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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rCloud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W Installation Center를 사용해 EW ComposerCloud 요금제를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설치 과정 중에는 반드시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본 문서에는 Play Software의 기본적인 사용법 및 제품 카탈로그 관리를 위한 Installation
Center의 추가 메뉴 옵션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omposerCloud에 대한 최신 정보 및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www.soundsonline.com/composercloud

설치 및 구성

1단계: Installation Center 사용자 로그인

EW ComposerCloud 구매 확인 시 전송된 이메일에 기재된 EW Installation Center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EW Installation Center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는 방법으로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이콘은 다음 경로에
있습니다:

•
•

(Mac) Mac HD / Applications / EastWest / EW Installation Center
(PC) C: / Program Files (x86) / EastWest / EW Installation Center

EW Installation Center를 실행하고 데이터 수집이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다음
EastWest/Soundsonline.com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Sign In(로그인)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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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Play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EW Installation Center 상단 패널의 Download(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최신 버전의 Play
Software를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설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대화 상자의 안내에 따라 Play
Software 설치를 진행 및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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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ComposerCloud 요금제 활성화

Installation Center의 위쪽에 New Licenses Available(새 라이선스 사용 가능)
메시지가 표시되는 패널에서 Activate(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활성화 과정을 안내하는 새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시작하려면 소개 페이지에서 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License(라이선스) 페이지에서 ComposerCloud를 선택하고 Next(다음)
를 클릭합니다. 인증 대화 상자에서 Next(다음)를 선택해 iLok 계정 액세스를 허용하고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 단계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Location(위치) 대화 상자에서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EW ComposerCloud 요금제를 내
컴퓨터에(컴퓨터 기반 라이선스의 경우) 또는 iLok 키를 사용하여 활성화합니다.

알림! ComposerCloud 활성화에 iLok 키를 사용하는 방법은 선택 사항이며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활성화에 iLok 키를 사용하려면 Activate(활성화)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컴퓨터의
USB 포트에 키를 올바로 삽입했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Activation Assistant(활성화 도우미)
대화 상자가 표시되어 새로운 iLok 키를 계정에 등록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Location(위치) 아래에 있는 iLok 키 아이콘(위 참고)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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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컴퓨터로 Play 라이브러리 다운로드하기

다운로드할 제품 옆의 Download(다운로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위치를 묻는 Set Library Path(라이브러리 경로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Play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의 새 폴더를 만들고 제품을
다운로드합니다.
대화 상자에 Remember(경로 저장) 옵션이 나타나면 Choose(선택)를 클릭하여 모든
제품 라이브러리를 같은 경로에 저장합니다.

알림! 운영체제가 설치된 드라이브가 아닌 다른 하드 드라이브에 제품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러오기 시간 단축 및 전체적인 성능에서는 SSD(Solid State Drive) 방식의 하드
디스크가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하드 드라이브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최소 7200
rpm(절전 모드가 아닐 경우) 이상의 사양이 필요합니다.
제품 다운로드 중에는 오른쪽에 진행 상황을 표시하는 막대가 나타납니다. 다운로드를 일시
정지하려면 "X" 버튼을 클릭하고, 중단한 시점부터 계속 이어 다운로드하려면 Resume
(계속) 아이콘을 누릅니다.

자세한 제품 카탈로그 관리 방법은 '제 3장: Installation Center 개요'를 참고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는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 경로 설정 방법, 다른 위치로 Play 라이브러리를 옮긴 후 다시
연결하는 방법 등 다양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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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Software 개요

Play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대량의 샘플을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샘플
재생 엔진입니다. Play의 주요 페이지 3개는 Player(플레이어), Browser(브라우저), Mixer
(믹서)입니다. 인터페이스 상단에서 메인 메뉴 및 설정 항목과 함께 접근할 수 있습니다.

Player(플레이어) 페이지

플레이어 페이지는 기본 페이지로서 개별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표시되며, 각각의 제품에
대한 컨트롤이 제공됩니다. Browser(브라우저)와 Mixer(믹서) 페이지에서 Player(플레이어)
버튼을 누르면 열 수 있습니다.

