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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ure Android audio recording app, ShurePlus MOTIV,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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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Plus MOTIV   
ShurePlus MOTIV  Recording App for Android

일반 설명
ShurePlus MOTIV 앱은 Android 기기에 대해 즉각적인 레코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마이크 설정을 조정하고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를 

레코딩합니다. 그런 다음, 문자, 이메일, Google Drive  등을 통해 파일을 공유합니다.

기능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게인 설정 포함하는 유연한 레코딩 제어

어둡고 밝은 디스플레이 옵션

모노 및 스테레오 USB 오디오 장치 지원

Bluetooth  재생 지원

여러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옵션

MOTIV 마이크에서 사용할 때의 프리셋 모드 옵션

마이크 연결이 끊기는 경우에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합니다.

빠른 설정
Android 장치의 USB 입력에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MOTIV 장치의 LED가 켜집니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엽니다.

연결할 때마다 Android에서 외부 장치 사용 권한을 요청합니다. "이 USB 장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용"을 선택합니다.

레코딩 전에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를 켭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 또는 알림이 와도 레코딩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레벨을 확인하고 마이크 설정을 조정합니다.

프리셋 모드를 선택하거나 마이크 게인을 수동 조절합니다. 고급 기능에 대한 정보는 "고급 마이크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레코딩을 시작합니다.

팁: 레코딩 중에도 게인을 조정할 수 있으나 가청 인공물을 방지하기 위해 레코딩을 누르기 전에 설정을 테스트하십시오.

마이크 설정
MOTIV 장치에 연결되면 마이크 설정 화면에서 프리셋과 고급 설정에 접속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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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뉴

점 세 개를 눌러 앱 설정, 버전 정보, 사용 설명서에 접속합니다.

② 연결된 장치 상태

연결된 MOTIV 장치의 모델 이름을 표시합니다.

③ 고급 설정 상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고급 설정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④ 입력 미터

입력 신호의 강도를 표시합니다. 가장 큰 피크는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목표 범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⑤ 프리셋 모드

특정 응용에 대한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을 설정하려면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설정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⑥ 마이크 게인

수준이 목표 범위(입력 미터의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범위)에 속하도록 게인을 조정합니다.

⑦ 고급 설정

리미터, 압축 제어기, 이퀄라이제이션 설정을 통해 오디오를 미세 조절합니다. 다른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마이크 

레벨과 설정은 유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마이크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⑧ 네비게이션 바

눌러서 Mic Setup, Record, My Recordings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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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셋 모드
5가지 선택 가능 모드로 게인, 스테레오 폭,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에 대한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마이크 레벨을 설정한 후 모드를 사

용해 보고 가장 적합한 소리를 찾습니다. 프리셋 모드는 입력 신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프리셋 변경 후 필요에 따라 마이

크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

연설
연설

좁은 스테레오 폭은 주변 소음을 거부하고, 이퀄라이제이션은 명료도 및 풍부함을 강조하고, 압축을 부

드럽게 합니다.

노래

솔로 또는 그룹 보

컬 공연

이퀄라이제이션이 섬세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풍부함과 명료도를 더하여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재현합

니다.

플랫
모두

처리되지 않은 신호(이퀄라이제이션 또는 압축 설정을 사용하지 않음). 레코딩 후 오디오를 처리할 때 

유연성을 추가합니다.

어쿠

스틱

어쿠스틱 악기와 조

용한 음악

압축이 투명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볼륨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방음 통로를 전달합니다. 이퀄라이제이

션은 디테일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전달합니다.

큰 

소리

라이브 공연과 더 

큰 소리의 음원

소스간 분리도를 높히는 넓은 스테레오. 이퀄라이제이션은 악기 소리를 혼잡하게 만들 수 있는 주파수

를 줄임으로써 해상도를 개선합니다.

고급 마이크 설정
프리셋 모드를 선택하고 나서, 리미터, 압축기, 이퀄라이저 설정을 사용해 사운드를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오디오 및 비디오 레

코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마이크에서 이 설정이 유지됩니다.

리미터
리미터를 켜거나 꺼서 레코딩의 볼륨 피크 왜곡을 방지합니다.

압축기
음원이 동적일 때 볼륨을 조절하려면 압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가벼운 압축 또는 무거운 압축을 선택합니다. 조용한 신호는 강화되고 시

끄러운 신호는 약해집니다.

