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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M313
Roswellite  리본 기술이 적용된 듀얼 보이스 리본 마이
크

일반 설명
KSM313은 세계적 수준의 오디오 녹음 및 성능을 위한 프리미엄 양지향성 리본 마이크입니다. "듀얼 보이스" 설계는 근접한 보컬 또는 

복잡한 기악 편성에서도 정확하게 집음할 수 있도록 전면과 후면으로 분리된 소닉 시그니처를 특징으로 합니다.

KSM313은 Shure 품질의 정수인 첨단 트랜스듀서, 트랜스포머와 금속을 수공 조립하여 만들어집니다. 혁신적인 Roswellite  리본 재

료는 전통적인 호일 리본을 고인장 강도, 견고하면서 형상을 기억하는 리본으로 대체하여 극도의 음압 레벨(SPLs)에서도 뛰어난 복원

력을 제공합니다.

특징
수공 조립한 가공 스틸, 실버, 골드 및 알루미늄 부품으로 이루어진 전설적인 Shure 의 품질과 뛰어난 구조

혁신적인 Roswellite 리본 재료는 전통적인 호일 리본을 고인장 강도, 견고하면서 형상을 기억하는 리본으로 대체하여 극도의 음

압 레벨(SPLs)에서도 뛰어난 복원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용자 선택의 주파수 응답에 적합한 진정한 “듀얼-보이스” 리본 모토 어셈블리: 따뜻하고 풍부한 사운드 앰프 전

면으로 향하거나, 밝고 평탄한 보컬 및 어쿠스틱 악기 주변 집음.
보컬, 어쿠스틱 및 앰프 사용 악기를 집음하는 데 이상적인 30~15,000 Hz 주파수 응답

주파수 범위 전체에서 균일한 양지향성 극성 패턴

맞춤 제작, 이중차폐, 풀-사이즈 트랜스포머가 신호 손실 및 RF 간섭을 최소화하고 출력을 최대화합니다.
유연하고 신중한 마이크 배치를 위해 개선된 하드 스탠드 마운트

성능 특성
리본 마이크는 리본 요소에 부하의 양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여 최적의 성능을 보장합니다. 마이크에 대한 임피던스 입력이 높을수록, 로
우엔드 및 미드레인지 주파수가 출력 신호에 더욱 잘 나타납니다. Shure는 비록 원하는 음질을 위해 다른 부하 임피던스를 사용할 지라

도, 1000 Ohms 이상의 임피던스가 설정된 프리앰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마이크는 저잡음 마이크입니다. 효율적인 트랜스듀서, 견고한 차폐, 맞춤형 트랜스포머의 조합으로 낮은 노이즈 플로어 및 무빙 코일 

마이크와 동일한 출력 레벨을 생성합니다.

Shure 리본 마이크는 응답이 상당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우며 단순하고 정확한 게인을 제공하는 프리앰프와 함께 사용할 때 최고의 성능

을 보입니다. 하지만, Shure는 원하는 색상과 명료성의 조합을 찾을 때까지 여러 번 실험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용도
KSM313의 독보전인 듀얼 보이스 설계로 전면과 후면의 소닉 시그니처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양지향성 마이크의 양쪽 널 포인트는 원

치 않는 음원 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일부 전형적인 적용 예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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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어두운 톤을 위해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전기기타 앰프

금관 및 목관악기

업라이트 베이스

킥 드럼

증가된 소리로 더욱 밝은 톤을 위해서는 뒤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보컬

어쿠스틱 현악기

드럼 오버헤드 및 퍼쿠션

* 양지향성 마이크의 뒷면을 처리할 때, 신호 극성을 반대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Shure 의 A15PRS 액세서리는 인라인, 밸런스드, 해당 동작이 가능한 극성 변경 스

위치이며 다음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store.shure.com

마이크 마운팅
제공된 스탠드 어댑터를 플로어 또는 붐 스탠드에 고정시킨 다음, 마이크를 어댑터에 고정시키십시오.

주: 스탠드를 통해 전송되는 저 주파수 진동을 줄이려면, 차폐형 쇼크 마운트를 사용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hure.com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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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스탠드 마운트 (제품에 포함)

서스펜션 마운트 (옵션 액세서리)

근접 효과
지향성 마이크는 음원에 근접하여 설치됨에 따라 저 주파수 대역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킵니다. 근접 효과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더 부드

럽고 보다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취급 주의
마이크를 보호하고 성능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 간단한 유의사항을 지키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이크를 보호 케이스에 보관하십시오.
험(hum)을 피하기 위해 형광등, 전원 변압기, 기타 강력한 전자파 소스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관하십시오.
밸런스드, 쉴드 XLR 연결 케이블을 위해 고정 마운트 및 스탠드를 사용하십시오. 추가 마운팅 액세서리가 필요하시면,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www.shure.com
팬텀 전원은 필요하지 않으며 마이크를 연결 또는 연결 해제할 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팬텀 전원이 적절하게 공급

되면 마이크가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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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형식

듀얼 보이스 Roswellite  리본
®

극성 패턴

양지향성

주파수 응답

30 ~ 15,000 Hz

출력 임피던스

330 Ω

감도
개방 회로 전압, 1 kHz에서, 일반

-54.5 dBV/Pa  (1.88 mV)

Maximum SPL
146 dB SPL

극성

다이어프램 상의 양압은 핀 2에서 핀 3 대비 양전압을 생성합니다.

외장 케이스

머신드 스틸

무게

400 g (14 oz.)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Carrying Case AK313C

ShureLock  Stand Mount. Works with KSM313/NE, KSM313, KSM 353/ED. A300M

Protective Velveteen Pouch. Works with KSM313/NE. A313VB

액세서리 선택 사양
Elastic suspension shock mount. Works with all KSM313 versions A313SM

Switchable Polarity Reverser A15PR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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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er Stopper PS-6

25'TRIPLE-FLEX  케이블, 마이크 끝의 검정색 XLR 커넥터 C25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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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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안내서의 정보는 별도의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에 관한 추가 정보를 보시려면, www.shure.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Trademark Notices: “Roswellite”, “Shurelock”, the circular S logo, the stylized Shure logo, and the word “Shure”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Shure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These marks may be registered in other jurisdictions. “Popper Stopper” 
is a trademark of Shure Incorporated in the United States.


	Table of Contents
	KSM313Roswellite® 리본 기술이 적용된 듀얼 보이스 리본 마이크 
	일반 설명
	특징
	성능 특성
	용도
	부드럽고 어두운 톤을 위해 앞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증가된 소리로 더욱 밝은 톤을 위해서는 뒤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마이크 마운팅
	근접 효과
	취급 주의
	사양
	형식
	극성 패턴
	주파수 응답
	출력 임피던스
	감도
	Maximum SPL
	극성
	외장 케이스
	무게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액세서리 선택 사양

	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