악기 목록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현재 내가 선택한 악기에 따라 달라지며, Play 우측 상단의 Instrument
List(악기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한 악기를 변경하려면 Instrument List
(악기 목록)을 클릭한 다음 드롭다운 메뉴에서 다른 악기를 선택합니다.

Browser(브라우저) 페이지

Browser(브라우저) 페이지에서는 악기를 불러오고 관리합니다. Player(플레이어) 및 Mixer
(믹서) 페이지에서 Browser(브라우저) 버튼을 누르면 Browser(브라우저)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악기 불러오기
악기를 불러오려면 먼저 인터페이스 상단의 Browser(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가
설치한 모든 제품이 좌측 하단의 Favorites(즐겨찾기) 아래에 표시됩니다.   제품을 클릭하고
악기 [.ewi] 파일이 표시될 때까지 하위 메뉴를 탐색합니다.  해당 악기 파일을 클릭하고 우측
하단의 Add(추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악기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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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r(믹서) 페이지

Mixer(믹서) 페이지에는 불러온 각 악기에 대한 채널 스트립이 표시되며 음량, 팬, 뮤트, 솔로
및 FX 조절이 가능합니다. Player(플레이어) 및 Browser(브라우저) 페이지에서 Mixer(믹서)
버튼을 누르면 Mixer(믹서)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FX’ 버튼
FX 버튼은 각 채널 스트립에서 뮤트 및 솔로 버튼의 옆에 있습니다. FX 버튼을 클릭하면 Play
4 출시 후 일부 제품에 무료로 제공되는 SSL / EW - FX GLOBAL SUITE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출시된 Play 라이브러리와 함께 사용하려면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에
관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www.soundsonline.com/SSL-EW-FX

메뉴 옵션

Main Menu(메인 메뉴)와 Settings(설정) 버튼은 Play 인터페이스의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래와 같습니다.

Advanced Instrument Properties(고급 악기 속성)
Play 인터페이스의 좌측 상단에 있는 Main Menu(메인 메뉴) 버튼을 클릭하고 Advanced
Instrument Properties(고급 악기 속성)을 찾아 엽니다. 이 메뉴에서는 각 악기별로 다양한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MIDI 채널 지정
Settings(설정) 버튼을 클릭하고 Other(기타) 탭을 누르면 MIDI 채널 지정 옵션을 찾을 수
있으며, 불러온 악기를 어떻게 MIDI 채널에 지정할 것인지를 이곳에서 관리합니다. Omni(전체)
를 선택하면 모든 채널에서 MIDI를 수신하도록 악기를 지정하며, Automatic Increment(자동
증가)를 선택하면 새 악기를 이어지는 MIDI 채널(1, 2, 3과 같이)에 순서대로 지정합니다.

유용한 정보! MIDI Continuous Controller(CC)

Play 라이브러리는 MIDI Continuous Controller(CC)를 폭넓게 사용해 음량, 다이나믹,
비브라토 등을 컨트롤합니다. 사용자의 정확한 의도대로 악기의 소리를 연출하려면 CC1
(모드 휠), CC7(음량), CC11(익스프레션)을 MIDI 컨트롤러의 노브나 슬라이더에 프로그래밍
지정하고, 사용 중인 DAW의 MIDI 컨트롤러에도 해당 MIDI CC에 대한 시작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7

EASTWEST COMPOSERCLOUD

Installation Center 개요

Installation Center에서는 제품 카탈로그를 다운로드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메인 메뉴

아래는 Installation Center의 우측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에 제공되는 옵션입니다.

About(정보)
Installation Center, Play Software 및 iLok Driver의 현재 버전을 표시합니다.
Library Directories(라이브러리 경로)
모든 Play 라이브러리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Play 라이브러리 위치를 변경한 경우 Add(추가)
및 Remove(삭제) 버튼을 사용해 위치를 변경합니다.

Reconnect Libraries(라이브러리 연결 복원)
이 옵션을 사용하면 Library Directories(라이브러리 경로 대화 상자, 위 참고)의 위치를 검색한
다음 Play Browser페이지의 각 제품에 대한 Favorites(즐겨찾기) 항목을 다시 연결합니다.
Reinstall Play Software(Play 소프트웨어 재설치)
클릭하면 Play Software를 최신 버전으로 다시 설치합니다.

