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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V88   
ShurePlus MOTIV  iOS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콘덴서 마
이크

일반 설명
Shure MV88은 Lightning  커넥터를 사용하여 Apple  iOS 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품질의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두 개의 

마이크 캡슐이 미드 사이드 구성으로 배열되어 있어 조절 가능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제공하고 음악 및 연설을 포함한 다양한 집음에 적

합합니다. ShurePlus MOTIV 앱을 사용하면 디지털 신호 처리(DSP) 사전 설정 모드 선택, 게인 조절, 스테레오 폭 제어로 사운드를 사

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마이크
기존의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마이크 기법은 2개의 코인시던트 캡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소스를 직접 향하는 단일지향성 캡슐이고 

하나는 측면을 향하는 양방향성 캡슐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스테레오 폭을 조절하고 뛰어난 모노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MV88은 Lightning 커넥터가 장착된 iOS 장치와 호환됩니다.

컴팩트한 크기와 내구성
MV88은 경량 올메탈의 소형 구조로서 어디에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Shure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MV88도 현장에서의 안정

성을 보장합니다.

ShurePlus MOTIV 앱으로 녹음을 유연하게 제어
MOTIV 녹음 앱은 게인, 스테레오 폭, 사전 설정 모드 등의 MV88 설정을 제어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도 제공합니다.

기본 오디오 편집

오디오 추적용 Markers
저조도 녹음 환경을 위한 Dark Theme
모노 마이크 지원

모든 MOTIV 마이크 지원

Dropbox , AirPlay  및 Bluetooth  지원

여러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옵션

빠른 설정
MV88은 Lightning 커넥터가 있는 모바일 장치와 호환됩니다.

iOS 장치의 Lightning 커넥터에 마이크를 연결하십시오.

오디오 응용 프로그램 또는 ShurePlus MOTIV 녹음 앱이 열리고 MV88이 인식되면 MV88 하단의 LED가 켜집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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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가역 Lightning 커넥터를 사용하면 양쪽 방향으로 MV88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MOTIV 앱을 설치하고 엽니다.

앱은 마이크를 설정을 제어하고 즉시 녹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MOTIV 앱으로 오디오를 점검하고 MV88 설정을 조정합니다.

오디오 녹음을 최적화하려면 사전 설정 모드를 선택하거나 게인 및 스테레오 폭을 수동 조절합니다. 마이크 배치 정보는 “마이

크 조준” 항목을 참조하고 압축, 이퀄라이제이션 등과 같은 오디오 설정에 대한 내용은 “MOTIV 앱”을 참조하십시오.

녹음 전에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상태로 기기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설정하면 음성 통화나 앱의 오디오 알림 방해를 받지 않고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Record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MOTIV 앱을 사용한 시점의 설정을 유지합니다. 녹음 중에도 조절할 수 있으나 인위적 잡음을 방지하도록 

녹음 전에 설정을 테스트하십시오.

MV88 마이크 디자인
MV88은 2개의 캡슐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마이크 전면에서 직접 집음하는 단일방향성 캡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좌측과 우측에서 집음

하는 양방향성 캡슐입니다.

마이크 카트리지

마이크 조절
어떤 위치에서도 정확한 스테레오 레코딩을 위해 마이크 전면은 음원을 향하고 측면은 적절한 방향을 향하도록 위치시키십시오. 마이

크 배럴의 L 및 R 표시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위치로 배치하십시오.

마이크 피봇과 배럴을 90° 회전시킬 수 있어 원하는 위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 좌측-우측 채널 스왑 기능을 사용하여 스왑이 필요한 경우에 마이크의 위치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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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위치 조절하기

마이크 조준
이 단원은 대표적인 사용 사례에 대한 마이크 배치방법을 제시합니다. 주어진 소스를 레코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잊

지 마십시오. 마이크 배치방법 및 설정을 실험하여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팁: 마이크의 정확한 스테레오 방향을 간편하게 조절하려면 Shure 이름이 마이크 맨 위에 뚜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보

이지 않으면 배럴을 90° 회전시키십시오.

