러스를 적용하려면: 

1. FX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 엔코더를 돌려서 Chorus를 선택하신 뒤 눌러서 코러스 설정으로 들어가주십시오. 

3. 엔코더를 돌려서 코러스 설정을 할 수 있으며 눌러서 다음의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Off, Light, Medium, Heavy, 

FX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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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 

커스텀 옵션에서 아래의 패러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Level: 코러스 양을 설정합니다. (0–100) 

 Rate: 코러스 변조 속도를 설정합니다. (1–3 Hz) 

 Depth: 코러스 변조 정도를 설정합니다. (0 [약함] – 100 [강함]) 

엔코더ncoder를 돌려서 패러미터를 선택하고 눌러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 값을 

설정하고 FX 버튼을 눌러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4. FX 메뉴에서 나가려면 FX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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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이  

 
딜레이 효과는 원소스가 지정된 시간차로 반복되는 에코 효과입니다. 

 
프로그램에 딜레이를 적용하려면: 

1. FX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 엔코더를 돌려서 Delay를 선택하고 눌러서 설정페이지로 들어가주십시오. 

3. 엔코더를 돌려서 딜레이 설정을 선택하고 눌러서 다음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Off, Short, Mirror, Long, 

Custom. 커스텀 설정은 아래의 패리머터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Level: 딜레이 양을 설정합니다. (0–100) 

 Time: 딜레이 시간차를 설정합니다. (0.0–742.9 ms) 

 Feedback: 딜레이 효과 길이를 설정합니다. (0–100)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를 선택하고 눌러서 설정 페이지로 들어가십시오. 엔코더를 돌려서 패러미터 값을 설정하고 

FX 버튼을 눌러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FX 메뉴에서 나오려면 FX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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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akaipro.com 사이트를 가끔 방문하여 EWI Solo에 대한 펌웨어, 에디터, 그리고 메뉴얼 업데이트 공지를 확인해주십시오. 

그외 기능  

 

디폴트 설정값 불러오기 

 
EWI Solo의 모든 설정을 공장 초기화 하려면: 

1. EWI Solo와 컴퓨터 연결을 해제해주십시오. 

2. EWI Solo 전원 버튼을 몇 초간 눌러서 꺼주십시오. 

3. Program 버튼, FX 버튼, 그리고 Hold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4. 위 버튼들을 누른 상태로 EWI Solo 전원을 켜주십시오. 

5. 위 3가지 버튼을 놓아 주십시오. 

6. 전원을 켜면 액정 화면에 아래의 옵션들이 나오며 엔코더를 통해 옵션을 선택하고 눌러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Continue Normally: EWI Solo를 기존 상태로 실행하려면 선택해주십시오. 

 Reset GLOBAL Only: 설정 부분만 초기화 시켜주려면 선택해주십시오. 

 Reset Everything: 완전히 공장 초기화하려면 선택해주십시오. 

수 초간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동으로 기존 상태로 실행됩니다. 

 주요 사항: 공장 초기화를 실행하시면 다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EWI Solo 펌웨어 업데이트는 간단합니다. 아래의 안내를 따라 진행을 하여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WI Solo 펌웨어 업데이트: 

1. akaipro.com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EWI Solo 페이지로 들어가신 후 EWI Solo Editor를 다운로드 받아주십시오. 

2. EWI Solo의 USB Port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을 통해 연결해주십시오. 

3. EWI Solo Editor를 실행해주십시오.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최신 펌웨어를 확인할 것이며 현재 제품의 펌웨어가 

최신인지 아닌지 확인합니다. 최신이 아니면 업데이트를 진행해주십시오. 

4. 소프트웨어와 EWI Solo 액정에서는 업데이트 진행에 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액정에 USB 케이블을 해제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만약 업데이트 도중 에러가 발생하면 액정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럼 EWI Solo를 컴퓨터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2 단계부터 시작해주십시오. 

5. 완료 후 EWI Solo와 컴퓨터 연결을 해제해주시고 전원을 꺼주십시오. 다시 전원을 켜면 EWI Solo를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를 수동으로 진행하시려면: 

http://akaipro.com/
http://akaip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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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ditor 프로그램에서 Settings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2. Firmware Version 번호 옆의 Update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3. 나타나는 창에서 .syx 파일을 선택 후 Open을 클릭해주십시오. 액정에서 업데이트가 시작되면 안내됩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액정에서 USB 케이블을 해제 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업데이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USB 케이블을 해제하시고 다시 

2단계부터 시작해주십시오. 