이퀄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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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고: 프리셋 내의 이퀄라이제이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설정 상태 표시줄의 EQ 아이콘에는 사용자가 선택한 이퀄라이제이션이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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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라이제이션 변경사항이 이퀄라이저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EQ는 프리셋 모드 변경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Record
Access the Record screen for instant recording control.

① Menu
Tap the three dots to access app settings and version information, and the user guide.

② Connected Device Status
Displays the model name of the connected MOTIV device.

③ Advanced Settings Status
Displays the icons for the advanced settings currently enabled.

④ Input Meter
Displays the strength of the input signal. The loudest peaks should fall within the target range indicated by the shaded 
region.

⑤ Mic Gain
Adjust gain to ensure that levels are in the target range indicated by the shaded region of the input meter.

⑥ Timeline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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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s the waveform of the sound while recording.

⑦ Record Time Remaining/ Bit Depth and Sample Rate
Displays the drop-down menu to select bit depth and sample rate. Refer to the "Bit Depth and Sample Rate" topic for more 
information. During recording, the record time remaining is displayed.

⑧ Track Information
Displays the name, file type, and size of the current recording.

⑨ Record Controls
One button for Record/Pause and a Done check button to save your recording.

The MOTIV app automatically names files with the date and time of the recording. Save the file with the name of your choice, 
or use the automatic time stamp to identify the file and rename it later.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시간 표시줄 아래 레코드 창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설정을 찾습니다. 다운로드용 연설 또는 팟캐

스트를 레코딩할 때와 같이 비교적 작은 파일에는 낮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음악 및 동적인 레코딩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샘플 레

이트를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앱은 24/48 kHz에서 오디오를 레코딩합니다. 다음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가 지원됩니다. 하지만 일부 Android 휴대폰 모

델에 따라 특정 샘플 레이트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샘플 레이트가 표시됩니다.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  kHz

24 44.1  kHz

16 48  kHz

16 44.1  kHz

녹음 팁

알림 끄기
MOTIV 장치를 Android 장치에 연결하면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모드를 활성화

하면 레코딩에 잡음을 더하게 되는 휴대폰 통화, 메시지, 알림으로 인한 간섭이 방지됩니다. Android 장치에서 통화를 할 수 없고, 이와 

동시에 USB 오디오를 레코딩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레코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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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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 선택
Shure MOTIV 앱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레코딩하는 경우, 레코드를 누르기 전에 화면 방향을 가로 또는 세로로 설정합니다.

My Recordings
View and manage your recorded files in the My Recordings screen. Here you can listen to and edit your files, then share them 
with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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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Track List
Displays your list of recorded tracks.

② Select
Tap Select to perform share, convert, and delete functions on multiple files at a time.

③ Advanced Menu
Tap the three dots in the audio player to access advanced menu options.

Rename: Rename your audio files.
Share: Share files to connected apps in your device.
Convert: Convert WAV files to AAC.
Add Artwork: Attach an image to your audio file.
Delete: Delete unwanted files.

Note: Deleted recordings are unrecoverable.

④ Audio Player Bar
Tap the Play button to play back and pause recordings. Or tap the bar to bring up the Playback window.

파일 공유
레코딩 파일을 내보낸 후 소셜 미디어에서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장치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유 옵션은 Google Drive, 
Gmail, SoundCloud , Dropbox , Android Beam 등 설치된 애플리케이션과 Android 장치에서 사용 가능한 하드웨어 기능에 따라 달

라집니다.

팁: 공유하기 전에 대형 WAV 파일을 AAC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My Recordings를 누릅니다.
공유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점 세 개를 누른 후 Share 버튼을 누릅니다. 대화상자가 열리고 공유 옵션이 나타납니다.

주: MOTIV와 다른 앱 간의 액세스를 승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Allow"를 선택하면 해당 앱과 연결됩니다.

선택한 앱에 파일이 나타납니다. Gmail에서 첨부 파일로 표시하거나 Soundcloud에서 새 포스트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큰 파

일은 업로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앱이 열리지만 첨부 파일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이 파일은 너무 커서 공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 변환
형식이 같은 파일만 동시에 변환할 수 있습니다.

주: 변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원 소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레코딩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Select를 누릅니다.
변환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 옆에 파란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르고 Convert를 눌러 파일을 AAC 파일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새 파일이 내 레코딩 목

록에 추가됩니다.