오디오 레코딩
어느 위치에서나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하고 왼쪽 및 오른쪽 측면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배치하십시오.

세로(수직)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하십시오. Lightning 커넥터를 사용하면 마이크를 양방향으로 장착할 수 있으므로, MV88의 좌측

과 우측이 적절한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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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평)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하십시오. Lightning 커넥터를 사용하면 마이크를 양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으므로, MV88의 좌측

과 우측이 적절한 방향을 향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인터뷰(테이블탑)
마이크의 한쪽 면이 대상을 향하고 다른 쪽 면이 인터뷰어를 향하도록 레코딩 장치를 편평한 면에 설치하십시오. MOTIV 앱에서 
MONO BIDIRECTIONAL 사전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비디오 인터뷰
대상(온카메라)과 인터뷰어(오프 카메라)의 음성을 모두 집음하려면 MOTIV 앱에서 MONO BIDIRECTIONAL 사전 설정을 선택하십시

오. 좌측과 우측이 각각의 사람을 향하도록 마이크를 위치시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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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레코딩(음성)
장치를 편평한 면에 설치하고 마이크를 입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주변 소음을 줄이려면 MOTIV 앱에서 MONO CARDIOID 사전 설정

을 선택하십시오.

헤드폰과 인라인 마이크 연결

헤드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

포함된 헤드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을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십시오.

레코딩 장치의 헤드폰 입력에 가는 연결이 필요한 경우. 큰 커넥터로 케이블을 통해 헤드폰과 이어폰을 연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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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폰의 인라인 마이크를 비활성화하는 경우. 케이블을 사용하면 헤드폰 인라인 마이크가 아닌 MV88에서만 사운드가 레코딩됩

니다.

MOTIV 앱
MOTIV 앱을 사용하여 마이크 설정을 변경하고 오디오를 녹음, 편집 및 공유합니다. 장치는 녹음할 때마다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가

장 최근에 사용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팁: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를 켜서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에 의해 녹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비게이션 바에서 장치를 눌러 장치 설정 탭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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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설정

마이크 설정

① 연결된 마이크 상태 연결된 MOTIV 마이크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② 입력 미터 입력 신호의 강도와 해당 신호가 모노인지, 스테레오인지를 표시합니다. 가장 큰 피크는 목표 범위(–12dB ~ 0dB 사이의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범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③ 마이크 게인/모니터링 게인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음원의 볼륨에 맞춥니다. 조정할 때 헤드폰 아이콘을 눌러 입력 모니터를 켭니다.

④ 사용자 지정 프리셋 캐럿(^)을 눌러 저장된 프리셋을 신속하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저장 버튼을 눌러 현재 설정을 새 사용자 

정의 프리셋으로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참조하십시오.

⑤ 프리셋 모드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스테레오 폭,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을 설정하는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정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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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극성 패턴 선택 밀어서 Stereo, Mono Cardioid, Mono Bidirectional 또는 Raw Mid-Side 픽업 패턴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스

테레오 마이크 집음 영역의 폭을 조절합니다.

팁: 폭을 조절할 때 마이크 위치와 소스 크기를 고려하십시오. 예를 들어, 대규모 오케스트라나 앙상블 레코딩의 경우 폭이 넓은 스테레

오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각 악기의 분리를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연설과 같은 기타 용도의 경우 폭이 좁은 것이 주변(녹음실) 사운

드를 거부하여 명료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합니다.

⑦ 고급 기능 먼저 프리셋 모드를 선택한 다음 고급 컨트롤을 사용하여 오디오 녹음을 미세 조정하고 사운드를 입력합니다. 설정은 마이

크에 유지됩니다. 이러한 기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급 기능", "바람 소리 감소" 및 "왼쪽-오른쪽 채널 스왑"을 참조하십

시오.

