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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7
팟캐스트 마이크
일반 설명
Shure MV7은 전문가 수준의 USB 다이내믹 마이크로서 균형 잡힌 톤의 음성 명료도가 필요한 근접 마이크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
합니다. 매력적이고 튼튼한 전체 메탈 디자인은 조정 가능한 요크를 갖추고 있어서 유연한 설치 옵션에 적합한 다양한 마이크 스탠드에
장착 가능합니다. 터치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마이크 게인, 헤드폰 수준, 모니터 믹스 블렌드, 음소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능
편리한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Windows 및 Mac 컴퓨터와 호환 해당 케이블이 있는 iOS 및 Android 장치와도 호환 (케이블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 권장되는 Android 장치에 대한 정보는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음성 분리 기술
고지향성 단일지향성 패턴은 음성을 분리하고 원치 않는 배경 소음을 제거합니다.

견고하고 다양한 디자인
•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녹음에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USB/단일지향성 마이크
• 직관적인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로 설정 조정
• 뛰어난 안정성을 위한 올메탈 형의 견고한 구조 및 탁월한 카트리지 보호

ShurePlus MOTIV™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연한 사운드 제어
MOTIV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은 마이크 설정을 제어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기능을 포함합니다.
• 자동 레벨 모드 추측해서 게인 및 압축 설정을 조정할 필요가 없도록 마이크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 사용자 지정 사용자 프리셋
• 전환 가능 EQ 필터 수동 모드의 하이패스 필터 및 음성 부스트 강조(프레전스 부스트) 옵션

MV7 연결
1. 포함된 Micro-B USB 케이블을 MV7에 연결합니다.
2. Micro-B USB 케이블의 다른 쪽 끝을 랩톱에 연결합니다.
3. 모니터 출력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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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설정
1. 올바른 케이블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연결되면 MV7의 LED가 켜집니다.
2. https://wwww.shure.com/MOTIVdesktop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십시오.
앱을 처음 열 때 컴퓨터에서 외부 장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드롭다운 메뉴에서 마이크를 선택합니다.
MOTIV 마이크의 사용자 지정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4. 오디오 레벨을 확인하고 마이크 설정을 조정합니다.
마이크 게인을 수동으로 조정하거나 원활한 오디오 설정을 위해 자동 레벨 모드를 선택합니다. 고급 기능에 대한 정보는 "고급
마이크 설정"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터치 패널 인터페이스

터치 패널

① LED 바 마이크 및 헤드폰 수준을 표시합니다. LED 색상은 표시 또는 조정되고 있는 수준을 나타냅니다.
• 녹색: 마이크 수준
• 주황색: 헤드폰 수준
• 녹색/오랜지색: 모니터 믹스 블렌드 레벨
② Mute 버튼 마이크를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하려면 누릅니다.
③ 볼륨 제어 슬라이더 손가락으로 제어 표면을 위아래로 여러 번 밀어 마이크 또는 헤드폰 수준을 조정합니다.
④ 모니터 토글 모드/헤드폰 버튼을 눌러 마이크(녹색) 및 헤드폰(주황색) 볼륨 컨트롤 사이를 전환합니다. 길게 누르면 모니터 믹스 컨
트롤(녹색 및 주황색 모두)이 활성화됩니다. 다시 길게 누르면 별도의 마이크 및 헤드폰 볼륨 컨트롤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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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잠금 표시기 설정 잠금이 켜져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설정 잠금은 실수로 마이크 설정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잠금 모드
가 켜져 있는 경우,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설정 화면이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제어
모니터 믹스 조정: 모니터 토글을 2초간 길게 눌러 모니터 믹스 컨트롤에 액세스합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추가 마이크 오디오(녹
색)를 듣거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추가 재생 오디오(주황색)를 들으십시오. Monitor Toggle을 길게 누르면 별도의 마이크 및 헤드
폰 볼륨 컨트롤로 돌아갑니다.
설정 잠금: 음소거 및 모니터 토글 모두를 2초간 길게 눌러서 설정을 잠그고 잠금 해제합니다.
자동 레벨 모드 종료: 음소거를 3초간 길게 누릅니다.
주: 자동 레벨 모드는 MOTIV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LED 동작
라이브 미터: 간편한 모니터링을 위해 터치 패널 LED를 시각적 볼륨 미터로 전환하십시오. 수동 모드를 사용 중이고 레벨이 입력 미터
피크에 도달하는 경우, 자동 레벨로 전환하거나 마이크 게인을 낮추십시오.
야간 모드: 터치 패널 LED의 밝기를 밝은 디스플레이(정상)에서 덜 밝게(흐리게) 낮추려면 야간 모드를 선택합니다. 저조도 상황에서
섬세하게 레코딩하려면 야간 모드 디스플레이 옵션이 좋습니다.
MOTIV 앱 설정 탭의 Settings > LED Behavior로 이동하여 라이브 미터 및 야간 모드 토글에 액세스합니다.
주: 터치 패널 슬라이더와 관련된 dB 값에 대한 정보는 사양 부록의 터치 패널 값 표를 참조하십시오.