Refresh Product List(제품 목록 새로 고침)
이 옵션을 선택하면 제품 카탈로그의 현재 상태를 새로 고칩니다.

Register Authorization Code(인증 코드 등록)
이 옵션을 선택하면 DVD 및 일부 하드 드라이브 형태의 제품에 함께 제공된 20자리 숫자의 인증
코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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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mit System Information(시스템 정보 제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 담당부서로 시스템 정보를 전송합니다.
Help(도움말)
ComposerCloud 빠른 시작(본 가이드) 문서로 연결됩니다.
Sign Out / Quit(로그아웃 / 종료)
Installation Center에서 로그아웃하고 종료합니다.

업데이트 및 활성화

사용자 계정에 활성화 준비가 완료된 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제품 라이선스가 있을 경우
Installation Center가 이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제품 카테고리

모든 제품은 설치 또는 활성화 상태에 따라 Installation Center 내에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됩니다.  모든 제품의 현재 상태를 갱신하려면 메인 메뉴의 Refesh Product List(제품 목록
새로 고침) 항목을 사용합니다.
New Downloads(새 다운로드)
이 카테고리에는 사용자의 iLok 계정에 포함되어 있고 다운로드 준비가 완료된 제품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가 준비된 제품에는 아래쪽 화살표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 바로
아래에는 라이브러리 용량이 표시됩니다.

다운로드 용량을 초과하는 Play 라이브러리에는 “From HD” 문구가 표시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다음 링크에 표시된 하드 드라이브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http://www.soundsonline.com/CCC-PRO-HD

9

EASTWEST COMPOSERCLOUD

라이브러리에 다운로드가 진행 중인 경우 "x"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일시 정지가 가능하며,
Resume(계속)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Missing Sample Data(샘플 데이터 없음)
위치를 변경한 Play 라이브러리의 연결을 복원하려면 Locate(위치) 버튼을 클릭한 다음 해당
제품의 Instrument(악기) 폴더로 이동해 Choose(선택)를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제품에
샘플 데이터를 찾을 수 없는 경우 Installation Center의 메인 메뉴 옵션에서 설명한 Reconnect
Libraries(라이브러리 연결 복원) 항목(위 참고)을 이용합니다.

Installed Libraries(설치한 라이브러리)
체크 표시 아이콘은 해당 제품을 사용할 준비가 끝났음을 뜻합니다.

"iLok missing(iLok 없음)" 아이콘은 해당 제품이 활성화되었으나 라이선스가 포함된 iLok이
아직 연결되지 않은 경우 표시됩니다.  제품 라이선스가 저장된 iLok 키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More EastWest Products(다른 EastWest 제품 보기)
이 카테고리에는 내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EastWest 제품이 표시됩니다.

활성화 상태

만약 제품을 아직 활성화하지 않은 경우 Activate(활성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목록에서
제품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라이선스를 보관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제품 활성화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Activated(활성화됨)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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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Menu(도구 메뉴)

아래 하이라이트된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면 도구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Directory(경로 표시)

제품의 현재 라이브러리 위치를 표시합니다.

(De)Activate License(라이선스 활성화/비활성화)

현재 위치의 제품 라이선스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Download and Reinstall(다운로드 및 재설치)

제품의 라이브러리를 다시 다운로드하고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설치합니다. 제품의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된 경우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대한 설치만 진행합니다.

Locate Directory (and Reinstall) (경로 확인 (및 재설치))

Instruments(악기) 폴더의 위치를 찾아 Play의 Favorites(즐겨찾기) 대화 상자에 항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Locate Directory and Reinstall(경로 확인 및 재설치) 옵션을 이용하면 제품의
소프트웨어 구성요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합니다.

Update Instruments(악기 업데이트)

악기 파일을 호환성 개선 및 버그 수정 등이 포함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Restart Download(다운로드 재시작)

제품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설치 프로그램
기록과 부분적으로 다운로드한 파일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새로 다운로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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