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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88plus   
MV88+ 비디오 키트

일반 설명
Shure MV88+는 Lightning  또는 USB-C 커넥터를 사용하여 모바일 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품질의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미드 사이드 구성의 두 마이크 캡슐이 조절 가능한 스테레오 이미지를 제공하고 음악 및 연설을 포함한 다양한 집음에 적합합니다. 
ShurePlus MOTIV  앱을 사용하면 디지털 신호 처리(DSP), 사전 설정 모드 선택, 게인 조절, 압축, 스테레오 폭 제어로 사운드를 사용

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능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기존의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녹음 기술을 지원합니다. 일치하는 단일지향성 및 양방향 캡슐을 사용하여 스테레오 폭을 조정하는 한편, 
뛰어난 모노 기능을 제공합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iOS, Android, PC 및 Mac 장치와 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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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팩트한 크기와 내구성
경량 올메탈의 소형 구조로서 어디에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Shure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ShurePlus MOTIV 앱으로 녹음을 유연하게 제어
MOTIV 녹음 앱은 게인, 스테레오 폭, 사전 설정 모드 등의 마이크 설정을 제어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가로 또는 세로 녹음 옵션

기본 오디오 편집

Markers 오디오 추적용

저조도 녹음 환경을 위한 Dark Theme
모든 MOTIV 마이크 지원

5밴드 이퀄라이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

Dropbox , AirPlay  및 Bluetooth  지원

기본 및 사용자 지정 사용자 프리셋

데모 모드의 가상 마이크 옵션

여러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옵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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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장착



Shure Incorporated

6/38

1.

2.

3.

4.

참고: 전화 클램프 뒷면에 있는 손잡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제자리에 고정하고 카메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ShurePlus MOTIV 앱으로 오디오 녹음.
MOTIV 앱을 사용하여 마이크 설정을 변경하고 오디오를 녹음하고 편집합니다.

마이크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녹음 상황에 맞는 사전 설정 모드를 선택하십시오. 마이크 게인과 스테레오 폭을 설정하여 오디오 녹음을 최적화하십시오. 마이

크 배치 정보는 “마이크 조준” 항목을 참조하고 압축, 이퀄라이제이션 등의 조정에 대한 정보는 “MOTIV 앱”을 참조하십시오.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상태로 기기를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설정하면 음성 통화나 앱의 오디오 알림 방해를 받지 않고 오디오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테스트하십시오.

테스트 녹음을 만듭니다. 재생을 듣고 필요에 따라 설정을 조정합니다. 녹음을 시작하면 마이크 게인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Record 버튼을 눌러 녹음을 시작합니다.

마이크는 마지막으로 MOTIV 앱을 사용한 시점의 설정을 유지합니다.

MV88+ 마이크
MV88+는 2개의 캡슐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마이크 전면에서 직접 집음하는 단일방향성 캡슐입니다. 다른 하나는 좌측과 우측에서 집

음하는 양방향성 캡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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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카트리지

마이크 방향
마이크 클립의 마이크 배럴을 회전하여 스테레오 녹음이 정확해지도록 합니다. 마이크의 앞쪽이 음원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가로(수
평) 녹음의 경우, L 및 R 표시기를 좌우로 배치합니다. 세로(수직) 녹음의 경우, 마이크 클립의 마이크 배럴을 회전을 회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고: 앱에는 오디오 채널을 뒤집을 수 있는 Left-Right Channel Swap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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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88+ 출력

헤드폰 및 이어폰 연결용 3.5mm 모니터 출력

마이크로-B USB 포트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녹음 장치로 보내기

MV88+ LED
iOS Android/Mac/PC

녹색: 마이크 활성, 오디오 흐름 녹색: 전원이 켜져 있음

황갈색: 오류

황갈색 깜박임: 펌웨어 업데이트 중

빨간색: 마이크 음소거

빨간색 깜박임: 오디오 클리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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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조준
다음은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대한 제안입니다. 음원을 녹음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시도해 보고 가장 적

절한 설정을 찾으십시오. MV88+는 표준 A25D 마이크 클립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마이크 스탠드를 넣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배

치할 수 있습니다.