MV7 마이크
MV7은 음성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마이크 전면에서 직접 집음하는 단일지향성 패턴을 가진 다이내믹 캡슐을 갖추고 있습니다.

MV7 출력

• 패시브 XLR 출력: XLR 믹서 및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주: XLR 오디오는 소프트웨어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3.5mm 모니터 출력: 헤드폰 및 이어폰에 연결
• 마이크로-B USB: 포함된 USB-A 및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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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지침
MV7 마이크에는 마이크 스탠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나사산 크기인 5/8"-27 스레드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마운트는 마이
크 스탠드에 장착하거나 붐에 매달 수 있습니다. 일부 스탠드에는 어댑터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어댑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 나사를 완전히 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마이크 방향을 쉽게 뒤집으려면 나사를 풀고 180도 회전하십시오.

윈드스크린
윈드스크린은 파열음으로부터 최대한의 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포드캐스팅 및 게임과 같은 음성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더 부드럽고 친
밀한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자동 레벨 모드:
다음 제안 사항을 가장 일반적인 MV7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출발점으로 사용하십시오. 음성을 레코딩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마이크를 가까이 댈수록 좋지만, 자동 레벨 모드는 최상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제공합니다. 자신
에게 가장 적합한 마이크 배치를 시험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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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

팟캐스트 및 음성 녹음용입니다. 가능한 MV7을 얼굴에 가까이 배치하십시오. 비축 (off-axis) 사운드를 최대한 거부하면서 보다 친밀한
음성 사운드를 얻을 수 있도록 2.54~15cm(1~6인치) 떨어진 마이크에 대고 직접 말하십시오. 마이크에 점점 다가가 말할수록 라디오
방송의 음성과 비슷하게 베이스 응답이 높아집니다. 필요한 경우 게인을 추가로 조정합니다.

먼 거리

게임을 할 때처럼 화면이나 게임 콘솔에 더 가까이 있게 되는 경우와 같이 음원이 마이크에서 멀어질 때 이상적입니다. 마이크가 소스를
직접 향하도록 합니다. 마이크를 음원에서 15~45cm(6~18인치) 떨어진 곳에 놓습니다. 필요한 경우 게인을 추가로 조정합니다.
팁: MV7은 고지향성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음원을 직접 향하도록 하십시오. 가능하면 마이크 배치를 실험해서 가장 잘 들리는 위치를
찾으십시오. 필요한 경우 게인을 추가로 조정합니다.

기타 요령
Shure는 다양한 기기 및 용도의 녹음 기법에 관한 추가 교육용 간행물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ure 교육용 간행물을 방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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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 MOTIV 데스크톱 앱
Shure MOTIV 데스크톱 앱을 사용해서 마이크 설정을 신속하게 조정하십시오. 장치는 신속한 설정을 위해 가장 최근에 사용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마이크 설정: 자동 레벨

