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B Audio Interface UA-4FX 리뷰 
 

하루가 짧다 하고 빨리 돌아가는 IT 에 자연스럽게 편입되어 버린 프로-오디오 분야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등장한지 5 년도 안되는 시점에서 EDIROL 의 4 번째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UA-4FX 가 발매되었다 
 
EDIROL 은 ROLAND 의 컴퓨터 주변 장비 브랜드다 

어로 EDI 는 Electronics Data Interchange 의 약어로 사운드 파일을 컴퓨터와 교환하는 
롤랜드로의 진화를 EDIROL 이라는 상호명에 담은 것이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CPU 자원에 의존하는 성격이 강하고 과거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표준 
USB 오디오 드라이버에 대한 불안정한 시기가 있어 불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XP 서비스 팩 1 에서 개선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적을 알기 때문에 
본인도 3 번째로 사용해보는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약간 긴장하면서 인스톨을 했으나 
몇일간의 사용으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웬만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된다 
지금에서는 더 이상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동용 인터페이스는 USB 와 FIREWIRE 가 있다 
과거에는 PCI 가 주류 으나 시장이 차츰 USB 와 FIREWIRE 에 주력하면서 이동성과 설치 
과정이 간소화된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시대에 알맞는 진화를 한것이 아니라 PCI 규격이 빠르게 전환되지 못하는 갭이 매우 
길어 PCI 인터페이스가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이다 
두 인터페이스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USB 는 모든 컴퓨터가 갖고 있는 범용 
인터페이스로 이용되는 경향이 강해서 저비용 시스템에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최근에 들어 PCI-E 로 옮겨가면서 PCI 카드 방식보다는 USB 와 FIREWIRE 를 주력으로 하고 PCI 
카드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업체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EDIROL 역시 PCI 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EDIROL 을 처음 만난건 버주얼 사운드 캔버스라는 사운드 카드의 가상 MIDI 
프로그램이다 
UA-4FX 에 제공되고 있는 버추얼 사운드 캔버스 DXi 는 매우 과거부터 존재했던 프로그램을 DX 
instrument 화 시켜 케이스 워크 소나 v1 에 동봉한것을 시작으로 한다 
이것은 매우 오래전에 발매되었고, 당시 EDIROL 이라는 브랜드는 없었다 
DXi 로 나오면서 EDIROL 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보게 되었고, 현실적으로 EDIROL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비디오 편집 인터페이스 장비를 발매하면서 ROLAND 가 컴퓨터 주변 하드웨어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ROLAND 는 반신반의 하면서 오랜 시간속에 EDIROL 사업을 순항시켰으며, 국내에서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한 업체가 시도한 일들을 매체로만 접해왔다 
UA-4FX 는 격변하는 흐름속에 자리를 잘 잡아간 중보급형에 자리잡고 있는 가격대로 USB 
인터페이스에서는 4 번째로 발매된 제품이다 



 
 

 

 

  

UA-4FX 를 구입하면 소나 LE 와 사운드 캔버스 DXi 를 번들 소프트웨어로 준다 
 



UA-4FX 스펙 
 
• 오디오 레코딩 / 재생 채널 
레코딩 : 2 채널 (스트레오) 
재생 : 2 채널 (스트레오) 
풀 듀플렉스 (96 kHz 제외) 
 
• 시그널 프로세싱 
PC 인터페이스 : 24 bits 
AD/DA 컨버터 : 24 bits (linear) 
내부 프로세싱 : 32 bits (이펙트 프로세싱) 
 
• 샘플링 주파수 
디지털 출력 : 44.1/48/96 kHz 
디지털 입력 : 44.1/48/96 kHz 
AD/DA 컨버터 : 44.1/48/96 kHz 
* ADVANCE SWITCH = OFF: 44.1 kHz only 
 
• 주파수 응답 
96.0 kHz 20 Hz to 40 kHz (+1 dB/-2 dB) 
48.0 kHz 20 Hz to 22 kHz (+1 dB/-1 dB) 
44.1 kHz 20 Hz to 20 kHz (+1 dB/-1 dB) 
 
• 표준 입력 레벨 
라인 입력 레벨 : -10 dBu 
마이크 입력 레벨 (XLR) : -45 to -12 dBu 
마이크 입력 레벨 (XLR 제외) : -45 dBu 
GUITAR 입력 레벨 : -30 dBu 
 
• 표준 출력 레벨 
라인 아웃 레벨: -10 dBu 
 
• 노이즈 레벨 
(input terminated with 1 k ohms, MAIN VOLUME: 0 dB, Monitor: OFF, IHF-A typ.) 
-105 dBu or less (SN ratio: 108 dBfs, typ.) 
 