프리셋 모드
5가지 선택 가능한 모드는 게인, 스테레오 폭,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마이크 수준을 설정하고 사운드에 가장 적

합한 모드를 시도합니다. 사전 설정 모드는 입력 신호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마이크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

연설

(Speech
)

연설
좁은 스테레오 폭은 주변 소음을 거부하고, 이퀄라이제이션은 명료도 및 풍부함을 강

조하고, 압축을 부드럽게 합니다.

노래
솔로 또는 그룹 보컬 공연

이퀄라이제이션이 섬세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풍부함과 명료도를 더하여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재현합니다.

플랫 모두
처리되지 않은 신호(이퀄라이제이션 또는 압축 설정을 사용하지 않음). 레코딩 후 오

디오 처리 시 유연성을 더합니다.

어쿠스틱

어쿠스틱 악기와 조용한 음

악

압축이 투명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볼륨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방음 통로를 전달합니

다. 이퀄라이제이션은 디테일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전달합니

다.

라이브 공연과 더 큰 소리

의 음원

넓은 스테레오는 소스 간 분리도를 높입니다. 이퀄라제이션으로 악기 사운드를 혼잡

하게 만들 수 있는 주파수를 줄여 해상도를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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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

큰 소리

사용자 지정 프리셋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 설정에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프리셋 모드로 시작합니다.
압축과 같이 선명도와 일관성을 위해 고급 설정을 조정합니다.
저장을 탭하여 새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원래 사전 설정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저장된 프리셋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프리셋 행의 캐럿(화살표)을 눌러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봅니다.
사용자 지정 프리셋 이름과 프리셋 적용을 눌러 게인, 스테레오,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 기본 설정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팁:저장을 눌러 언제든지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극성 패턴 선택(스테레오 및 모노 설정)
다음은 마이크 캡슐 픽업 패턴을 보여줍니다. 모노 모드로 작동할 경우 스테레오 폭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전면 = 켜짐

측면 = 켜짐

모노 단일방향성
전면 = 켜짐

측면 = 꺼짐

모노 양방향성
전면 = 꺼짐

측면 = 켜짐

로우 미드 사이드

전면 = 켜짐

측면 = 켜짐

자세한 내용은 “로우 미드 사이드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로우 미드 사이드 출력
처리 후 유연성을 높이려면 Raw Mid-Side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이 설정은 트랙이 녹음된 후에도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2
채널 신호를 녹음합니다.

왼쪽: 단일방향성(전면)
오른쪽: 양방향성(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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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Raw Mid-Side 설정은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매트릭스 디코더가 있는 오디오 녹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합니다. 또는 수동 디코딩 지

침을 사용하여 녹음된 트랙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수동 디코딩 및 스테레오 폭 조절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DAW)에 미드 사이드 디코더가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정하고 

조작하십시오.

2채널 Raw Mid-Side 파일에서 좌측 오디오 신호와 우측 오디오 신호를 개별 모노 트랙으로 추출합니다.
3개의 빈 오디오 트랙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트랙:좌측 채널의 오디오 신호(전면/단일방향성)를 중앙으로 전개되는 모노 트랙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트랙:우측 채널의 오디오 신호(측면/양방향성)를 왼쪽 전체로 전개되는 모노 트랙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의 측면/양방향성 신호를 복사합니다. 이 트랙을 우측 전체로 전개하고 단계를 역으로 진행합니

다.
오른쪽 및 왼쪽 트랙을 그룹화하고,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볼륨 수준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룹화된 트랙의 볼륨을 높

이면 스테레오 폭이 넓어지고, 볼륨을 낮추면 폭이 좁아집니다.