① 설정 3개의 점을 클릭하여 MOTIV 소프트웨어 정보를 액세스하고 프리셋, 응용 프로그램 환경설정을 관리하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② 마이크 선택/설정 잠금 캐럿을 탭해서 마이크 설정을 액세스합니다. 잠금을 탭하여 선택한 설정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③ 자동 레벨 모드/수동 모드 자동 레벨 모드를 사용하면 앱이 레코딩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택
수동 모드를 선택하여 마이크 설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 지정 프리셋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만듭니다.
⑤ 마이크 음소거 토글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합니다.
⑥ 모니터 믹스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마이크 및 재생 음원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믹
스 블렌드"를 참조하십시오.
⑦ 마이크 위치 음원에서 마이크까지 거리를 가까운 거리 또는 먼 거리로 선택합니다.
⑧ 톤 어두움, 자연 또는 밝음 톤을 선택하여 오디오의 음질을 미세 조정합니다. 톤은 다양한 설정을 제어하여 원하는 음성에 가장 적합
하도록 신속하게 조정합니다.
⑨ LED 동작 마이크 게인 측정에 터치 패널을 사용하려면 라이브 미터를 켭니다. 터치 패널 LED의 밝기를 낮추려면 야간 모드를 사용
합니다. 측정하고 흐리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D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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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설정: 수동

① 자동 레벨 모드/수동 모드 자동 레벨 모드를 사용하면 앱이 레코딩 요구 사항에 가장 적합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택
수동 모드를 선택하여 마이크 설정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 지정 프리셋 드롭다운을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만듭니다.
③ 마이크 음소거/마이크 게인 토글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합니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마이크 게인을 제어합니
다.
주: 일부 프로그램은 수동 모드에 있는 동안 마이크 게인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설정을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에는 잠그도록 권장합니다.

④ 모니터 믹스 슬라이더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마이크 및 재생 음원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모니터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믹
스 블렌드"를 참조하십시오.
⑤ EQ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하이패스 필터, Presence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추가하십시오. 변경되지 않은 이퀄라이제이션 상태로 돌
아가려면 플랫을 탭하십시오.
⑥ 리미터 및 압축기 설정 리미터 및 압축기 컨트롤을 사용해서 오디오를 미세 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급 마이크 설정"을 참조하
십시오.
⑦ LED 동작 마이크 게인 측정에 터치 패널을 사용하려면 라이브 미터를 켭니다. 터치 패널 LED의 밝기를 낮추려면 야간 모드를 사용
합니다. 측정하고 흐리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ED 동작"을 참조하십시오.
주: 자동 레벨 모드로 전환하고 수동 모드로 다시 전환한 경우, 수동 설정이 재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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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믹스 블렌드

모니터 믹스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각 입력 신호의 양을 결정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중간 지점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한 후 조정
하십시오.
• 마이크로 들어가는 오디오를 더 크게 들으려면 슬라이더를 마이크 아이콘(마이크) 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예를 들면, 녹음된 기타
트랙에 목소리를 녹음할 때 목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경우입니다.
• 배경에서 재생되는 트랙을 더 크게 들으려면 슬라이더를 장치 아이콘(재생)쪽으로 이동하십시오. 예를 들면, 원래 보컬 트랙에 하
모니를 녹음하는데 원래 연주를 명확하게 듣고 싶은 경우입니다.

EQ 모드
이퀄라이저를 사용해 주파수 대역을 강화하거나 절단하여 사운드 선명도를 개선합니다. 변경되지 않은 이퀄라이제이션 상태로 돌아가
려면 플랫을 탭하십시오.
모드

특성

전혀 처리되지 않은 신호(이퀄라이제이션을 사용하지 않음).
플랫

근접 효과를 줄이기 위한 하이패스 필터입니다.
하이패스

프레전스
부스트

하이 패스
프레전스
부스트

명료도 및 풍부함을 강조하는 이퀄라이제이션입니다.

하이패스 필터와 프레전스 부스트를 결합하여 선명하고 또렷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고급 마이크 설정
리미터, 압축, 이퀄라이제이션 설정을 사용해서 사운드를 미세 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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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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져서, 더욱 조밀하고 큰 사운드가 나옵니다.

MV7 팁
레벨 제어
일정한 볼륨 레벨을 유지하려면 마이크를 얼굴에 최대한 가깝게 대십시오.

잠금 모드를 사용하여 사운드 잠금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원하는 레벨을 찾았으면, 음소거 및 모니터 토글을 2초 동안 눌러 잠궈서 우발적인 조정을 방지하고 오디오 품질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운드 모니터링
오디오를 들으려면, 헤드폰을 MOTIV 장치의 헤드폰 출력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감
지되지 않습니다.

