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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fied MixChecker Pro 
 

 
 

 
 
Audified의 MixChecker Pro는 믹싱의 완벽한 보조를 위해 슈퍼 버전으로 새롭게 업데이트 된 소프트웨

어입니다. 제한적이고 단순한 모니터 셋업만을 해본 사람들을 위해 MixChecker Pro는, 품질에 관계없

이 다른 환경에서 믹스가 어떤 소리를 낼지 측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시뮬레이션과 청취 환경을 제공

함으로써, 사용자의 스튜디오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종 Mix&master가 어디에서

나 멋지게 들릴 수 있도록 하면서 모니터 능력을 확대합니다! 이 오디오 소프트웨어는 이를 사용하고 

있는 평범한 엔지니어들에게, 값비싼 수백,수천달러의 장비들을 사용한 다른 대형 스튜디오 못지 않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구매, 다운로드 및 설치 프로세스는 스탠다

드로 유지되며, GUI는 큰 버튼과 간단한 설

계, 쉽고 빠른 탐색기능 등 이상적인 인터페

이스로 계속 유지됩니다. 색상표는 컨트롤

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는 충분한 대비를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는 시

작 페이지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Audified는 인터페이스의 간소화된 

효과를 유지하며 조화까지 유지하는 훌륭한 

작업을 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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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기능 

 

 
*12개의 시뮬레이션 

정말 편리한 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장성은 없지만 75%, 100%, 150%, 200%의 고정 파라미터는 

꽤 유용합니다.  

 

이전에 세 개의 스피커 선택(5", 8", 헤드폰)을 특징으로 했던 Compensation 섹션이 각 기기의 편집/시

뮬레이션 페이지로 확대 및 재배치 되었습니다. 12개의 시뮬레이션은 장치와 기준 모니터의 음향 모

델에 접근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제 장치 형식에 대한 섹션과 각 장치에 대해 할당 가능한 

시뮬레이션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세트는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큰 버튼 중 하나로 끌어서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용자마다 원하는 템플릿을 가능하게 합니다.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 Simulation set 

 
 

 

 
* 추가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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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모니터 옵션이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설정을 수정하기 위한 편집/시뮬레이션 페이지

와 함께 해당 장치가 있는 위치 목록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재현하기 위해 일

련의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Bypass는 launch 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있어 비교가 뛰어납니다. Noise, Auto, Mono, and Distortion 등

(앰프, 회로, 프리앰프, 스피커 등)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옵션은 사용자에게 듣기 환경을 조작할 수 있

는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화이트나 핑크 노이즈

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선택 가능한 배경음들의 모음인데, 원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유용한 외부소리에 현실감을 더해줍니다.  

 

Auto Advance는 또 다른 신비한 특징인데, 이를 통해 스크롤 없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Remote Control 또한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킬 것입니다. 사용자가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며 

설정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기능은 잠재적으로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 컴퓨터의 한계로부터 많

은 필요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설정은 웹 브라우저, iOS, Android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MixChecker Pro는 사용자가 자신의 서브파 모니터에 대한 보상과, 이 믹스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어

떻게 들리는지 들을 수 있는 혁신적인 참조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믹스를 어디에서나 멋지게 들리는 특별한 마스터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컨셉이 정

말 너무 멋진데다 이 제품에 대한 필요성도 확실히 있습니다. 확대된 새로운 기능들은 MixChecker Pro

를 많은 가정 및 프로 스튜디오의 중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전 버전인 MixChecker를 사

용했는데, 이제부터 MixChecker Pro를 남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키퍼입니다! 새로운 버전은 추가 비용

을 충분히 들일 가치가 있는데, 만약 당신이 오리지널 MixChecker 사용자라면 이를 업그레이드할 가

치 또한 충분합니다. 

 

SCORING RATIONAL 

• 음질 — 5/5: 정확한 소리와 충동 반응 

• 사용 편의성 — 5/5: 이보다 더 쉬울 수 없습니다 

• 특징 — 5/5: 단순하고 효과적이며,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자랑합니다 

• Bang for the Buck - 3.5/5 : 시중에 이와 비슷한 것이 없어서 가격이 다소 주관적입니다. 정가대로 살 

형편이 안 된다면 세일기간을 노리세요! 

• 총점 4.5: 주저없이 저는 MixChecker Pro에게 치켜세우며 “환상적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 리뷰 원문: https://www.gearslutz.com/board/reviews/1227916-audified-mixchecker-pro.html#post13479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