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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미터 설정과 저장
이펙터에 전원을 연결한 후 LED 버튼을 눌러서 프리셋 슬롯을 선택합니다. 프리셋이 저장된 슬롯에는 
빨간색 LED가 유지되며 프리셋이 비어있는 슬롯에는 빨간색 LED가 깜빡거립니다.

GTR(기타) 캡쳐
TONE CAPTURE 페달은 어떠한 기타든지 픽업이 장착되어 있다면 샘플링 할 수 있으며 MOOER만의
독자적인 Non-Linear IR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기타 모델을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방식은 
샘플링하고자 하는 ‘TARGET’ 악기와 사용하려고 하는 ‘SOURCE’악기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루어 지게 됩니다.
TONE CAPTURE를 활성화 하는 즉시 사용하고 있는 ‘SOURCE’ 악기를 ‘TARGET’으로 샘플링 했던
악기의 소리로 변환시켜 줍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기타 모델은 ‘SOURCE’ 악기와 함께 EQ 노브를
조절해서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로 재창조될 수 있습니다.

TARGET 샘플링 - 이펙터에 저장할 기타
샘플링 하고자 하는 기타를 이펙터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1. 이펙터를 파워에 연결한 후 샘플링 할 TARGET 기타를 인풋에 연결하고 풋 스위치를 한 번 누릅니다.
2. 현재 선택된 슬롯에 LED가 깜빡거립니다.
3. 풋 스위치를 다시 길게 누르면 가운데 LED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고 TARGET 기타를 샘플링할 
모드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4. 다시 풋 스위치를 한 번 누르면 TARGET 샘플링이 시작되며 좌측 7개의 LED 표시등이 순서대로 
깜빡거립니다.
5. 최상의 결과를 위해 처음엔 기타의 오픈 코드를 강하게 연주하고 이후 가능한 많은 음들을 
연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약 15초 소요)
6. 좌측 7개의 LED 표시등이 전부 켜졌다가 모든 깜빡거림이 멈추면 샘플링 과정이 완료됩니다.
*만일 샘플링한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프로세스가 완료된 후 풋스위치를 누르면 샘플링이 
다시 시작됩니다.
*샘플링 중간에 풋스위치를 누르면 샘플링 과정이 중단됩니다.

SOURCE 샘플링 - 실제로 연주할 기타
실제로 사용할 기타를 TARGET에 샘플링된 기타와 매칭하는 과정입니다.
1. TARGET의 캡처가 완료된 후 LED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으로 바뀌고 SOURCE 샘플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2. 실제로 사용할 기타를 인풋에 연결합니다. (이 때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누르고 있는 동안 
소리가 뮤트 됩니다.)
3. 이후 TARGET의 4~6번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샘플링을 시작, 종료합니다.



뮤트
TARGET 샘플링이 끝난 후 풋스위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풋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 뮤트가 
유지됩니다. (모멘터리 방식) 
TARGET에서 SOURCE로 기타를 교체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장
1. SOURCE 샘플링이 완료되면 가운데 LED 버튼을 눌러서 저장할 슬롯을 선택합니다.
2. 왼쪽 LED 표시등이 깜빡거리며 현재 선택된 슬롯을 표시합니다. LED 버튼을 짧게 눌러서 
저장할 슬롯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LED 버튼을 길게 눌러서 샘플링한 파일을 선택한 슬롯에 저장합니다.

삭제
이펙터를 끈 후 LED버튼을 길게 누르면 샘플링된 프리셋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LED가 빠르게 깜빡인 후 꺼지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트루/버퍼 바이패스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파워를 연결할때 풋스위치를 길게 누릅니다. LED 표시등이
1번부터 7번부까지 차례대로 불이 들어오면 버퍼 바이패스 모드이고, 7번부터 1번까지 역순으로
불이 들어오면 트루 바이패스 모드 입니다.

팩토리 리셋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파워를 연결할 때 LED 버튼을 길게 누르면 
좌측 7개의 LED 표시등이 깜빡이며 페달이 리셋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파워 서플라이 연결을 해제하고 풋스위치와 LED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른채로 전원을 연결하면 
펌웨어 업데이트 모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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