고급 팁: 그룹화된 트랙에서 빠른 연주 설정으로 압축하기를 사용하면 과도기(드럼 스틱이 심벌즈를 칠 때와 같이 사운드의 첫 부분)가 스테레오 이미지의 중심으로 유지

되고 스테레오 필드 내에서 사운드 감쇠로 확대됩니다.

로우 미드 사이드 오디오의 수동 디코딩

고급 마이크 설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리셋 모드를 선택한 후 리미터, 압축기 및 이퀄라이저 컨트롤을 사용하여 녹음 사운드를 미세 조정합니다. 다른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마이크에서 이 설정이 유지됩니다.

리미터
리미터를 켜서 입력 임계값을 설정하고 녹음의 볼륨 피크 왜곡을 방지합니다.

Compressor
음원이 동적일 때 볼륨을 조절하려면 압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가벼운 압축 또는 무거운 압축을 선택합니다. 압축기는 동적 범위를 좁히

지만, 조용한 신호는 강화되고 시끄러운 신호는 약해집니다.

바람 소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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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소리 감소 기능은 환경 잡음에 의한 럼블을 감소시키는 저주파수 차단 필터를 활성화시킵니다. 포함된 폼 바람막이를 바람 소리 감

소와 함께 사용하면 럼블과 폭발음(공기가 마이크를 강타하는 파열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를 더욱 줄이려면 포함된 폼 바람막이에 조립되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Rycote  Windjammer를 사용하십시오.

좌측-우측 채널 스왑

스테레오 녹음의 경우, 좌측-우측 스왑을 사용해 왼쪽 및 오른쪽 오디오 채널을 뒤집어 스테레오 이미지를 비디오와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 비디오를 사용할 때입니다.

팁: 마이크 배럴의 L 및 R 표시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좌측-우측 스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DSP 변경을 들으려면 프리셋 모드를 바꾸고,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강화하거나 절단하여 사운드 선명도를 개선합니

다.

참고: 사전 설정 내에서의 이퀄라이제이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설정 상태 표시줄의 이퀄라이저 그래픽은 사용자가 선택한 이퀄라이제이션을 표시합니다.

Settings EQ를 눌러 이퀄라이저를 액세스합니다. 이퀄라이제이션 변경사항이 이퀄라이저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EQ는 프리셋 모드 변경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녹음

네비게이션 바의 Record를 눌러 녹음 버튼 및 시간 표시줄에 액세스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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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설정

① 연결된 장치 상태 상태는 연결된 MOTIV 장치의 모델명을 표시합니다.

② 설정 상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고급 설정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③ 마이크/헤드폰 게인 음원의 볼륨에 맞게 조정합니다. 수준이 목표 범위(입력 미터의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범위)에 속하도록 조절할 

때 입력 미터를 모니터링합니다.

④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레코딩 중 사운드의 파형을 표시합니다.

스테레오 녹음: 파형 전체가 표시됩니다.
모노 녹음: 파형의 반이 표시됩니다.

⑤ 남은 녹음 시간 녹음 장치에 남은 녹음 가능 시간을 표시합니다.

⑥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⑦ 트랙 정보 현재 녹음의 이름, 파일 유형 및 크기를 표시합니다.

⑧ 레코딩 제어 표시줄 Marker 버튼, Record/Pause 버튼, Done 체크 표시 버튼.

주: 최대 녹음 파일 크기는 2GB로, 약 2시간의 녹음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제한은 앱 성능 극대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녹음하면 두 번째 파일이 생

성됩니다.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녹음 창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설정을 찾습니다. 다운로드용 연설 또는 팟캐스트 녹화 등 작은 

파일 용량이 유용한 경우 낮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음악 및 동적인 레코딩에는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체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MOTIV는 24/48kHz로 오디오를 녹음합니다. 그러나 다음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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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kHz

24 44.1kHz

16 48kHz

16 44.1kHz

녹음 팁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를 켭니다.
MOTIV 장치를 iOS 장치에 연결하면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음성 통화, 메시지 

및 여러 알림 방해를 받지 않고 녹음하려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참고: 오디오 파일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려면 비행기 모드를 꺼두어야 합니다.