4. 5. 완료 후 EWI Solo와 컴퓨터 연결을 해제해주시고 전원을 꺼주십시오. 다시 전원을 켜면 EWI Solo를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국가 수입처 또는 akaipro.com/support로 연락주십시오. 

http://akaipro.com/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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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핑거링 챠트  

 

K1 K2 K3 K4 K5 K6 

 

 

 
K7 K8 K9 K10 K11 K12 K13 K14 

 

 
위 도표는 아래 챠트의 다양한 핑거링 모드를 위한 노트 표시입니다: 

EWI Oboe 

Saxophone EVI 

Flute EVI Reversed 

 

 

K1–K6까지는 왼손으로 K7–K14까지는 오른손으로 연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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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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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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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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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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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  

 

 

 
EVI 리버스드  

 
EVI 리버스드 핑거링은 EVI 핑거링과 동일합니다. 다만 옥타브 롤러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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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구성  
 

Global Menu Values 

Breath Sensor 

 Offset 

Sens 

Learn 

Capture Delay 

Output Mode 

 Breath CC Low, Hi 

Volume CC Low, Hi 

Expression CC Low, Hi 

Aftertouch Low, Hi 

Channel Pressure Low, Hi 

Custom CC 

 Controller Number 0–127 

No Breath 0–127 

Breath 0–127 

 Lock Velocity Off, On 

 Output Velocity 0–127 

 Constant Output Off, On 

 Output Velocity 0–127 

Bite Sensor 

 Sensitivity 

Filter Off, On 

Output Mode 

 Off 

Pitch Bend -63 – 0 - +63 

Add to Breath -63 – 0 - +63 

Custom CC 

 Controller Number 0–127 

Not Biting 0–127 

Biting 0–127 

Key Action 

 Key Delay 1–20 

Key Sensitivity 1–15 

Enable K10 Off, On 

Fine Tuning -100 – 0 – +100 

Fingering 

 EWI 

Saxophone 

Flute 

Oboe 

EVI 

EVI Rever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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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nu (continued) Values 

Glide Plate 

 Portamento 

 Time CC Enable On, Off 

Time CC Data-Up 0–127 

Time CC Data-Press 0–127 

Switch Enable Off, On 

 Legato Time 

 Data-Up 0–127 

Data-Press 0–127 

 Custom CC 

 Controller Number 0–127 

Data-Up 0–127 

Data-Press 0–127 

Pitch Bend Plate 

 Pitch Bend -63 – 0 – +63 

Custom CC 0–127 

 Controller Number 0–127 

Data-Up 0–127 

Data-Press 0–127 

Hold Button 

 Off 

Legato Mode No Latch, Latch 

Non-legato Mode No Latch, Latch 

Custom-CC 

 Controller Number 0–127 

Data-Up 0–127 

Data-Press 0–127 

Interval Button 

 Off 

Fixed Interval -24 – 0 – +24 

Real-Time Interval 

Custom-CC 

 Controller Number 0–127 

Data-Up 0–127 

Latch Mode No Latch, Latch 

LFO/Modulation 0–127 

MIDI Channel 1–16 

Speaker Off, Off by HP/Line, On 

30min Idle Shutdown Off, On 

Patch Font Size Small, 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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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Menu Values 

Reverb 

 Off 

Small Room 

Large Room 

Hall 

Custom 

 Level 0–100 

Damping 0–100 

Room 0–100 

Chorus 

 Off 

Light 

Medium 

Heavy 

Custom 

 Level 0–100 

Rate 1–3 Hz 

Depth 0–100 

Delay 

 Off 

Short 

Mirror 

Long 

Custom 

 Level 0–100 

Time 0.0–742.9 ms 

Feedback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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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Name 

1 Alto Sax 

2 Tenor Sax 

3 Baritone Sax 

4 Soprano Sax 

5 Jazz Flute 

6 Jazz Clarinet 

7 Bass Clarinet 

8 Trumpet 

9 Dongxiao 

10 Erhu 

11 Retro Bass 

12 Truth 

13 Piccolo Trumpet 

14 Harmon Trumpet 

15 Cup Mute Trumpet 

16 Ballad Trombone 

17 Trombone 

18 Cup Trombone 

19 Pop Brass Section 

20 Trumpet n Mute 

21 Muted Brass Section 

22 Classy Brass Section 

23 Brass Section 1 

24 Brass Section 2 

25 Tuba 

26 Classical C Flute 

27 Classical Oboe 

28 Classical English Horn 

29 Classical Clarinet 

30 Classical Bass Clarinet 

31 Classical French Horn 

32 Classical French Horn Bells Up 

33 Classical Bassoon 

34 Trumpet Ensemble 

35 Trombone Ensemble 

36 Hard Alto Sax 

37 Soft Alto Sax 

38 Hard Tenor Sax 

39 Soft Tenor Sax 

40 Hard Baritone Sax 

41 Soft Baritone Sax 

42 Hard Soprano Sax 

43 Soft Soprano Sax 

44 Sax Section 

45 Woodwinds Section 1 

46 Woodwinds Section 2 

47 Woodwinds Section 3 

48 Harmonica 

49 Panpipes 

50 Melodica 

 