• 인터페이스 
USB 1.1 이상 / 커넥터 B 타입 
디지털 입/출력 : 광 출력 
conforms to IEC60958 컨슈머 포멧: PCM (ADC/DAC) /AC3 (광출력) 
 
• 내장 이펙터 
1. 마스터링 
노이즈 서프레이서 / 인핸서 / 멀티-밴드 컴프레서 or 리미터 
2. 리스테닝 
센터 캔슬 / 하이 부스트 / 로우 부스트 / 리버브 
3. 퍼포먼스 
피치 시프터 / 엠프 시뮬레이터 (디스토션) / 코러스 / 딜레이 
4. 튜브 엠프 시뮬레이터 
튜브 모델러 / 인핸서 / 컴프레서 트레숄드 / 컴프레서 출력 레벨 
 



 
• 입/출력 커넥터 
라인 입력 (L, R) (RCA 포노 타입) 
마이크 입력 (XLR 타입, 밸런스, 팬텀 파워 +48 V) 
마이크 입력 (미니추어 포노 타입, plug-in powered) 
GUITAR/MIC 입력 (1/4 inch phone type) 
라인 출력 (L, R) (RCA phono type) 
헤드폰 출력 (Stereo 1/4 inch phone type) 
디지털 입력 (옵티컬 타입) 
디지털 출력 (옵티컬 타입) 
USB Connector (USB Type B) 
MIDI Connector (IN/Out) 
 
• 파워 서플라이 
컴퓨터에서 USB 전원 공급 
 
• 권장 사양 
MAC : OS-9, OS-X 
PC : NT, XP, 64Bit OS 
CPU : 500MHz 이상 시스템 
RAM l 128MB 이상 시스템 
USB 1.1 이상 
 
• 전류 소모 
360 mA (팬텀 파워 OFF : 약 230mA) 
 
• 치수 사양 
171.0 (W) x 126.8 (D) x 43.6 (H) mm 
6-3/4 (W) x 5 (D) x 1-3/4 (H) inches 
 
• 무게 
335 g / 12 oz 
 
• 동봉 악세사리 
셋업 메뉴얼 
USB 케이블 
드라이버 CD-ROM 
SONAR LE CD-ROM 
 
• 제조원 
제조 국가 : 중국 
제조원 : Roland (Boss) 

• 국내 판매원 
판매처 : 미디클릭 (www.midiclick.com) 
가격 : 28 만원 (소비자가격) 
 
 

http://www.midiclick.com/


 

 UA-4FX는 어떤 구성일까? 

UA-4FX 는 RCA 케이블을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헤드폰 단자를 통해 라인 아웃을 빼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헤드폰 아웃과 라인 아웃은 출력 레벨 컨트롤이 서로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와 
헤드폰을 동시에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 
 

 

 
 
UA-4FX 에서 아쉬운 부분은 뒷 패널의 구성이다 
아나로그 입/출력이 RCA 라는 점은 외부 장비를 갖고 있는 오디오 파일러들에게는 인터 



케이블이 그대로 호환되는 유리한 입장이겠지만 프로-오디오 유저들은 TRS 케이블을 구비하고 
있어 RCA 케이블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TRS 를 RCA 로 바꾸고, RCA 를 TRS 로 바꾸는 젠더가 개당 1000 원 ~ 1500 원 사이에 
있으니 RCA 케이블에 젠더를 사용해서 TRS 로 변환하는 범용적인 케이블 구성을 갖추는 방식을 
추천한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젠더들은 4 가지의 표준 커넥터들을 모두 변환시킨다 

커넥터 젠더 변환 
RCA TRS 
RCA Mini Jack 
TRS RCA 
TRS Mini Jack 
TRS XLR 
XLR TRS 

Mini Jack TRS 

상관 관계를 보면 TRS 가 모든 젠더와 호환되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보유한 젠더들은 RCA 케이블을 TRS 방식으로 바꿔주거나 RCA 를 미니잭으로 바꿔주는 
변환 젠더들이 많다 
XLR 을 TRS 로 바꿔주거나 TRS 를 XLR 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으니 (사진에는 없지만 필자는 
보유) 커넥터 규격에 의해 케이블을 계속 제작하는 것 보다는 표준 케이블을 제작하고 젠더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프로 오디오 기준으로 보면 밸런스를 기준으로 XLR 을 표준 케이블로 사용하고 XLR 을 TRS 로 
바꿔주는 젠더를 준비하면 되고, 언밸런스는 RCA 를 표준 케이블로 제작하고 RCA 를 TRS 로 
바꿔주는 젠더를 구입하면 거의 모든 커넥터 호환성은 해결된다 
특히 RCA 는 젠더를 이용해서 모든 장비와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홈레코딩 환경에서는 커넥터 
규격에 의해 제약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가정용 기기들과 연결하는 케이블은 RCA 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젠더들이 요긴하게 사용된다 



 

 
 

 
 
전면부는 1/4 TRS 를 사용한다 
Guitar 입력 옆에 있는 1/8 미니잭은 헤드셋 (헤드폰과 마이크가 같이 있는) 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라고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전문 사용자보다는 다양한 활용성을 배려한 EDIROL 의 생각이 UA-4FX 를 범용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탈바꿈한 노력이 엿보인다 
UA-4FX 는 온라인 게임에서 헤드셋을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커넥터들을 훌륭하게 호환 한다 
만일 입력 소스가 Mini Jack 으로 들어온다면 젠더 없이도 임시방편 소스를 받을 수 있다 
진정한 멀티미디어에 대응하는 사운드 카드가 아닐까? 