모노로 녹음
녹음 가능 시간을 늘리거나 보컬처럼 주변 소음이 적어야 좋은 단일 음원을 녹음할 때는 모노로 녹음하십시오. Mono Cardioid 또는 
Mono Bidirectional 극성 패턴을 선택하고 모든 캡슐의 오디오를 한 채널로 서밍합니다. 입력 미터에 파형의 상단 반이 표시되며 모노 

녹음을 가리킵니다. MOTIV는 모노 녹음 시 타사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스테레오로 녹음
MV88 배럴은 힌지에서 앞으로 45도로 회전하여 세로 또는 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마이크의 스테레오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L과 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Shure 로고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확함을 뜻합니다.

Dark Theme 사용
Dark 화면 옵션을 선택하여 앱 디스플레이를 연회색에서 매우 진한 회색으로 변경합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섬세하게 레코딩하려면 더 

어두운 디스플레이가 좋습니다. 더 어두운 화면은 배터리 수명도 늘려줍니다.

Menu > Settings > Appearance로 이동하여 테마 모양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연 포착
전체 음원을 포착하도록 하려면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레코딩을 시작하고 나중에 레코딩을 편집하여 무음 부분을 잘라냅니다.

주: 레코딩 도중 마이크 연결이 우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MOTIV에서 레코딩을 자동으로 중지합니다. 오디오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라는 파일 저장 대화 상자가 나

타납니다.

기록하는 동안 화면이 켜져 있게 합니다
기록하는 동안 화면이 켜져 있게 합니다 옵션을 선택하여 화면을 어둡게 하지 않고 오랜 레코딩 세션 중 게인 레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습니다.

Menu > Settings > Keep Screen Awake During Recording으로 이동하여 화면이 켜져 있게 하기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주: 레코딩 중 슬립 모드를 비활성화하면 배터리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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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라이브러리

① 라이브러리 검색/정렬/선택

검색: 파일 이름 또는 파일 형식으로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검색합니다.
정렬: 정렬 아이콘을 탭하여 이름, 날짜, 크기 또는 파일 유형별로 파일을 정리합니다.
화면 맨 아래의 파일 공유 섹션에서:Select 버튼을 사용해 변환, 공유하거나 삭제할 1개 또는 다수 녹음을 선택합니다.

② 정렬 순서 트랙을 순서 또는 역순으로 표시하려면 캐럿을 탭합니다.

③ 트랙 목록 레코딩한 트랙 목록을 표시합니다.

④ 최근 삭제됨 최근 삭제된 파일은 30일 동안 여기에 저장됩니다. 파일 복구 방법을 알아보려면 최근 삭제된 파일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⑤ 오디오 플레이어 바

트랙 이름을 눌러 재생 창을 엽니다.
편집 가위 아이콘을 눌러 파일 편집기에 액세스합니다.
녹음을 재생한 후 일시 정지합니다.
점 세 개를 눌러 파일의 이름 바꾸기, 공유, 파일 형식 변환, 아트워크 추가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수 파일 변환
Shure MOTIV를 사용하여 다수의 파일을 한 번에 변환, 공유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WAV 파일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내 레코딩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Select를 누릅니다.
변환하려는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 옆에 파란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변환 옵션을 표시하려면 Save As를 누릅니다. 파일을 변환하면 새 파일이 내 레코딩 목록에 추가됩니다.

재생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트랙 이름을 두 번 눌러 재생 창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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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트랙 정보 파일 형식, 비트 깊이, 샘플 레이트 및 스테레오나 모노를 포함하여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② 트랙 아트워크 MOTIV 아트워크를 보관합니다. 또는 장치에 있는 사진의 이미지로 아트워크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트랙 아트워크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③ 파일 정보 레코딩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용한 마이크를 표시합니다.