앱이 마이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
에 올바른 마이크 설정이 표시되면 연결이 설정된 것입니다.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 올
바른 마이크가 표시되지만 오
디오가 들리지 않습니다.

모니터 믹스 블렌드를 확인하십시오. 모니터 믹스 슬라이더를 중앙으로 이동해서 마이크로 들어가
는 오디오와 동시에 재생되는 오디오를 들으십시오.

오디오가 왜곡됨(자동 레벨 모
드)

자동 레벨 모드를 선택해서 소프트웨어가 오디오 설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가까운 거리
는 인접한 거리(2.54~15cm/1~6인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먼 거리는 2.54~15cm(6~18인
치)의 거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디오가 왜곡됨(수동 모드)

일반적으로 오디오 왜곡은 클리핑을 유발하는 마이크 과부하로 인해 발생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운
드 녹음을 위해 마이크 게인을 낮추십시오.

헤드폰 LED가 점멸합니다. 오
디오가 정상보다 높거나 낮은
피치로 들립니다.
마이크가 요크에서 분리되었습
니다.

마이크와 컴퓨터의 샘플 레이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샘플 레이트 설정을 조정하려면,
Shure FAQ 항목에서 샘플 레이트 불일치를 수정하기 위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주: Windows 업데이트 10 v2004(2020 년 4 월)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요크와 다양한 와셔를 재조립하기 위한 단계별 지침은 MV7 요크 조립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마이
크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도록 하려면 와셔 어셈블리를 올바로 조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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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책

기타 문제

앱을 재설정해서 기능을 복원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뽑았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드
리셋을 수행하십시오.

일반적인 문제 해결

앱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컴퓨터를 재부팅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3개의 점을 누르고 MOTIV 정보 > 업
데이트를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주: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경우 Shure 서비스 및 수리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펌웨어 업데이트
메시지가 표시되면 MOTIV 데스크톱 응용 프로그램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설계를 활용하십시오. 펌웨어 업
데이트가 사용 가능한 경우에 알림이 표시됩니다. 업데이트를 즉시 또는 나중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팁: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응용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마이크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
될 때까지 장치의 연결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액세스하려면, 3개의 점 > 정보 > 업데이트를 확인을 누르십시오. 캐럿 아이콘을 누르고, 사용 가능한 펌웨어
패키지가 현재 버전보다 최신인 경우 장치로 보내기를 누르십시오. 문제가 발생할 경우 Shure 서비스 및 수리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업데이트 중 장비 연결 유지
업데이트할 때 모바일 장치에 MOTIV 장치 연결이 유지되게 하여 업데이트 문제가 없도록 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Mac
•
•
•
•

MacOS 10.13 ~ 10.15
64비트
최소 2GB의 RAM
최소 500MB의 하드 디스크 공간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Windows
•
•
•
•

Windows 10
64비트
최소 2GB의 RAM
최소 500MB의 하드 디스크 공간

System Requirements and Compatibility: iOS
• iOS: iOS 14 and higher
• iPhone: iPhone 6s an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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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d Touch: 7th gen
Note: iPad Pro (USB-C) is not supported.

System Requirements and Compatibility: Android
Will work with any Android device that has:
• Android Pie 9.0 and higher
• USB Host Power Requirement of ≥100 mA
• USB Audio Class 1.1 support and higher
Android is a trademark of Google Inc.
Note: See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 for information on supportive Android devices.

사양
MFi Certified
Yes

DSP Modes (Presets)
Near/Far, Dark/Natural/Bright

Transducer Type
Dynamic (moving coil)

Polar Pattern
Unidirectional (Cardioid)

Output Impedance
314 Ω

Frequency Response
50 Hz to 16,000 Hz

Adjustable Gain Range
0 to +36 dB

Sensitivity
(@ 1 kHz, open circuit voltage)

-55 dBV/Pa [1] (1.78 mV), -47 dBFS/Pa [1] [2]

Maximum SPL, Digital Output
132 dB SPL [2]

Headphone Output
3.5 mm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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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ty
Positive pressure on diaphragm produces positive voltage on pin 2 with respect to pin 3