필드 테스트 자를 제공한 미디 클릭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겠지만 본인이 리뷰를 하면 일단 
모든 뚜껑은 따고 본다 
뚜껑을 따는 이유는 행여나 차후에 나타날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다 
소모적인 논쟁 속에서는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젠 스펙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둬도 
될만큼 기술 수준이 비슷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UA-4FX 를 구성하는 내부 디바이스 구성은 다음과 같다 

 
 
ADC : AKM5357 (-102dBfs, 24/96) 
DAC : AKM4385 (-108dBfs, 24/192) 
S/PDIF Transceiver : AKM4114 (24/192 w/8channel mux) 
Analog op-amp : NJM2115 (Ultra Low-Noise) 
Headphone Driver : NJM4556A 
48V DC-DC : NJM2374A DC-DC Step-up (5V -> 48V) 
USB : (TI) TUBS3200 
ASIC : BOSS COSM DSP (32bit/48KHz) 
 
기본 구성은 흠잡을데 없이 군더기 없이 깔끔한 구성을 갖고 있다 
이 수준 이상의 오디오 스펙은 UA-4FX 의 가격에서 무리가 있어 보이며 사실 USB 전원으로 
공급되는 파워도 약간 오버했다 
USB 는 1 포트당 500mA 를 할당하고, 1 포트에 2 채널이 나뉘는데 채널당 250mA 가 규정이다 
그런데 UA-4FX 는 90mA 를 더 오버해서 360mA 를 요구한다 
만일 USB 설계가 미흡한 노트북에서는 호환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컴팩 프리자리오와 같은 USB 전원에 고질적인 에러가 발생하는 노트북이라면 UA-4FX 의 호환성 
문제는 가끔 나올 수 있으며, 그래서 필자는 직접 파워 로드를 체크해서 팬텀 파워를 OFF 하면 
약 230mA 의 전류를 요구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전원 규격으로 인한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팬텀 파워 옵션을 꺼 두는 것이 좋다 



UA-4FX 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옵티컬보다는 S/PDIF 로 구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저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면 취급하기 까다롭고 비싼 옵티컬 라인보다는 동축 케이블 기반의 
S/PDIF 를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트랜스리시버가 8 채널 옵티컬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외부 리시버만 있으면 5.1 채널 출력도 
가능하다 
광출력으로 멀티 채널 전송하면 2 채널로 세팅된 내부의 COSM 이펙터는 사용하지 못한다 
 
UA-4FX 의 매력은 내장된 COSM 이펙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COSM : Composite Object Sound Modeling 
피지컬 모델링 기반 DSP 이펙터 프로세싱 기법이다 
BOSS 의 기타 이펙터, 롤랜드의 신시사이저와 피지컬 모델링 이외에 이펙터에 채용된다 
 
UA-4FX 는 Boss 의 COSM 기반 DSP 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칩은 Boss 의 ME, GT 시리즈를 오늘날 기타용 멀티 이펙터의 대명사로 만든 매우 유명한 
칩이다 
특성상 높은 샘플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샘플레이트는 48KHz 로 제한되었지만 32 비트 
프로세싱은 여타 저가 이펙터 프로세서보다 내부 처리 비트가 월등하다 
특히 10 년간 ME/GT 시리즈로 인정을 받은 COSM DSP 를 덤으로 받는다는데 감사할뿐이다 
UA-4FX 는 96KHz 에서 내부 프로세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필자는 UA-4FX 를 48KHz 까지만 
테스트 했다 
UA-4FX 는 입문자이거나 취미 생활을 하는 유저들을 겨냥한 제품이기 때문에 96KHz 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된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면 이펙터 프로세서를 덤으로 받는 느낌이 든다 
물론 EMU 처럼 이펙터를 셋트로 안겨주는 브랜드도 있지만 컨트롤 놉이 전면적으로 나와 
조작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는 없다 
오히려 초심자들에게 다양한 파라미터 설정은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이펙터 구성이 독특한 구성과 패널 형식의 컨트롤 구성이 매우 매력적이다 
주요 기능은 TC 의 파이널라이저의 일부 기능들을 연상할만큼의 메뉴 구성을 갖고 있어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좋았지만 물론 파이널라이저와 비교한다면 성능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아마도 UA-4FX 는 전문 사용자보다는 한대의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다목적 작업에 
적합하도록 구성한 제품이라고 생각된다 



 
 
UA-4FX 의 이펙터는 4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펙터는 PLAYBACK, CAPTURE 모드로 나뉘는데 재생과 레코딩 상황에서 이펙터를 상황에 맞게 
스위칭해서 사용하는 쓰임새를 갖고 있다 
Loop-Back 까지 포함하면 총 3 가지의 방식으로 이펙터를 걸 수 있다  
 
4 가지 구성의 프리셋으로 제공되는 이펙터는 플러그 인 이펙터 이상의 효과를 거둔다 
발상의 전환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하면 충분한 값어치를 갖게 된다 
UA-4FX 는 순수히 모니터링과 레코딩 장비로 보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 
디제잉을 하거나 공연 무대에 음향 출력을 할때도 UA-4FX 의 내장 이펙터는 작은 범위 내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한다 
 

 
 
UA-4FX 는 2 가지의 모드를 최 상위에 배치하고 있다 
Playback 과 Capture 인데, Playback 은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에 이펙터를 걸어 출력한다 
Capture 는 레코딩에서 이펙터를 거쳐 녹음된다 
 
 

Step 1. 마스터링 
널리 알려진 마스터링 툴과 비슷한 섹션으로, 그 정도 성능은 바라볼 수 없지만 일상적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소리의 윤곽을 만진다는 부분에서 매우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Noise Sup : 노이즈 게이트 기능으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는 프로세싱으로 마스킹 
효과를 억제한다 
과도하게 걸면 릴리즈 타임이 빨리 끊기고 소리가 둔탁해지지만 레코딩에도 응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 
일렉 기타 레코딩에 충실한 효과를 보여줬는데 ME/GT 시리즈의 노이즈 게이트 기능과 같다 
 