④ 재생 시간 표시줄 재생 진행에 따른 트랙에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경과한 시간과 남은 시간은 시간 표시줄 아래에 표시됩니다.

⑤ 재생 컨트롤 트랙을 Edit, Rewind, Play/Pause, Fast-Forward, and Loop합니다.

가로 보기에서 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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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편집

각 트랙의 컨트롤 편집에 액세스하려면 Edit 을 누릅니다.

MOTIV 편집기를 사용해 친구와 공유하거나 온라인에서 공유하기 전에 녹음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편집 모드 옵션은 두 가지입니다.

Split Mode에서는 긴 오디오 파일을 하나 이상의 개별 트랙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드는 긴 공연을 레코딩한 후 다른 섹션

을 각각 듣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Trim Mode에서는 레코딩한 트랙의 시작과 끝을 잘라낼 수 있습니다.

시간 표시줄 이동
시간 표시줄 주변을 이동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표시줄을 두 번 눌러 플레이헤드를 현재 보기로 가져옵니다.
마커를 사용하여 플레이헤드를 특정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빨간색 플레이헤드 바를 눌러 시간 표시줄의 새 지점으로 드래그합니다.

Play를 눌러 선택한 지점에서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집어서 모으면 축소됩니다. 벌리면 확대됩니다.

파형을 더 보려면 편집기에서 가로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루프 생성

선택한 오디오를 분리해 반복하려면 루프를 만드십시오.

루프 버튼을 선택하고 전체 트랙을 선택합니다. 강조된 파란색 영역의 파형이 루프 처리됩니다.
시간 표시줄의 마커를 선택하고 드래그하여 루프를 조정합니다.
Play를 눌러 루프를 듣고 최상의 사운드를 찾을 때까지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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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

마커는 녹음의 특정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오디오 북마크입니다. 재생 시작 및 중지 지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참조하는 

데 유용합니다. Split 모드에서 사용한 경우 마커 위치로 파일의 분할 지점을 결정합니다. 마커는 시, 분, 초, 밀리초(00:00:00:00)로 식

별되지만, 마커 사이의 시간 간격은 최소 1초 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음 모드의 마커
마커 추가: Marker 버튼을 눌러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삽입합니다.

편집 모드의 마커
오디오 트랙의 시작 및 종료 마커와 함께 마커 목록이 열립니다.

특정 지점에서부터 재생: 마커를 눌러 해당 마커 지점에서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마커 추가: 플러스(+) 기호를 눌러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삽입합니다.

마커 이동: 기존 마커를 눌러 시간 표시줄의 새 위치로 드래그합니다.

마커 목록 사용: 목록에 있는 마커를 눌러 해당 위치로 플레이헤드를 옮깁니다.

마커 이름 변경: 목록에서 마커 라벨을 길게 누릅니다.

마커 삭제: 목록에 있는 마커를 왼쪽으로 밀면 삭제 옵션이 표시됩니다.

편집기

①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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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③ 향상 토글 향상 기능을 켜고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④ 미러 페이드 토글 인트로 및 아웃트로 페이드 곡선을 대칭으로 만들려면 미러를 켭니다.

⑤ 마커 추가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추가하려면 + 기호를 탭합니다.

⑥ 마커 목록 모든 녹음은 시작 및 종료 마커로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커"에서 확인하십시오.

트림 모드로 편집
트림 모드는 오디오 트랙의 시작 및 종료에서 여분의 공간을 트림하는 데 사용됩니다.

My Recordings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Edit 아이콘을 눌러 편집기를 엽니다.
파란색 선이 트랙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을 나타냅니다. 파란색 선을 선택하고 끌어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조정합니다.
루프를 선택하여 원 안에서 루프를 재생하면 편집을 확약하기 전에 트랙을 들을 수 있습니다.