Mute Switch Attenuation
Yes

Limiter
Yes

Compressor
Yes

Power Requirements
Powered through USB or Lightning connector

Housing
All metal construction

Mounting Type
5/8-27 thread mount

Net Weight
0.55 kg (1.21 lbs)
[1] 1 Pa=94 dB SPL
[2] At Minimum Gain, Flat Mode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 kHz

24

44.1 kHz

16

48 kHz

16

44.1 kHz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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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패턴

전체 치수

슬라이더 LED

색상

dB 값

8

노란색

-6dB

7

노란색

-12dB

6

노란색

-18dB

5

녹색

-24 dB

4

녹색

-30dB

3

녹색

-39 dB

2

녹색

-48 dB

1

녹색

-90 dB

MV7 요크 조립
포드캐스터는 MV7 요크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크 손잡이를 풀면 마이크를 다양한 각도로 조정할 수 있
습니다. 마이크가 요크에서 분리된 경우, 마이크를 고정하기 위한 올바른 조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측면은 얇은 회색 스프링 와
셔 1개, 반짝이는 은색 황동 와셔 1개,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 2개, 요크 및 나사산 요크 노브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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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테이블탑에서 나사산 노브의 평평한 면이 아래로 향하는 상태부터 시작하십시오.

2. 나사산 노브에 와셔를 쌓습니다.
◦ 노브에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를 놓습니다.
◦ 다음에 요크의 한쪽을 놓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를 놓습니다.
◦ 납작한 은색 와셔를 놓은 다음, 얇은 스프링 와셔를 나사산 노브에 놓습니다.
3. 손가락으로 나사 어셈블리를 제자리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MV7을 나사산에 밀어 넣고 노브를 돌려 와셔를 제자리에 고정합니
다.
주: 이 면을 느슨하게 유지해서 요크를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쪽에 와셔를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
오.
4. 반대쪽 요크 아암에서 MV7 측면에 와셔를 역순으로 놓습니다. 얇은 스프링 와셔 > 납작한 은색 와셔 >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 >
요크 아암
5. 요크 아암은 와셔 스택에 직접 배치해야 합니다. 와셔가 정렬되어 있도록 하기 위해 , 요크와 와셔에 펜을 통과시켜서 모든 것이
중앙에 제대로 정렬되도록 합니다. 펜을 그 상태로 둡니다.
6. 두 번째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를 나머지 나사산 노브에 놓습니다.
7. 펜을 제거합니다. 나사산 노브와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를 쌓인 와셔에 삽입하고 양쪽을 조여 마이크가 안정된 상태로 고정되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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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10 foot Micro-B to USB-A cable

95A45110

10 foot Micro-B to USB-C cable

95B38076

교체용 부품
Black Windscreen

AMV7-K-WS

Silver Windscreen

AMV7-S-WS

액세서리 선택 사양
1 m Lightning 케이블

AMV-LTG

인증
Information to the user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
•
•
•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the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이 클래스 B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Industry Canada ICES-003 규정준수 레이블: CAN ICES-3(B)/NMB-3(B)
이 마이크는 5/8" 나사산 어댑터가 있는 마이크 스탠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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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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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 Europe GmbH
Global Compliance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이메일: info@shure.de
www.shure.com

Made for iPad (5th generation), iPad (6th generation, iPad (7th generation, iPad (8th generation), iPad Air 2, iPad Air 3, iPad
Mini 4, iPad Mini 5, iPad Pro 9.7-inch (1st generation), iPad Pro (12.9-inch) 1st generation, iPad Pro 10.5-inch 2017 (2nd
generation), iPad Pro 12.9-inch 2017 (2nd generation), iPhone 6s, iPhone 6s Plus, iPhone SE, iPhone 7, iPhone 7 Plus,
iPhone 8, iPhone 8 Plus, iPhone X, iPhone Xs, iPhone Xs Max, iPhone XR, iPhone 11, iPhone 11 Pro, iPhone 11 Pro Max,
iPhone 12, iPhone 12 Mini, iPhone 12 Pro, iPhone 12 Pro Max, iPhone SE 2, iPod Touch (7th generation).
iPad, iPhone, iPod and iPod touch are trademarks of Apple Inc., registered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Pad Air, iPad mini,
and Lightning are trademarks of Apple Inc. The trademark “iPhone” is used in Japan with a license from Aiphone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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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