Enhancer : 인핸서는 하모닉스를 풍부하게 생성해서 특정 소리를 부곽시키는 프리센스다 
소리가 답답하다고 생각된다면 걸어두면 소리가 날카로워지며 효과가 좋다 
Noise Sup 와 병행하면 소리의 밸런스가 적당해진다 
이 이펙터는 상당한 유용성을 갖고 있는데 소리의 윤곽을 선명하게 해 준다 
저가의 다이내믹 마이크나 일렉 기타를 갖고 있다면 윤곽을 선명하게 살려주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저가 장비의 한계를 보정해서 생동감 넘치는 소리를 위해서 자주 이용하는 이펙터가 될 것 같다 
 
Master-LO : 멀티 밴드 컴프레서의 LOW 채널이다 
220Hz 를 중심으로 저역의 컴프레싱을 돕는다 
멀티 밴드 컴프레서는 독특한 마스터링 계열 이펙터로 EQ 와 사용법이 비슷하면서 결과물은 
컴프레서다 
 
Master-HI : 멀티 밴드 컴프레서의 HIGH 채널이다 
2KHz 를 중심으로 중고음의 컴프레싱을 돕는다 
 
 

Step.2 : 리스테닝 
리스테닝은 CD 나 라디오, LP 와 같은 외부 입력을 다루는 전용화된 모드다 
이벤트나 인터넷 방송용으로 적합한 이펙터 구성을 갖추고 있다 
주력화된 부분은 보컬이나 일렉 기타의 반주 MR 이 필요하거나 특수 효과를 위해 사용하면 좋다 
 
Center Cancel : 보컬 리무버와 같은 기능으로 생각하고 접하게 되면 효과에 실망한다 
부곽된 소리를 캔슬링하고 뭍혀있던 소리를 재생하는데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된다 
남자 보컬보다는 여성 보컬 캔슬링 대역이 더 좋았고, 기타 솔로 대역은 곡마다 약간의 컨트롤이 
필요했지만 왠만한 곡들은 원하는 소리가 캔슬링 되었다 
MR 이 필요할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레코딩에서는 특정 소리를 걸러내는 필터로 활용 
가능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Low Boost : Low 레인지를 부스터 한다 
보컬뿐만이 아니라 일렉 기타의 레코딩에서 부스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했다 
 
High Boost : High 레인지를 부스터한다 
보컬뿐만이 아니라 일렉 기타의 레코딩에서 부스터로 충분히 활용 가능했다 
 
Reverb : 센터 캔슬링된 소리에 공간감을 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 
그래픽에서 샘플을 따 내고 블러 필터 처리를 하는 이치와 같다 
UA-4FX 이펙터에서 유일한 리버브라서 활용도에 따라 요긴하게 사용된다 
홀 리버브 종류이며, 간단한 공간계 효과로 좋다 
 
 
 



Step. 3 퍼폼 
레코딩에 특화된 섹션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만한 구성이다 
보컬과 일렉 기타 레코딩이 주력인 유저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할 섹션이다 
 
FX Voice : 이 이펙터는 존재의 효용성에 약간 의문을 가졌지만 가이드 보컬 작업중에 다양한 
백보컬이 필요할때 피치를 조정해서 독특한 화음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업 피치보다는 다운 피치가 효율적이고 남성 보컬보다는 여성 보컬에 알맞았다 
간혹 특수한 보이스로 허스키한 효과를 얻기 위한다면 다운 피치로 빼어난 효과를 본다 
소프트웨어 피치 시프터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긴 하지면 은은히 뭍혀 효과를 보는데는 많이 
유리할 것 같으며, 인터넷 방송과 같은 분야에서도 주력으로 사용할만하다 
 
AMP/Drive : 디스토션 이펙터 
디스토션이라고 하면 일렉 기타를 생각하시겠지만 보컬에 살짝 걸어두면 확성기를 걸어둔듯한 
효과를 얻는다  
미드 레인지를 부곽시키며 펜더와 마샬 톤 중간 선상에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일렉 기타를 갖고 있는 유저라면 디스토션 이펙터를 공짜로 얻은 느낌이 들 것이다 
 
Chorus : 소리를 풍성하게 해 주기 위한 이펙터로 보컬보다는 일렉 기타 레코딩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UA-4FX 에 채용된 DSP 는 ME/GT 에 채용하는 COSM 칩이다 
 
Delay : 과하게 걸면 가라오케용 에코와 비슷한 노래방 사운드도 나온다 
플러그 인에서 들려주는 아나로그 딜레이와 같은 자연스러운 품질의 딜레이는 아니지만 
양념으로 사용하면 괜찮게 들린다고 생각된다 
 
 

Step. 4 튜브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의 튜브 컴프레서 플러그 인을 연상하는듯한 4 개의 파라미터를 제공한다 
튜브 컴프레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듯한 구성으로 컴프레서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음악 감상자 목적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오디지 시리즈에서 자랑하는 크리스탈라이저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AT&WARM : 저음이 두터워지는 효과를 얻는다 
사용해보니 어쿠스틱 시뮬레이션의 Body 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한다 
중저음이 약간 풍성해진다 
 
Bright : 인핸서와 같으며 고역이 날카로워지는 효과를 얻는다 
마스터링 섹션에 있는 인핸서와는 다른 느낌으로 마스터링 섹션의 인핸서는 윤곽이 
또렷해지는데, 이 이펙터는 고역이 날카로워진다 
 