팁: iOS 장치에서 마지막 작업 실행을 취소하려면 장치를 흔드십시오. 마지막 작업 실행 취소 또는 취소를 묻는 팝업이 표시됩니다.

분할 모드로 편집

①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③ 향상 토글 향상 기능을 켜고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④ 마커 추가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추가하려면 + 기호를 탭합니다.

⑤ 마커 목록 모든 녹음은 시작 및 종료 마커로 시작합니다. 시간, 분, 초 및 밀리초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커"에
서 확인하십시오.

주: 시간 표시줄을 두 번 눌러 위치를 확대합니다.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확대 길이는 2초입니다. 가장 크게 확대하고 난 후 두 번 누르면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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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파일을 작게 나누고 싶은 긴 오디오 파일이 있을 경우 분할 모드를 사용합니다. 원래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편집된 파

일을 생성합니다.

My Recordings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Edit 아이콘을 눌러 편집기를 엽니다.
오디오를 분할하려는 지점에 마커를 놓습니다.
Split을 선택합니다.
원래 파일 형식을 유지하거나 새 형식을 선택합니다.
MOTIV 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되, 새로 분리된 트랙 이름에 번호를 추가합니다. 분할 모드로 트랙을 반으로 나누면 이제 내 레

코딩에 트랙 3개가 표시됩니다. 원래 트랙은 그대로 두고 Split으로 생성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랙을 편집합니다.

MOTIV 녹음 공유

카메라 롤에 저장
iOS 장치 카메라 롤에서 쉽게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파일로 오디오를 변환합니다.

내 레코딩에서 변환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Share 버튼을 선택합니다.
Save to Camera Roll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변환되며 큰 파일은 변환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주: 처음으로 카메라 롤에 저장하면 앱과 앱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 허용 요청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우발적으로 요청을 무시한 경우 iOS 장치 설정에

서 항상 액세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허용하면 카메라 롤에 MOTIV 폴더가 생성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카메라 롤에 저장되었으며 트랙을 공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알림이 수신됩니다.

트랙 아트워크 사용자 지정
레코딩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 레코딩 탭에서 아트워크가 필요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옆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파일을 보려면 아트워크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선택합니다. 아트워크를 변경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Dropbox 에 저장
Dropbox에 MOTIV 파일을 저장하여 백업 사본을 보관하거나 iOS 장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십시오.

MOTIV 앱을 열고 My Recordings로 이동합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1개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공유와 Dropbox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주: MOTIV와 Dropbox 간의 액세스를 승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Allow” 선택하면 Dropbox에 MOTIV 폴더가 생성되며 앱이 연결됩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주: 큰 파일은 업로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Dropbox에 업로드되었으므로 녹음 백업 사본을 저장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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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가 있는 AirDrop
MOTIV를 사용해 선택한 연락처에 AirDrop WAV 파일 기능을 지원합니다.

MOTIV 앱을 열고 My Recordings로 이동합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1개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공유와 더 보기를 차례로 선택하여 AirDrop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iTunes에 저장
iTunes를 사용해 데스크톱 컴퓨터와 iOS 장치 간에 오디오 파일을 쉽게 전송하십시오.

iOS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iTunes를 엽니다.

주: iTunes의 가장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장치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설정 열에서 “앱”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하단의 파일 공유 선택에서 MOTIV를 선택합니다. 가장 오른쪽 스크롤 바를 사용해 가장 아래까지 스크롤해야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MOTIV 문서가 표시됩니다.

저장하려는 녹음 파일을 강조 표시한 후 “다음에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주: 큰 파일은 업로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었으므로 iTunes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 파일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MOTIV 앱으로 오디오를 업로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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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MV88이 꽂혀있으나 볼륨 미터가 

신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SETTINGS > PRIVACY > MICROPHONE 아래에서 레코딩 장치에 대한 개인정보 설정을 편집

하여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MOTIV 앱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MV88이 꽂혀있으나 마이크가 감

지되지 않습니다.
상태 바에 마이크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마이크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십시오.