팁: 스테레오 방향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Shure 이름이 마이크 맨 위에 뚜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보이지 않으면 마

이크를 적절하게 조정하십시오.

오디오 레코딩
녹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녹음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하고 마이크 배럴의 왼쪽과 오른쪽이 적

절한 방향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오디오 인터뷰(테이블탑)
마이크 클립을 Manfrotto 마이크 스탠드에 직접 연결합니다. MOTIV 앱의 MONO BIDIRECTIONAL 극성 패턴을 선택합니다. 마이크 

배럴의 한쪽 면이 대상을 향하게 하고 다른쪽 면이 인터뷰어를 향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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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평) 비디오 레코딩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합니다. 마이크 배럴의 왼쪽 및 오른쪽이 적절한 면을 향하게 하십시오.

세로/셀카(수직) 비디오 레코딩
마이크를 사용자 쪽으로 맞추고 Left - Right Swap을 선택합니다.

팁: 세로 모드에서 촬영을 시작하는 경우, 장치 방향이 가로 방향으로 바뀌어도 비디오는 세로 모드로 유지됩니다.

비디오 인터뷰
온카메라 오디오에서만 오디오를 녹음하려면 CARDIOID 극성 패턴을 선택하고 마이크를 대상을 향하게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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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카메라 대상과 오프 카메라 인터뷰어의 음성을 모두 집음하려면 앱에서 MONO BIDIRECTIONAL 극성 패턴을 선택하십시오. 
마이크의 왼쪽과 오른쪽이 각 사람을 향하도록 마이크를 위치시키십시오.

핸드헬드 녹음
다리를 접으면 휴대용 핸드헬드 스탠드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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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 앱
MOTIV 앱을 사용하여 마이크 설정을 변경하고 오디오를 녹음, 편집 및 공유합니다. 장치는 녹음할 때마다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가

장 최근에 사용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팁: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를 켜서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에 의해 녹음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Device Setup

Tap Device on the navigation bar to access microphone set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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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Notifications The top row displays which device is connected. A red flashing dot next to the name let you know whether 
recording is active. The charms show which advanced features are on. Tap the headphone icon to access direct monitoring 
control. Tap the lock to lock or unlock the settings.

Note: Lock the settings to prevent accidental changes to settings when handling your device during recording. When mic 
settings are Locked, the setting screen is gray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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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Input Meter Displays the strength of the input signal and whether that signal is mono or stereo. The loudest peaks should 
reach within the target range (indicated by the shaded region between -12 and -3 dB).

③ Microphone Gain Adjust the mic gain slider to set the volume of the sound source.

④ Custom Presets Tap the caret to quickly access your saved presets. Or tap the Save button to save current settings. See 
Custom Presets for more information.

⑤ Preset Modes Set stereo width, equalization, and compression for specific applications. See "Preset Modes" for more 
information.

⑥ Polar Pattern Selection Swipe to choose your pick-up pattern. Use the handles to adjust the width of the stereo image.

Tip: Consider the location of the microphone and the size of the sound source when adjusting the width. For example, a large orchestra or ensemble recording 
benefits from a wide stereo image, which increases separation between instruments. Speech benefits from a narrow width, which improves clarity and rejects 
ambient (room) sound.

⑦ Stereo Width Handles Use the dots to quickly set stereo width.

⑧ Advanced Features Fine tune your audio recording with limiter and compressor controls, high pass filter, left-right swap, 
and equalization settings.

프리셋 모드
5가지 선택 가능한 모드는 게인, 스테레오 폭,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 설정을 최적화합니다. 마이크 수준을 설정하고 사운드에 가장 적

합한 모드를 시도합니다. 사전 설정 모드는 입력 신호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마이크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

연설

(Speech
)

연설
좁은 스테레오 폭은 주변 소음을 거부하고, 이퀄라이제이션은 명료도 및 풍부함을 강

조하고, 압축을 부드럽게 합니다.

