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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7X   
팟캐스트 마이크

일반 설명
Shure MV7X는 전문가 수준의 다이내믹 마이크로서 균형 잡힌 톤의 음성 명료도가 필요한 근접 마이크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합니

다. 매력적이고 튼튼한 전체 메탈 디자인은 조정 가능한 요크를 갖추고 있어서 유연한 설치 옵션에 적합한 다양한 마이크 스탠드에 장착 

가능합니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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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하고 다양한 디자인
뛰어난 안정성을 위한 올메탈 형의 견고한 구조 및 탁월한 카트리지 보호

MV7X 마이크
MV7X는 음성 분리 기술을 사용하여 마이크 전면에서 직접 집음하는 단일지향성 패턴을 가진 다이내믹 캡슐을 갖추고 있습니다.

MV7X 출력

패시브 XLR 출력: XLR 믹서 및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Shure Incorporated

4/7

장착 지침
MV7X 마이크에는 마이크 스탠드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나사산 크기인 5/8"-27 스레드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마운트는 마

이크 스탠드에 장착하거나 붐에 매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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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Transducer Type
Dynamic (moving coil)

Polar Pattern
Unidirectional (Cardioid)

Output Impedance
252 Ω

Frequency Response
50 Hz to 16,000 Hz

Sensitivity
(@ 1 kHz, open circuit voltage)

-55 dBV/Pa [1] (1.78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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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ity
Positive pressure on diaphragm produces positive voltage on pin 2 with respect to p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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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응답

극성 패턴

전체 치수



Shure Incorporated

6/7

1.

2.
◦
◦
◦
◦

3.

4.

5.

6.
7.

MV7X 요크 조립
포드캐스터는 MV7X 요크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유연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요크 손잡이를 풀면 마이크를 다양한 각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요크에서 분리된 경우, 마이크를 고정하기 위한 올바른 조립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측면은 얇은 회색 스프링 

와셔 1개, 반짝이는 은색 황동 와셔 1개,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 2개, 요크 및 나사산 요크 노브를 사용합니다.

테이블탑에서 나사산 노브의 평평한 면이 아래로 향하는 상태부터 시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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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나사 어셈블리를 제자리에 잡고 있는 상태에서 MV7X를 나사산에 밀어 넣고 노브를 돌려 와셔를 제자리에 고정합

니다.

주: 이 면을 느슨하게 유지해서 요크를 쉽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쪽에 와셔를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십시

오.

반대쪽 요크 아암에서 MV7X 측면에 와셔를 역순으로 놓습니다. 얇은 스프링 와셔 > 납작한 은색 와셔 >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 > 
요크 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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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검정색 플라스틱 와셔를 나머지 나사산 노브에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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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 어댑터 31B1856

교체용 부품
검정색 윈드스크린 AMV7-K-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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