MV88의 LED 조명이 보이지 않음

LED는 MV88 바닥에 있습니다. Lightning 커넥터를 사용하면 마이크를 어느 한 방향으로 연결

할 수 있으므로, 장치의 LED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분리하고 뒤집어서 다시 

연결한 후 마이크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디오 사운드가 불량하거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MV88에서 오디오를 수신하려면 MV88을 뽑았다가 다시 꽂으십시오. 마
이크가 올바르게 배치되면 화면의 왼쪽 상단에 Shure MV88이 표시됩니다.

헤드셋을 연결하면 오디오 품질이 

변합니다.

인라인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은 MV88을 오디오 장치로 재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인한 간섭을 차단하려면 포함된 헤드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헤드셋부터 먼

저 꽂고 MV88은 마지막에 꽂아야 합니다.

오디오 왜곡
오디오 미터를 사용하여 볼륨 피크가 목표 범위(회색 영역) 내에 있도록 하십시오. 수준이 입력 

미터의 빨간색 피크 표시기에 도달하면 게인을 낮추십시오.

좌측/우측 스테레오 채널이 비디

오와 일치하지 않음

레코딩 장치의 방향에 따라, MOTIV 설정에서 좌측-우측 스왑을 작동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오
디오가 레코딩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왼쪽과 오른쪽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iOS
iOS: iOS 14 이상

iPhone: iPhone 6s 이상

iPod Touch: 7세대

iPad: iPad 5세대 이상

iPad Mini: iPad Mini 4세대 이상

사양
MFi 인증

예

DSP 모드(사전 설정)
발언/노래/어쿠스틱/큰 소리/플랫

변환기 유형

카디오이드 (10 mm)/양방향성 콘덴서 카트리지 (1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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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패턴

가변 폭 스테레오/모노 양방향성/모노 단일방향성/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원칙

미드 사이드

주파수 응답

20 Hz ~ 20,000 Hz

조정가능한 게인 범위

0 ~ +36 dB

감도

-37 dBFS/Pa 1 kHz에서 [1] [2]

Maximum SPL
120 dB SPL [2]

리미터

예

압축기

예

이퀄라이저

5개 대역

전력 사양

Lightning 커넥터를 통한 전원 공급

외장 케이스

올메탈 구조

순중량

40.5 g (1.43oz.)

크기

67 x 25 x 35 mm 높이 x 폭 x 깊이

[1] 1 Pa=94 dB SPL

[2]최소 게인, 플랫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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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  kHz

24 44.1  kHz

16 48  kHz

16 44.1  kHz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MV88 폼 윈드스크린 AMV88-WS

MV88 운반 케이스 AMV88-CC

액세서리 선택 사양
MV88용 Rycote Windjammer AMV88-FUR

1 m Lightning 케이블 AMV-LTG

교체용 부품
MV88 폼 윈드스크린 AMV88-WS

MV88 운반 케이스 AMV88-CC

헤드폰 모니터 어댑터 케이블 95A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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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2.

인증

사용자 정보
본 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

정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림: FCC 규정에서는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에서 설치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

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판매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Industry Canada ICES-003 규정준수 레이블: CAN ICES-3(B)/NMB-3(B)

주: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CE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수입업체/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EMEAsupport@shure.de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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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for Apple 배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배지에 명시된 Apple 제품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으며 Apple 성능 표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개발자가 인증했음을 의미합니다. Apple은 이 장치의 작동 또는 안전 및 규제 표준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Apple, iPad, iPhone, iPod 및 Lightning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tvOS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상
표 “iPhone”은 Aiphone K.K.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일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Mac  및 Lightning은 Apple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Dropbox 및 Dropbox 로고는 Dropbox, Inc.의 상표입니다.

ShurePlus MOTIV는 Dropbox, Inc.와 제휴 또는 후원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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