노래
솔로 또는 그룹 보컬 공연

이퀄라이제이션이 섬세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풍부함과 명료도를 더하여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재현합니다.

플랫 모두
처리되지 않은 신호(이퀄라이제이션 또는 압축 설정을 사용하지 않음). 레코딩 후 오

디오 처리 시 유연성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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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애플리케이션 특성

어쿠스틱

어쿠스틱 악기와 조용한 음

악

압축이 투명한 중간 스테레오 폭은 볼륨 스파이크를 완화하고 방음 통로를 전달합니

다. 이퀄라이제이션은 디테일을 강조하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전달합니

다.

큰 소리

라이브 공연과 더 큰 소리

의 음원

넓은 스테레오는 소스 간 분리도를 높입니다. 이퀄라제이션으로 악기 사운드를 혼잡

하게 만들 수 있는 주파수를 줄여 해상도를 개선합니다.

사용자 지정 프리셋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 설정에 빠르게 액세스하려면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생성하여 저장합니다.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프리셋 모드로 시작합니다.
압축과 같이 선명도와 일관성을 위해 고급 설정을 조정합니다.
저장을 탭하여 새 사용자 정의 사전 설정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합니다. 원래 사전 설정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사용자 지정 사전 설정이 목록에 추가됩니다.

저장된 프리셋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십시오.

프리셋 행의 캐럿(화살표)을 눌러 저장된 프리셋 목록을 봅니다.
사용자 지정 프리셋 이름과 프리셋 적용을 눌러 게인, 스테레오, 이퀄라이제이션 및 압축 기본 설정을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팁:저장을 눌러 언제든지 사용자 지정 프리셋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극성 패턴 선택(스테레오 및 모노 설정)
다음은 마이크 캡슐 픽업 패턴을 보여줍니다. 모노 모드로 작동할 경우 스테레오 폭은 조절되지 않습니다.

스테레오
전면 = 켜짐

측면 = 켜짐

모노 단일방향성
전면 = 켜짐

측면 = 꺼짐

모노 양방향성
전면 = 꺼짐

측면 =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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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우 미드 사이드

전면 = 켜짐

측면 = 켜짐

자세한 내용은 “로우 미드 사이드 출력”을 참조하십시오.

로우 미드 사이드 출력
처리 후 유연성을 높이려면 Raw Mid-Side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이 설정은 트랙이 녹음된 후에도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절할 수 있는 2
채널 신호를 녹음합니다.

왼쪽: 단일방향성(전면)
오른쪽: 양방향성(측면)

Raw Mid-Side 설정은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매트릭스 디코더가 있는 오디오 녹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합니다. 또는 수동 디코딩 지

침을 사용하여 녹음된 트랙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정합니다.

수동 디코딩 및 스테레오 폭 조절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소프트웨어(DAW)에 미드 사이드 디코더가 없는 경우, 다음 단계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이미지를 조정하고 

조작하십시오.

2채널 Raw Mid-Side 파일에서 좌측 오디오 신호와 우측 오디오 신호를 개별 모노 트랙으로 추출합니다.
3개의 빈 오디오 트랙을 생성합니다.

첫 번째 트랙:좌측 채널의 오디오 신호(전면/단일방향성)를 중앙으로 전개되는 모노 트랙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트랙:우측 채널의 오디오 신호(측면/양방향성)를 왼쪽 전체로 전개되는 모노 트랙으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트랙: 두 번째 트랙의 측면/양방향성 신호를 복사합니다. 이 트랙을 우측 전체로 전개하고 단계를 역으로 진행합니

다.
오른쪽 및 왼쪽 트랙을 그룹화하고, 동시에 조절할 수 있도록 동일한 볼륨 수준으로 설정하십시오. 그룹화된 트랙의 볼륨을 높

이면 스테레오 폭이 넓어지고, 볼륨을 낮추면 폭이 좁아집니다.

고급 팁: 그룹화된 트랙에서 빠른 연주 설정으로 압축하기를 사용하면 과도기(드럼 스틱이 심벌즈를 칠 때와 같이 사운드의 첫 부분)가 스테레오 이미지의 중심으로 유지

되고 스테레오 필드 내에서 사운드 감쇠로 확대됩니다.