Comp-THR : 컴프레서의 트레숄드로 압축 레벨을 결정한다 
트레숄드를 많이 걸어주면 소리가 눌린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Comp-Level : 트레숄드로 압축한 후 레벨링을 위해 소리를 증폭해서 음량을 키운다 
피크 레벨 미터를 주시하면서 소리를 올리는 것이 좋다 
너무 많이 올리면 피크를 넘어 소리가 깨질 수 있다 
 
 
UA-4FX 는 4 계통의 분류별 이펙터를 갖고 있으며, 컴퓨터와 연결되어 전원만 공급해준다면 
외부 이펙터 프로세서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마스터링 섹션의 이펙터들은 PA 장비들에서 볼 수 있는 파이널 마스터 프로세서나 인핸서 
프로세서에 일정 수준 준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 조금 더 다양한 활용도를 보일 수 있다 
외부 아답터를 지원하도록 제작되었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뿐만이 아닌 이펙터 프로세서로도 
활용 가치가 뛰어난 제품이 될 수 있었을듯한 아쉬움이 남는다 
 
 
UA-4FX 는 하드웨어에서 다양한 기능 스위칭을 지원한다 
세팅 스위치는 총 5 분류로 나뉘는데 측면과 하단에 위치한 스위치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REC Source 
아나로그 : 마이크와 기타 입력과 같은 아나로그 레코딩 입력을 받기 위한 선택 
디지털 : 옵티컬 레코딩 입력을 받기 위한 선택 
LOOP BACK : 컴퓨터에 담긴 소스가 UA-4FX 의 DSP 를 거쳐 다시 컴퓨터로 돌아간다 
USB 케이블이 라인 케이블을 대신 하는 셈이고, 풀 디지털이다 
 
Sample Rate : 44.1 / 48 / 96 REC / 96 PLAY 
UA-4FX 에서 96K 는 거의 불필요한 샘플레이트라고 생각된다 
 
Advanced Driver 는 USB 호환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ON 은 UA-4FX 드라이버가 작동되고, 
OFF 는 윈도우즈와 OS-X 에 탑재된 표준 USB 오디오 드라이버가 작동한다 
어드반스 드라이버가 ON 인 경우, ASIO 드라이버를 이용할 수 있고, 광 출력을 통해 5.1 채널 
출력이 가능하다 
광출력은 5.1 채널을 분리시키는 리시버가 필요하고, 5.1 채널 믹스 환경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외부 장비를 따로 구입해야 한다 
만일 PC 스피커에 광 입력을 받는 리시버 기능이 있다면 5.1 채널 출력이 가능해진다 
OFF 는 오직 2 채널의 표준 USB 오디오 드라이버가 작동한다 



 
 
Input Monitor 는 UA-4FX 의 바닥면에 위치한 스위치로 레코딩에서 입력 소스를 직접 
모니터링 하는 컨트롤이다 
다이렉트 모니터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ON 과 소프트웨어에서 컨트롤하는 AUTO 가 있다 
항상 모니터링을 원하면 ON 을 선택하고, 레코딩 할 소프트웨어에서 ASIO 드라이버의 다이렉트 
모니터링 기능을 ON/OFF 하려면 AUTO 를 선택한다 
AUTO 를 선택하면 드라이버에서도 다이렉트 모니터링 항목에서 컨트롤 할 수 있다 
 
48V Phantom 은 콘덴서 마이크를 위한 팬텀 파워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 스위치다 
팬텀 파워만 전체 소비 전류의 1/3 에 이르니 노트북의 경우 USB 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할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UA-4FX 의 하드웨어 성능은?  
 
UA-4FX 의 순수한 입/출력은 어떤 채색도 없기 깔끔한 소리를 들려준다 
너무 재미없는 소리라고 혹평을 해도, 모니터링 목적에 어울릴만큼 깔끔한 소리를 출력한다 
내장 이펙터로 충분히 재미있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감상용 목적에서도 고급 
취미를 가진 유저들이라면 독특한 튜브 컴프레서 기능만으로도 한번쯤 들어볼만 하다 
파이널 마스터용 VST 이펙터를 걸고 출력하는듯한 느낌이 든다  
 
마이크 프리의 질감은 자체 마이크 프리는 애드온 개념에 비하면 그럭 저럭 준수한 편이다 
일반적인 믹서 수준의 마이크 프리 질감에 노이즈 특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USB 장비들은 노이즈 특성에 자유롭지 못하고 출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성능면에서는 일단 합격점이다 
UA-4FX 를 구입하는 유저들중에 마이크 프리만을 보고 UA-4FX 를 구입하겠다는 유저는 
없을테고, 마이크 프리는 옵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운드 카드보다는 좋은 마이크 프리지만 전문 장비보다는 떨어진다 
더욱 높은 품질의 마이크 프리는 외장을 이용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감도 높은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사용하면 웬만큼 충분한 레벨을 확보하지만 다이내믹 
마이크는 약간 모자란 음량이다 
 
마이크 프리는 2 계통의 입력을 지원하는데, XLR 단자의 마이크 프리와 미니 잭의 마이크 단자가 
있다 



미니잭 마이크 입력 단자는 라인 토크 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사용한다 
마이크 프리와 HI-Z 는 같은 계통의 게인 컨트롤에 대응하고, 라인 입력은 별도의 레벨 
컨트롤러를 채용하고 있다 
 
