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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fied Synergy R1 
 

 

 

“Synergy R1은 열정을 가진 음악가들을 위한 창조적인 툴입니다!”  

 

 
 

 

Audified는 Neve-lite preamp 또는 FET 컴프레서를 교체하는 대신, 하드웨어에 대한 첫 번째 탐색을 통

해, 디지털 노하우를 DSP 베이스의 스테레오 리버브와 모든 아날로그 saturation/distortion 효과로 만

들었습니다. 

 

Synergy R1은 두 개의 슬롯 500 시리즈 장치로 제공되며 3개의 노브가 2열로 되어있고, LED 디스플레

이와 USB 단자(플러그인 제어용)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1의 디지털 전면은 small room, room, hall, long hall, spring, plate 및 tunnel 등 7가지 음향/기계적 리

버브 유형을 제공합니다. 컨트롤은 간단합니다. 네 가지 파라미터(Decay, Pre-delay, Color and Type)를 

전환하기 위한 푸시 스위치 노브와 mix/bypass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모든 노브 이동은 LED 상단에서 

숫자 형식으로 표시되며, 가로 방향 점 막대는 조정기 리엔딩과 평행하게 표시됩니다. 인터페이스는 

경제적이고 투명하며, 빠르고 쉽게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Saturation 섹션은 신호 흐름의 반동을 따르며, saturation 게인(타입을 클릭) 및 믹스(saturation을 위해 

bypass 클릭)과 같은 훨씬 간단한 컨트롤을 특징으로 합니다. 세 가지 saturation 유형은 PCB의 아날로

그 앰프(Germanium, Op-Amp, JFET)를 참조합니다. 게인 구조는 harmonic distortion 특성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7개의 리버브는 여러분이 정말 필요로

타입은 기계적 리버브에 영향을 

사부터 드라이한 소스까지, 훌륭한

크)은 필요한 곳에 맞춰서 '좋은’

변수가 많은 반향에 익숙합니다. 

 

반사에 약간의 리버브를 더하는 

R1에서 적절한 리버브를 빠르게 

라 발란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

게 퍼지면서 독특한 특성을 지닐

는 반면, JFET는 기타와 신시사이저

 

R1이 주는 마지막 놀라운 기능은

해 연결되면 플러그인은 컨트롤 

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맞게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udified는 유니크하고, 사용하기

난 퀄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리뷰 원문: https://www.musicradar.com/reviews/audified

 

Synergy R1_Review

2 

필요로 하는 범위내에서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미치지만, room과 hall algorithms은 정말 두드러집니다

훌륭한 스튜디오 믹스 도구이자 창의적인 소스입니다. 

 소리를 ‘아주 휼륭한’ 소리로 쉽게 변환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R1은 즐겁고 고무적인 변화를 만듭니다! 

 것은 특히 디지털 소스와 함께 소리를 다음 레벨로

 누르고 saturation type을 통과하여 게인 및 믹스

이 saturation은 드럼에서 소프트 패드까지 모든 종류의

지닐 수 있도록 돕습니다. Op-Amp는 지속적인 기기로

이저에서는 로우엔드를 지향합니다. 

기능은, DAW 컨트롤 플러그인(AAX, AU 및 VST compatible

 장치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꼭 들도록 자동화하는

있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하드웨어 distortion

것입니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500 시리즈를 창조했습니다!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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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plate와 spring 

두드러집니다. R1은 짧은 반

. 톤 컨트롤(컬러 - 시

있습니다. 우리는 매개 

 

레벨로 이끌곤 합니다. 

믹스 컨트롤의 타입에 따

종류의 재료를 부드럽

기기로 깨지고 깨질 수 있

compatible)입니다. USB를 통

자동화하는 동시에, 프리세팅

distortion을 당신의 순서에 

가격에 대비했을 때 엄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