로우 미드 사이드 오디오의 수동 디코딩

Recording in Raw and Mid Side using the MV88+ Video Kit

Direct Monitoring Blend
There are two ways to access the Direct Monitoring slider when you want to adjust your monitor source. Tap the input meter to 
view the mic gain and monitoring blend sliders. Or you can view the slider by tapping the headphone icon in the device settings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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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the direct monitoring slider to determine how much of each input you hear. For best results, start monitoring at the 
midpoint and adjust.

Move the slider towards Mic to hear more of the audio that is being currently recorded by the microphone.
Move the slider towards Playback when you want to listen to the previously recorded audio and less of the audio coming 
in to the microphone. This is useful for when you want to review your recording.

As one source increases, the other source decreases.

고급 마이크 설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리셋 모드를 선택한 후 리미터, 압축기 및 이퀄라이저 컨트롤을 사용하여 녹음 사운드를 미세 조정합니다. 다른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에도 마이크에서 이 설정이 유지됩니다.

리미터
리미터를 켜서 입력 임계값을 설정하고 녹음의 볼륨 피크 왜곡을 방지합니다.

Compressor
음원이 동적일 때 볼륨을 조절하려면 압축을 선택하지 않거나 가벼운 압축 또는 무거운 압축을 선택합니다. 압축기는 동적 범위를 좁히

지만, 조용한 신호는 강화되고 시끄러운 신호는 약해집니다.

High Pass Filter
Choose no HPF for the most natural sound. Or select 75 Hz or 150 Hz to reduce wind noise, room noise, or proximity effect.

75 Hz Low frequency cutoff Provides a 6 dB-per-octave cutoff at 75 Hz. Helps eliminate floor rumble and low-frequency room 
noise from heating and air conditioning systems. This setting may also be used to compensate for proximity effect or to reduce 
low frequencies that make an instrument sound dull or m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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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Hz Low frequency rolloff Provides a 6 dB-per-octave rolloff filter at 150 Hz. Use this to compensate for proximity effect or 
to reduce low frequencies that could make an instrument sound dull or muddy.

좌측-우측 채널 스왑

스테레오 녹음의 경우, 좌측-우측 스왑을 사용해 왼쪽 및 오른쪽 오디오 채널을 뒤집어 스테레오 이미지를 비디오와 일치시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 비디오를 사용할 때입니다.

팁: 마이크 배럴의 L 및 R 표시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좌측-우측 스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퀄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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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참고: 사전 설정 내에서의 이퀄라이제이션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급 설정 상태 표시줄의 이퀄라이저 그래픽은 사용자가 선택한 이퀄라이제이션을 표시합니다.

Settings EQ를 눌러 이퀄라이저를 액세스합니다. 이퀄라이제이션 변경사항이 이퀄라이저 이미지에 표시됩니다.

EQ는 프리셋 모드 변경 사이에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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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 모드

데모 모드를 사용하면 MOTIV 시리즈에서 모든 장치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살짝 밀어 사용 가능한 장치를 확인합니다.
각 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십시오. 또는 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누르십시오.

주: 데모 모드의 설정은 데모용이며 앱 내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데모 모드는 마이크가 장치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음

네비게이션 바의 Record를 눌러 녹음 버튼 및 시간 표시줄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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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설정

① 연결된 장치 상태 상태에서 연결된 MOTIV 장치를 표시합니다. 빨간색 점이 깜박이면 레코딩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② 설정 상태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고급 설정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③ 마이크 게인 음원 볼륨을 조절합니다. 레벨을 목표 범위로 유지합니다(입력 미터의 음영 영역으로 표시된 범위).

④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레코딩 중 사운드의 파형을 표시합니다.

스테레오 녹음: 파형 전체가 표시됩니다.
모노 녹음: 파형의 반이 표시됩니다.

⑤ 남은 레코딩 시간

⑥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를 선택하려면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를 참조하십시오.