 
RMAA 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기 앞서, 필자가 하는 RMAA 는 오디오 벤치에서 떠들어대는 오디오 
퍼포먼스 테스트가 아니다 
UA-4FX 의 기본적인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에 불과하고, RMAA 는 그리 뛰어난 오디오 
애널라이저 프로그램이 아닌지라 공신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주파수 특성, 노이즈 특성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래프 이미지 한장보다 
호소력이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RMAA 로 간단한 퍼포먼스 테스트를 붙혀봤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면 더욱 정밀한 벤치 툴로 측정했겠지만 하이-엔드급 장비로 나오지 
않은 이상 퍼포먼스 테스트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  
 

 
무신호 (Unity Gain) 
  

 
무신호 라인 입력 최대 게인 
  



 
무신호 마이크 프리 최대 게인 
  

 
무신호 +48V 팬텀 파워 ON + 마이크 프리 최대 게인 
 
 
 

 
16 비트 출력 
  



 
24 비트 출력 
 
그래프를 보면 테스트 그래프들이 전반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해당 그래프들이 Hold 된 상태가 아닌 지속적으로 측정값이 바뀌는 상황이라 평균적으로 거의 
비슷했다 
아무래도 USB 장비의 특성상 스펙이 비슷한 ADC 와 DAC 을 채용한 결과라 생각된다 
레코딩이나 모니터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거의 대다수 유저들은 시스템 점유율 문제로 
16 비트를 선호하지 않을까? 
UA-4FX 에서 16 비트와 24 비트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16 비트 44.1KHz 출력 
  



 
16 비트 48KHz 출력 
 
입력이나 출력에서는 44.1KHz 보다는 48KHz 특성이 약간 더 좋지만 UA-4FX 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UA-4FX 는 하이 퍼포먼스 시장을 겨냥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 이런 벤치는 무의미하다 
단순히 온보드 사운드와 비교하는 수준에서 우위를 따진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벤치 결과가 
되지만 (당연히 기존 온보드 사운드 카드보다 우수하지만) 퍼포먼스 벤치의 결과가 제품의 최종 
평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테스트만 했다 
 
 
하드웨어 고유의 레코딩 노이즈는 무음 신호일때 피크 레벨 미터에 표기되는 전체 수치는 -
81dBfs, 마이크 프리 게인을 최대로 했을때 -66dBfs 로 자체 성능은 고성능 24 비트 레코더들과 
비교해서 그리 좋지 않은 성능이다 
그러나 이 노이즈 수치가 소리에 대단한 향을 주는 대역이 아닌 저주파 대역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온보드 사운드 카드 수준의 퍼포먼스를 갖고 있지만 USB 라는 특성상 간섭 전원 노이즈가 없고 
가격에 비해 성능은 준수한 편이다 
출력에 대한 기본 품질은 필자가 갖고 있는 구형 옵토 플레이 (구 오디오 트랙 제조) 와 
비슷하다고 생각되니, 큰 결점은 없는 것 같다 
 
 
헤드폰 출력은 저임피던스 헤드폰들은 충분히 구동하는 파워를 갖고 있다 
UA-4FX 는 120 옴 수준의 임피던스를 갖는 헤드폰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구동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300 옴대의 고임피던스 헤드폰들은 구동하기에 약간 무리가 따른다 
300 옴대 이상의 헤드폰은 전용 헤드폰 엠프를 구비해야 한다 
120 옴 이상의 헤드폰들은 휴대용 기기에서 충분한 레벨로 구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줘야 
한다 

 
 



 

 

UA-4FX 는 광 출력을 통한 5.1 채널 재생이 가능하다 
옵티컬 출력은 AC3 포멧으로 출력되며 외부에 AC3 디코더를 탑재한 5.1 채널 스피커나 
리시버가 필요하다 
UA-4FX 는 써라운드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음악 작업이나 사운드 카드 대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5.1 채널 출력에서는 USB 1.1 의 대역폭 한계로 레코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히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UA-4FX 는 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개인 사용자들에게 적합한 멀티미디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 
 
 

  UA-4FX 의 드라이버 안정성은? 
 
드라라이버 테스트는 EDIROL 사이트에 있는 1.01 버젼으로 테스트 했으며, CD 에 동봉된 
드라이버는 1.0 버젼이다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버젼이 트러블이 적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항상 최신 버젼으로 
인스톨해서 사용해야 한다 
 
앞으로 나올 64 비트 윈도우즈 OS 도 정상 지원하기 때문에 (64 비트는 환경 미비로 테스트를 
하지 않았지만) 새롭게 다가올 64 비트 드라이버 준비도 끝나 있어 64 비트 OS 의 드라이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UA-4FX 본체에 있는 어드반스 드라이버 세팅을 꼭 ON 으로 해 두어야 한다 
OFF 로 설정해 놓으면 OS-X 나 윈도우즈의 기본 USB 오디오 드라이버로 인스톨 된다 



UA-4FX 의 공장 출하값은 어드반스 드라이버가 ON 으로 세팅되어 있으니 이것을 건드리면 ASIO 
드라이버가 작동하지 않는다 
어드반스 드라이버 OFF 는 드라이버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거나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드웨어적인 궁합 문제로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때 사용하는 모드다 
 