파일 삭제
내 레코딩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Select를 누릅니다.
삭제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 옆에 파란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Delete를 누르면 여러 파일이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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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 레코드를 삭제한 후에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생
오디오 플레이어 바를 눌러 재생 화면에 액세스하여 트랙 정보를 확대 표시합니다.

① 돌아가기

캐럿(^)을 눌러 내 레코딩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② 트랙 정보

제목, 파일 형식, 비트 깊이, 샘플 레이트 및 트랙이 스테레오인지, 모노인지 등 현재 재생 중인 트랙 정보가 표시됩니다.

③ 트랙 아트워크

고유한 트랙 아트워크를 추가하거나 MOTIV 도상학을 사용하여 레코딩을 동반합니다.

④ 레코딩 기록

트랙 레코딩 및 마이크 사용 시간과 날짜를 표시합니다.

⑤ 고급 메뉴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점 세 개를 눌러 고급 메뉴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이름 변경: 오디오 파일 이름을 변경합니다.
공유: 장치에서 연결된 앱과 파일을 공유합니다.
변환: WAV 파일을 AAC로 변환합니다.
아트워크 추가: 오디오 파일에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삭제: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파일 삭제”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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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재생 시간 표시줄

시간 표시줄은 트랙의 진행 위치를 표시합니다. 시간 표시줄에서 아무 곳이나 누르면 이 시점부터 재생됩니다. 경과한 시간과 남은 

시간은 시간 표시줄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⑦ 재생 컨트롤

트랙을 Edit, Rewind, Play/Pause, Fast-Forward 및 Loop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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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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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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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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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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기

①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②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를 선택합니다.

③ 마커 목록 모든 녹음은 시작 및 종료 마커로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커"에서 확인하십시오.

④ 마커 추가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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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레코딩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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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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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모드로 편집

①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②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를 선택합니다.

③ 재생 제어 트랙을 루프, 되감기, 재생/일시중지하거나 트랙에 책갈피 추가합니다.

④ 마커 목록 항목 시간, 분, 초, 밀리초로 이름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오디오 파일을 작게 나누고 싶은 긴 오디오 파일이 있을 경우 분할 모드를 사용합니다. 원래 파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 편집된 파

일을 생성합니다.

내 레코딩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편집 아이콘을 눌러 편집기를 엽니다.
오디오를 분할하려는 지점에 마커를 놓습니다.
분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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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로 생성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랙을 편집합니다.

주: 시간 표시줄을 두 번 눌러 위치를 확대합니다. 가장 근접할 수 있는 확대 길이는 2초입니다. 가장 크게 확대하고 난 후 두 번 누르면 축소됩니다.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MOTIV 장치를 꽂아도 장치는 점등되

지 않고 앱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케이블이 올바른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OTIV 장치를 Micro-B USB 케이

블, On-The-Go (OTG) 케이블, Android 장치 순으로 연결합니다.

마이크가 꽂혀있으나 볼륨 미터가 신

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상태 바에 마이크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마이크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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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책

마이크를 다시 꽂았으나 볼륨 미터가 

신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MOTIV 장치의 계속 표시등이 꺼져 있으며 휴대폰에서 충분히 전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

습니다. 장치 설정을 확인하여 USB 전원을 활성화합니다. 연결 케이블이 OTG(On-The-
Go) 케이블인지 확인합니다.

오디오 사운드가 불량하거나 먼 거리

에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마이크에서 오디오를 수신하려면 마이크를 뽑았다가 다시 꽂으십시

오. 마이크를 올바르게 꽂으면 화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Shure MOTIV 마이크가 나타납

니다.

오디오 왜곡
오디오 미터를 사용하여 볼륨 피크가 목표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수준이 입력 미터

의 붉은색 피크 표시기에 도달하면 게인을 낮추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Android
다음을 지원하는 Android 장치와 호환됩니다.

Android Oreo 8.0 이상

≥ 100 mA의 USB 호스트 전력 요구사항

USB 오디오 등급 1.1 이상 지원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주: 지원되는 Android 장치에 대한 정보는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권장되는 Android 장치에 대한 정보는 https://wwww.shure.com/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인증

Android 호환성
본 장비는 USB 오디오 클래스 2.0과 USB-C 연결을 지원하는 Android 장치와 호환됩니다. 일부 Android 기기와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입니다.

Android용 ShurePlus MOTIV 앱은 Dropbox, Inc.와 제휴 또는 후원받지 않습니다.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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