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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향성 콘덴서 마이크

The Shure half-cardioid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BETA91A, user guide.
Version: 3.1 (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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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91A   
반지향성 콘덴서 마이크

일반 설명
Shure Beta 91A 는 킥 드럼, 피아노 및 기타 전통적인 저 주파수 악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베이스가 견고한 환경에 

맞춤 설계된 이 마이크는 강력한 저주파수 응답과 통합된 프리앰프, 그리고 간단한 설치와 스테이지의 번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XLR 
연결을 특징으로 합니다. Beta 91A 는극도로 높은 음압 레벨 (SPL)에서도 스튜디오급 음질을 위해 뛰어난 어택과 펀치를 결합합니다.

특징
Shure의 품질, 내구성 및 신뢰성이 구비된 최고의 라이브 공연 마이크입니다.
피드백 이전의 최대 게인과 비축(off-axis) 사운드의 거부를 위한 균일한 반 지향성 (마운팅 표면 위의 반구) 극성 패턴

킥 드럼과 베이스가 육중한 악기를 위해 맞춤화된 주파수 응답

높은 SPL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한 광범위한 다이내믹 레인지

2 포지션 컨투어 스위치(Contour Switch)로 어택과 선명함을 향상시킴

통합된 프리앰프 및 XLR 커넥터로 스테이지의 번잡함을 줄이고 신속하며 확실한 설정이 가능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외부 마운팅 하드웨어가 필요하지않음

스틸 그릴과 다이 캐스트 메탈 구조로 형성되어 마모와 험한 사용을 견뎌냅니다

용도

일반 사용 규칙
이 테이블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적용 예와 배치 기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테크닉은 일반적으로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름을 명

심하십시오. 마이크 위치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마이크를 원하는 음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원치 않는 소리는 지향각에서 벗어나도록 세팅하십시오.
잠재적인 어쿠스틱 게인 을 늘리고 피드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마이크를 사용하십시오.
위상 상쇄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음원으로부터 최소 3배 이상의 거리에 각 마이크의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3 to 1 규칙을 따르십시오.
콤 필터링을 줄이기 위해 마이크를 가능한 한 반사면으로부터 멀리 위치해 놓으십시오.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할 때, 근접 효과의 장점을 이용하여 풍성한 베이스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마이크를 가깝게 놓으십시오.
마찰 노이즈와 진동의 픽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취급을 하지 마십시오.
마이크 그릴의 어떤 부분도 손으로 덮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이크 성능에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적용 및 배치
마이크의 음질은 위치와 룸 어쿠스틱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한 적용에서 최고의 전반적인 사운드를 얻으려면, 마이크 배치와 

룸 트리트먼트를 실험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도 마이크 배치 제안 톤 퀄리티

킥 드럼
드럼 내, 필로우 위 또는 기타 쿠션 표면, 비터 헤드로부터

25~152 mm (1~6 in.)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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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마이크 배치 제안 톤 퀄리티

컨투어 스위치(Contour Switch) 활성화, 비터 헤드로부터

25 ~ 152 mm (1~6 인치).
날카로운 어택, 최대 베이스 "펀치."

피아노

하단 트레블 스트링 위의 덮개 안쪽에 마이크를 장착합니

다. 원하는 사운드를 위해 덮개 높이와 해머의 최적 위치를 

찾으십시오.

밝고,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어택이 

강하고, 차단이 뛰어납니다.

피아노곡선 벽의 정점 근처, 피아노 프레임의 안쪽에 수직

으로 마이크를 장착합니다.
풍성하고 자연스러우며 뛰어난 차단성 

및 최소한의 해머 및 댐퍼 소음.

마이크 장착
원할 경우 마이크 바닥에 있는 장착 구멍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준비된 표면에 부착합니다.

반- 지향성 극성 패턴
이 바운더리 마이크에는 마운팅 표면 위의 반구에 단일 지향성 극성 패턴이 있습니다. 이 표면 위 60° 범위 내에서 음원을 유지하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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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투어 스위치(Contour Switch)

마이크 아래의 2 포지션 스위치를 이용하시면 추가 도구가 없이도 중저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 필터를 이용하

여 베이스가과도한 악기의 어택과 선명함을 향상시키십시오.