UA-4FX 를 테스트하면서 드라이버가 타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버에 비해 약간 
예민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윈도우즈 XP 를 기준으로 대기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ASIO 드라이버가 작동되지 
않아서 다시 재부팅 해야 한다 
로그 오프는 관계 없지만 대기 모드로 돌려놓고 컴퓨터를 항상 스탠바이 상태로 유지하는 
유저들은 주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UA-4FX 의 드라이버 인스톨 가이드의 문제 해결에 기재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드라이버 설치에 까다로운 점은 없었으며, 드라이버 언인스톨을 하려면 꼭 UA-4FX 의 USB 
단자를 빼 놓은 후 언인스톨 후 재부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상기해야 한다 
 

 

 

드라이버 설치가 끝났다면 이제 UA-4FX 를 컴퓨터에 연결한다 
어드반스 모드는 항상 on 에 있어야 UA-4FX 드라이버가 설치된다 



 

   

 
 
제어판에 있는 UA-4FX 의 드라이버 세팅 메뉴 
 
UA-4FX 의 16/44.1KHz 의 최소 레이턴시는 4ms 다 
하지만 시퀸서들에서 CPU 점유율이 60%를 넘어서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레이턴시는 8ms 가 
최소 레이턴시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11ms 를 권장한다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은 CPU 부하가 발생하면 상당히 불안하다 
듀얼 코어 CPU 가 아닌 이상 싱글 코어 CPU 에서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부하가 
발생할 때 소리가 끊기는 현상을 이따금씩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USB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 레이턴시를 최대한 낮게 세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레이턴시 세팅은 미디 컨트롤을 위한 리얼 타임 미디 레코딩이나 오디오 레코딩을 제외하면 
모니터링 분야들은 레이턴시를 무리하게 낮출 필요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플러그 인들은 무겁게 리얼 타임을 걸지 말고 지속적으로 프리즈 기능을 활용해서 CPU 
부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잘 사용하는 지혜이기도 하다 



 
UA-4FX 의 USB 호환성은 예상외로 우수했다 
필자가 테스한 메인보드는 ATI, 엔비디아, 인텔등의 칩을 사용한 메인보드이며, 메인보드들이 
주로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메이져 브랜드라는 신뢰성도 있지만 일부 대기업 PC 들도 테스트 
대상으로 호환성 테스트를 해 봤다 
HP 파빌리온이나 삼성 매직 스테이션과 같은 대기업 PC 들과의 호환성도 매우 좋아 충분히 
만족을 했으며, SIS 나 VIA 는 원래 불안정한 칩셋들로 유명한데 데스크탑이라면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다 
주변의 지인들이 보유한 저가 노트북 3 종을 테스트 해 봤는데 메인보드 칩셋이 SIS 제품이지만 
완벽한 호환성을 보여줬다 
칩셋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트북 제조사들의 USB 전원 할당에 따라 호환성이 결정되는 것 같다  
USB 버그가 많은 (전원 배분 문제로 인해) 노트북들은 팬텀 파워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UA-4FX 는 팬텀 파워가 작동하면 USB 채널에 배분되는 정격 용량인 250mA 를 넘어버리기 
때문에 이상 작동을 하기도 한다 
USB 호환 문제에서 팬텀 파워만 끄면 정상 작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UA-4FX 를 사용하는데 있어 VIA 계열 메인보드들은 가급적 피해주는 것이 좋다 
VIA 보드는 리얼 타임 스트리밍 전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것으로 유명하다 
드라이버의 호환성 문제가 아닌 하드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VIA 는 거의 모든 사운드 카드들과 
문제를 일으킨다 
 
 

 
 
ASIO 드라이버를 많이 가리는 REASON 의 경우에도 UA-4FX 는 정상적으로 인식을 했다 
REASON 은 컴퓨터 대기 모드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ASIO 가 정상 인식되지 않는다 
MIDI 포트도 정상적으로 잡히고, 8ms 수준에서 CPU 점유율 70%에 육박해도 안정적인 소리를 
출력했다 
 



ASIO 드라이버를 테스트할때 큐베이스나 누엔도를 이용해 드라이버 개발 과정에서부터 
테스트하다보니 당연히 누엔도나 큐베이스등은 더 이상 글을 쓰면 손가락이 아플 정도다 
소나 6 에서도 호환성 문제 없이 ASIO 드라이버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어 안정적인 재생과 레코딩 
성능을 보 다 
시퀸서들을 테스트 소프트웨어로 놓고 드라이버를 제작하기 때문에 시퀸서보다는 EDIROL 
개발자들이 테스트하지 않았을 다른 프로그램을 찾기 시작했고 필자는 Native instruments 의 
Guitar Combo 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Native instruments 의 Guitar Combo 는 Guitar Rig 에 이은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엠프 
시뮬레이터다 
스탠드 얼론 (독자 작동) 에서 UA-4FX 의 4ms 레이턴시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16/48KHz 나 24/48KHz 로 작동시키면 레이턴시는 더욱 낮아지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들은 실제 악기음과 비교하면 8ms 에서도 딜레이가 느껴지기 
때문에 최소 레이턴시 세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 여러 
프로그램을 띄우고도 4ms 에서 안정적으로 장시간 작동했다  
UA-4FX 의 마스터링 이펙터에 포함된 Noise Sup 은 노이즈 게이트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96KHz 샘플링을 사용하면 내장된 COSM 이펙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기타 레코딩에 필수인 
노이즈 게이트 (Noise Sup) 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48KHz 를 한계로 보는 것이 좋다 
특히 동종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HI-Z 를 지원하면서 노이즈 게이트를 지원하는 제품은 
없기 때문에 UA-4FX 는 상당한 옵션을 갖고 있는 셈이다 

