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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maker Mastering Limiter
 
 
 
 
몇 달 전 The Polish Audio Wizards

다. 이후 Bettermaker Mastering Limiter

 

우리는 에뮬레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다. 오디오가 실시간으로 실제 기어를

바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너스

올바른 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Bettermaker

 

 

 
 

이는 스테레오를 다룰 수 있는 도구와

이는 아날로그 부분의 개발에 큰

op-amps가 사용됩니다. 오디오 시그널을

 

아날로그 부분은 고퀄리티의 오디오

니다(최대 +23dBu, 균형, THD < 0.1%)

되므로, 어떤 파라미터도 컨트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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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maker Mastering Limiter On

The Polish Audio Wizards에서 디지털로 컨트롤되는 아날로그 마스터링 

Bettermaker Mastering Limiter를 통한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않고 주문제작 기술로 온라인에 올린 실제 하드웨어

기어를 통과하면 결과를 컴퓨터로 다시 스트리밍하여

보너스 포인트는 디지털로 컨트롤되는 아날로그인데

. Bettermaker는 이런 제품들만 만듭니다. 

 

도구와 더불어 클리핑, 컬러링 섹션을 갖춘 마스터링급

큰 관심이 들어갔습니다. 아날로그 경로에는 고품질

시그널을 위한 최단 경로를 만들 때마다 릴레이가

오디오 시그널을 통과할 수 있는 고퀄리티의 인풋/아웃풋

, THD < 0.1%). 이 모듈은 모두 마스터링 리미터의 디지털

컨트롤을 위한 기계 스위치나 노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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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터를 보내왔습니

감명받았습니다.  

하드웨어 유닛을 사용합니

스트리밍하여 모니터링하거나 

아날로그인데, 우리는 이게 바로 

 

마스터링급 리미터입니다. 

고품질 콘덴서와 저소음 

릴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웃풋 버퍼로 구성됩

디지털 섹션에 의해 컨트롤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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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maker Limiter를 사용하려면

또는 다른 이메일 계정으로 프로필을

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화면이

* 로그인/회원가입 링크: https://app.mixanalog.com/

 

 

 

화면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당연히

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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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면 mix:analog 프로필이 필요합니다. 유저들은 간단하게

프로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후 믹스에 파일을

화면이 나옵니다. 

https://app.mixanalog.com/ 

당연히 Bettermaker Mastering Limiter이며, 그 컨트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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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페이스북, 구글 

파일을 업로드 할 수 있

 

컨트롤은 아래의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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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를 변경하려면 마우스로

파일을 업로드한 후 결과를 다운로드

 

 

Gain Staging 
리미팅이나 컬러링, 클리핑 회로를

됩니다. 이는 아날로그 게인/감쇠

을 때까지 피크 레벨 미터 위의 

터 이전에 디지털 방식으로 이 인풋을

정하십시오. 

 

 

Colouring 
고조파의 부드러운 오버톤을 찾고

습니까? Bettermaker의 마스터링 

 

리미팅 회로 이전에 선택한 주파수

다시 그 시그널을 믹싱하는 두 개의

의 코너 주파수를 설정하고, DRIVE % 

브하며, AMOUNT %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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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클릭한 다음 드래그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정을

다운로드 합니다.  

회로를 적용하기 전에 오디오 레벨을 변경하려면, 입력

감쇠 회로를 사용하여 리미터 내부의 레벨을 변경합니다

 라벨을 클릭하여, 이 레벨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인풋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Distopik IO 유닛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스터를 위해 좀 더 공격적인

 리미터는 당신에게 두 가지 기능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주파수 주위에 시그널을 대역으로 통과시키고, 고조파

개의 독립적인 컬러링 회로가 있습니다. FREQ 컨트롤을

, DRIVE % 컨트롤을 사용하여 특정 유형의 고조파로 

 결과를 인풋과 다시 믹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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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저장이나 리콜하고 

입력 노브를 사용하면 

변경합니다. 인풋 레벨을 읽

있습니다. 또한 D/A 컨버

유닛에서 아웃풋 레벨을 조

공격적인 고조파를 찾고 있

있습니다. 