평탄한 응답: 대부분의 사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중저 스쿠프: 이 설정으로 저 주파수에서 강력한 '펀치'와 고 주파수에서 풍부한 어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이크의 주파수 응답을 조절합

니다.

부하 임피던스
최대 SPL 성능, 출력 클리핑 레벨,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에 연결하는 프리앰프의 입력 부하 임피던스에 따라 다양합니다. Shure는

1000 Ω의 최소 입력 부하 임피던스를 권장합니다. 대부분의 최근 마이크 프리앰프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피던스가 높을수록 해당 

사양에 대해 더욱 좋은 성능으로 나타납니다.

전력 사양
이 마이크는 팬텀 파워가 필요하며 48 Vdc 전원공급(IEC-61938)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 11 Vdc 의 공급에서 다소 

감소된 헤드룸 및 민감도로 동작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믹서는 팬텀 파워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밸런스드 마이크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XLR-to-XLR.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지퍼가 부착된 휴대용 백 95A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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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선택 사양
25'TRIPLE-FLEX  케이블, 마이크 끝의 검정색 XLR 커넥터 C25E

교체용 부품
단일지향성카트리지 RPM98A/C

사양
형식

일렉트릿 콘덴서

주파수 응답

20 ~ 20,000 Hz

극성 패턴

반지향성 (장착면 위쪽 반구의 카디오이드)

출력 임피던스

150 Ω

감도
1kHz에서,개방 회로 전압

-48.5 dBV/Pa(3.8 mV) 

Maximum SPL
1% THD 에서 1kHz 

2500 Ω 부하 155  dB

1000 Ω 부하 151  dB

신호 대 잡음비 
64.5  dB

다이내믹 레인지
1kHz에서

2500 Ω 부하 125.5  dB

1000 Ω 부하 121.5  dB

클리핑 레벨
20 Hz ~ 20 kHz, 1% THD에서

2500 Ω 부하 12.5  dB

1000 Ω 부하 7.5  dB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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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노이즈
SPL 에 준하는, A-weighted, 일반

29.5  dB SPL-A

CMR (Common Mode Rejection)
(20  Hz ~ 200 kHz)

≥55  dB

주파수 컨투어 스위치

400 Hz 중앙에 위치한 7 dB의 감쇠

전력 사양

11~52  V DC 팬텀 파워  , 5.4 mA

극성

다이어프램 상의 양압은 핀 2에서 핀 3 대비 양전압을 생성합니다.

무게

470 g(16.6 oz.)

커넥터

3핀 프로페셔널 오디오 (XLR), 수(♂), 밸런스드

 1 Pa=94 dB SPL  1 Pa=94 dB SPL  1 Pa=94 dB SPL  1 Pa=94 dB SPL  1 Pa=94 dB SPL

 THD of microphone preamplifier when applied input signal level is equivalent to cartridge output at specified SPL  THD of 
microphone preamplifier when applied input signal level is equivalent to cartridge output at specified SPL  THD of 
microphone preamplifier when applied input signal level is equivalent to cartridge output at specified SPL  THD of 
microphone preamplifier when applied input signal level is equivalent to cartridge output at specified SPL  THD of 
microphone preamplifier when applied input signal level is equivalent to cartridge output at specified SPL

 S/N ratio is the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noise, A-weighted  S/N ratio is the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noise, A-weighted  S/N ratio is the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noise, A-weighted  S/N ratio is the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noise, A-
weighted  S/N ratio is the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noise, A-weighted

 All specifications measured with a 48 Vdc phantom power supply. The microphone operates at lower voltages, but with 
slightly decreased headroom and sensitivity  All specifications measured with a 48 Vdc phantom power supply. The 
microphone operates at lower voltages, but with slightly decreased headroom and sensitivity  All specifications measured 
with a 48 Vdc phantom power supply. The microphone operates at lower voltages, but with slightly decreased headroom and 
sensitivity  All specifications measured with a 48 Vdc phantom power supply. The microphone operates at lower voltages, but 
with slightly decreased headroom and sensitivity  All specifications measured with a 48 Vdc phantom power supply. The 
microphone operates at lower voltages, but with slightly decreased headroom and sensitivity

[4]

[1] [1] [1] [1] [1]

[2] [2]

[2]

[2]

[2]

[3] [3]

[3]

[3]

[3]

[4]

[4]

[4]

[4]

[4]



Shure Incorporated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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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부서: EME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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