오래전에 발매된 DSOUND 의 RT Player v2.3 를 테스트 했다 
RT Player v2.3 은 ASIO 2.0 드라이버 초기에 발매된 구형 VST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펙터로 ASIO 드라이버의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를 알아보는데 좋은 선택이었다 
 



 
 

 



RT Player v2.3 의 최저 레이턴시는 16/44.1 에서 6.5ms 이며, 유저 버퍼 세팅을 통해 4.3ms (96 
Sample) 까지 낮출 수 있지만 4.3ms 는 소리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Natve instruments 의 Guitar Combo 가 4ms 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에 비해 이보다 
2 년전에 나온 RT Player v2.3 에서는 최소 레이턴시 세팅이 약간 아쉬웠다 
소프트웨어마다 ASIO 드라이버의 호환성이 다른 것을 잘 알수 있는 대목이다 
UA-4FX 의 ASIO 드라이버는 유저 버퍼 세팅을 이용한 최소 레이턴시 세팅이 아니면 RT Player 
v2.3 에서 잡아주는 레이턴시로 문제 없이 잘 작동한다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과거에 나온 구형 VST/VST instruments 를 모두 포함해서 UA-4FX 의 
ASIO 드라이버와 호환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소 레이턴시에서는 드라이버와 소프트웨어의 궁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UA-4FX 는 
다양한 VST/VST instrumnets 들과 호환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테스트한 내용들이 주로 VST 이펙터들인데, VST 이펙터들은 입력/출력, VST 프로세싱이 
필요하기 때문에 USB 인터페이스에 부하를 걸어준다 
instruments 들은 MIDI 와 Audio OUT 만 사용하기 때문에 UA-4FX 의 USB 호환성과 드라이버의 
완성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Audio 의 입/출력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USB 는 대역폭 사용량에 따라 CPU 부하와 시스템 안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instruments 보다는 
이펙터가 테스트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EDIROL 은 초기에 드라이버가 불안정하다는 과거 이야기는 이제 오랜 드라이버 개발 노하우를 
쌓고나서부터 많이 변화된 것 같다 
정확하게 말하면 3 세대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UA-4FX 부터는 드라이버에 대한 
트러블이현재까지 나온 ASIO 지원 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UA-4FX 의 드라이버는 오랜 시간 사용한다고 해서 ASIO 드라이버의 타이밍이 뒤쳐지거나 
불안정한 작동을 하지 않았다 
특히 MIDI 부분은 타이밍 에러가 상당히 신경 쓰이는데, 롤랜드의 MIDI 컨트롤 기술은 오랜 
세월을 쌓아온 신시사이저의 역사 속에 명실공히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2 주간의 테스트 - UA-4FX 결론 
 
PCI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강세 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핫 플러그를 지원하는 USB 와 
Firewire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나로그 믹서에서도 USB/Firewire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번들로 제공되는 막강한 경쟁 구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UA-4FX 는 그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SB 와 Firewire 장비들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 UA-4FX 는 단일 가격으로 비교하면 쉽게 
구입할만큼 저렴한 장비는 아니다 
다만 구성이나 접근 방법에서 동급대 장비들보다 가격대 성능비의 균형이 좋다 

UA-4FX 는 내장 DSP 이펙터와 ASIO 를 지원하는 멀티미디어 사운드 카드로 크리에이티브의 
오디지에 버금갈만큼 충분한 활용도를 보 다 
USB 방식 사운드 카드들의 가격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UA-4FX 의 가격은 멀티미디어용 
사운드 카드들과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PCI 처럼 컴퓨터 내부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들고다니면서 다양한 컴퓨터에 연결해서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매력이 있다 
특히 UA-4FX 는 홈레코딩을 염두해서 마이크 프리와 일렉 기타를 위한 HI-Z 입력을 요구하는 
유저들에게 유리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4 계통의 내장 이펙터는 마스터링, 리스테닝, 퍼폼, 튜브 시뮬레이터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활용성를 갖게 된다 
특히 리스테닝의 로우, 하이 부스터는 모니터닝 헤드폰이나 스피커의 LOW, HIGH 보정을 
해주는 역활도 충실히 수행하는 다양한 활용성이 존재한다 
 
레코딩과 모니터링을 떠나 이벤트 행사나 인터넷 방송용으로 사용해도 될만한 구성이다 
UA-4FX 는 음악 감상에서도 최상의 이펙터 프로세서를 지원해서 뛰어난 음악 감상 환경을 
지원해주고, 3 가지의 소스 선택 모드로 우선적으로 32 비트 마스터링 이펙터를 적용해 본 후 
Loop-Back 으로 디지털 프로세싱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안정적인 ASIO 드라이버 지원과 이동성이 보장된 UA-4FX 는 저예산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려는 유저들에게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충분한 음악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금세 느끼게 해 줄 것이다 
 
이쯤되면 UA-4FX 와 컴퓨터만 있으면 올인원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불러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적은 예산으로 컴퓨터와 오디오 인터페이스만의 구성으로 음악 환경을 꾸민다면 현재 시판되는 
가격대로 비춰볼때 UA-4FX 가 보여주는 구성 이상의 대안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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