고조파 강화를 적용한 후 

컨트롤을 사용하여 필터

 시그널을 오버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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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Width 
마스터링 리미터는 스테레오(L-R) 

들어가려면 M/S enable 버튼을 

신호의 양과, 그 결과로 어떤 종류의

 
 
 

Limitering 
Bettermaker Mastering Limiter는 지금까지의

더 많이 적용하면 VCA 압축(및 클리핑

약 3dB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어 

미터의 제한된 어택타임으로 인해

 

어택이나 릴리즈 시간은 설정이 

시간을 지능적으로 조정하도록 합니다

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Clipping 
리미터 내부의 Clippiter 회로를 사용하면

설정이 활성화된 경우 Attack의 변수가

 

Clippiter % 값은 단순히 VCA 제한값과

VCA 리미터 어택시간을 조정하고

이 클라이핑 회로로 전달될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Clippiter % 값을 100%로 설정하면

회로를 통해서만 신호 폭을 감소시키기

노브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Sound Test 
아래 재생목록을 듣거나 HR WAV

Bettermaker Mastering Limiter는 훌륭하고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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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장치지만 M-S(Mid/Side) 장치로도 작동할 수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WIDTH 컨트롤을 사용하여

종류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 수정할 수

지금까지의 리미터보다 훨씬 더 개발된 장치입니다

클리핑)이 더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VCA 리미터와

 VCA 제한이 먼저 발생합니다. VCA 단계를 통과하는

인해 클리핑 회로에 의해 먼저 잡힙니다. 

 가능하며, IREL은 유저가 공급하는 프로그램 자료를

합니다. CLIPPITER 회로가 체결되었을 때는 어택 시간을

있습니다. 

사용하면, VCA 리미팅과 클리핑 비율을 조절할 수

변수가 Clippiter %의 변수로 대체됩니다. 

제한값과 시그널 클리핑 사이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조정하고 있으며, 더 긴 어택 시간(높은 비율)을 설정하고

것입니다. 짧은 시간(낮은 비율)을 설정하고 VCA가 대부분의

설정하면 VCA 리미터 회로가 완전히 차단되고, 마스터링

감소시키기 시작합니다. 클리핑의 양은 리미터 회로와

HR WAV를 다운로드하여 보다 객관적인 소리를 들을 수 

훌륭하고 정확하게 들리며, 유저들에게 믹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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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이 모드로 

사용하여 각 VCA가 보게될 

수 있습니다.   

장치입니다. 인풋에 시그널을  

 클리핑 회로의 값이  

통과하는 현상은, VCA 리 

자료를 기반으로 릴리즈  

시간을 조정할 수 없 

수 있습니다. Clipper 

 유저들은 여전히 

설정하고, 더 많은 과도현상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

마스터링 리미터는 클리퍼 

회로와 마찬가지로 Input 

 있습니다. 

대해 자유로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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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Test 링크: https://soundcloud.com/mixanalog/sets/mclovins

 
 
 

* 리뷰 원문: https://blog.mixanalog.com/bettermaker
online?utm_source=Facebook&utm_medium=Mix%3Aanalog&utm_campaign=Bettermak
bclid=IwAR2nbnrizedYvT3iIyWNrN4naLoAClgqVALRfYGu9Lig05U_n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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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oundcloud.com/mixanalog/sets/mclovins-building-it-up-gold-can-vca-and-bettermaker

https://blog.mixanalog.com/bettermaker-mastering-limiter-
online?utm_source=Facebook&utm_medium=Mix%3Aanalog&utm_campaign=Bettermaker+Mastering+Limiter+Online%21&f
bclid=IwAR2nbnrizedYvT3iIyWNrN4naLoAClgqVALRfYGu9Lig05U_nFw-exxLLQ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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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maker-mastering-limiter-test 

er+Mastering+Limiter+Online%21&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