Number Name 

51 Accordion 

52 Ocarina 

53 Bagpipes 

54 Recorder 

55 Shakuhachi 

56 Marimba * 

57 Xylophone * 

58 Vibraphone * 

59 Steel Drums * 

60 Violin 

61 Viola 

62 Cello 

63 Double Bass 

64 String Section 

65 Orchestra 

66 Nylon Guitar * 

67 Steel Guitar * 

68 Electric Guitar * 

69 Lead Guitar * 

70 Jazz Guitar * 

71 Acoustic Bass * 

72 Electric Bass * 

73 Slap Bass * 

74 Piano * 

75 FM Piano * 

76 Rhodes * 

77 Harpsichord * 

78 Clavinet * 

79 Wurli * 

80 Qudi 

81 Bangdi 

82 Hulusi 

83 Sheng 

84 Suona 

85 Nanxiao 

86 Xun 

87 Bawu 

88 Guanzi 

89 Jinghu 

90 Banhu 

91 Gaohu 

92 Zhonghu 

93 Matouqin 

94 Guzheng * 

95 Pipa * 

96 Yangqin * 

97 Liuqin * 

98 San Xian * 

99 Ruan * 

100 Guqin * 

 

Program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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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Name 

101 B3 Organ Thin * 

102 B3 Pinball Wizard * 

103 B3 Hard Attack * 

104 B3 Classic * 

105 Rock Organ * 

106 Drawbar Organ * 

107 Classic Square 

108 Classic Triangle 

109 Reece 

110 Raunchy Lead 3 

111 Raunchy Lead 1 

112 Angry Organ 

113 Raunchy Lead 2 

114 Triangle to Pulse 

115 Happy Organ Wide 

116 Square MW Growl 

117 Saw MW Growl 

118 Bubbler 

119 Partial to You 

120 Thick Octaves 

121 Mono Edge 

122 Aggro Pluck 

123 Accordingly 

124 Big Brasser 

125 Fat and Foamy 

126 Formant Bass 

127 Mod Sinker 

128 Ye Ol Brass 

129 Dual Quack 

130 Square Stack 

131 Ducky 

132 Try Me 

133 Spectral Move 

134 Vocal Oh Bass 

135 Electro Rezo 

136 Nsync 

137 Classic Rez Saw 

138 Classic Sine 

139 Blade Ruiner 

140 Ana Synth 

141 Big Woop 

142 FM Synth 

143 Vowel Synth 1 

144 LFO Squares 

145 Thin Pulse 

146 Stereo Filters 

147 Fifths Saws 

148 Twisted Flute 

149 Wide Fuzz 

150 Vowel Synth 2 

 

Number Name 

151 Feed Me 

152 Mono Brazz 

153 Brassy Synth 

154 80 Kick Sub Bass 

155 Detuned Analog Saw 

156 Saw Lead 

157 Sine 80 Kick 

158 Smooth Square 

159 Soft Sync 

160 Nice Wave 

161 Fuzzy pulse 

162 Nice Saw 

163 Fat Square Lead 

164 Smooth Square Lead 

165 Resonating Lead 

166 Big FM Bells * 

167 Light Bells * 

168 Digital Buzz Bells * 

169 Stratotron * 

170 Wavebellz * 

171 Percussive Sine 

172 Soft Strings 

173 D Something * 

174 Padsaw 

175 Sparkling * 

176 Bright n Bendy 

177 Bright n Tight 

178 Attack Brass 

179 Super Saw 

180 Soft Pad 

181 Warmth Pad 

182 Grand Scheme 

183 Analog Pad 

184 Mini Thump Bass 

185 PWM Bass 

186 Plucked Woody Bass 

187 Octa Res Sweep Bass 

188 Mini Soft Thump Bass 

189 Retro Wind 

190 Cantabile Saw 

191 Colorful Shine 

192 Colorful Star 

193 Mimi 

194 Mix Lead 

195 Spirited 

196 Totoro Lead 

197 Ponyo 

198 Kiki 

199 Arriet 

200 T-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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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cal Specifications  
 

MIDI Output Channels Over USB 16 

Note Keys 14 

Octave Rollers 6 mobile, 2 fixed; 7-octave range 

Plates 1 pitch-bend, 2 ground 

Inputs / Outputs 1 USB port 

1 1/4" (6.35mm) TRS line output 

1 1/8" (3.5mm) TRS headphone output 

1 1/8" (3.5mm) TRS auxiliary input 

Power Rechargeable lithium-ion battery (included; charges via USB) 

Dimensions 30.12" x 3.00" x 3.24" 

(width x depth x height) 76.5 cm x 7.6 cm x 8.2 cm 

Weight 1.79 lb. 

0.8 kg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Trademarks & Licenses  

 
Akai Professional is a trademark of inMusic Brands,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macOS is a trademark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Window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Microsoft Corpor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Phillips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Phillips Screw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All other product names, company names, trademarks, or trade names are those of their respective 

own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