⑦ 트랙 정보 진행 중인 레코딩의 이름, 파일 형식 및 크기를 표시합니다.

⑧ 레코딩 제어 표시줄 Marker 버튼, Record/Pause 버튼, Done 체크 표시 버튼.

참고: 최대 녹음 파일 크기는 2GB로, 약 2시간의 녹음 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제한은 앱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2시간 이상 연속으로 녹음하면 두 번째 파일이 생성됩니다.

Compressed Format Recording
The MOTIV app records uncompressed audio files to provide the highest quality recording. However, you might find it more 
useful to record in a compressed file format. Compressed files take up less storage space allowing you more space on your 
device to record. It's also easier to share compressed files by message or email because compressed files use less data. 
Consider using a compressed format for recording demos or initial ideas because in this case it is more important to capture 
the idea than have the highest possible fidelity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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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unsure about which format to choose, start with the highest quality setting. You can always compress files later from 
your library if you find that you require smaller files sizes. See the Supported Audio Formats section to learn about the file 
formats that are available to you.

Remember: You can convert compressed audio to an uncompressed format, uncompressed audio to a compressed format 
and one type of compressed format to another. However, only WAV files can be edited. If you need to edit a file, convert the file 
to a WAV file first.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녹음 창의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 설정을 찾습니다. 다운로드용 연설 또는 팟캐스트 녹화 등 작은 

파일 용량이 유용한 경우 낮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음악 및 동적인 레코딩에는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대체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MOTIV는 24/48kHz로 오디오를 녹음합니다. 그러나 다음 비트 깊이 및 샘플 레이트가 지원됩니다.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kHz

24 44.1kHz

16 48kHz

16 44.1kHz

ShurePlus MOTIV와 함께 Apple Watch 사용
ShurePlus MOTIV Apple Watch 앱을 ShurePlus MOTIV 오디오 및 비디오 레코딩 앱용 리모컨으로 사용하면 레코딩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Apple Watch를 MOTIV 레코딩 앱에 연결합니다.
iPhone에서 Watch App을 연 다음, My Watch 탭을 누릅니다.
설치할 수 있는 앱이 Available Apps 앱 섹션에 표시됩니다.
MOTIV Watch 앱을 찾아서 "설치"를 누릅니다.

주: Apple Watch 앱 설치에 대한 추가 지침은 Apple 지원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MOTIV 마이크가 휴대폰에 연결되면 Apple Watch에서 인식됩니다. 연결되면 마이크 이름이 왼쪽 상단에 표시됩니다.
마이크 배치 방법은 녹음실의 크기, 사람 수, 기기 볼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 녹음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운드를 듣고 

가장 잘 들리는 곳을 찾으십시오.
레코딩 용도에 적합한 사전 설정 모드를 선택합니다. 앱에서 마이크 레벨 및 기타 설정을 조정하고 마이크를 음원 근처에 배치

합니다.

주: 고급 설정은 마이크를 배치하기 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Apple Watch 앱은 레코딩 제어, 레코딩 일시 중지, 레코딩 완료, 책갈피 생성, 게인 제어 설정 및 잠

금만 허용합니다.

제어 및 탐색
레코딩 시작: 빨간색 레코딩 버튼을 누르십시오.

레코딩 일시 중지: 일시중지 아이콘을 누릅니다. 일시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레코딩할 수 있습니다.

책갈피 만들기: 책갈피 아이콘을 누릅니다.

레코딩 중지: Done 버튼을 누릅니다.

게인 조정: Apple Watch에서 디지털 크라운을 사용합니다.



Shure Incorporated

22/38

마이크 게인 잠금: 잠금 아이콘을 누릅니다.

녹음 팁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를 켭니다.
MOTIV 장치를 iOS 장치에 연결하면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음성 통화, 메시지 

및 여러 알림 방해를 받지 않고 녹음하려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려면 X를 누르십시오.

참고: 오디오 파일에 위치 정보를 추가하려면 비행기 모드를 꺼두어야 합니다.

잠금 모드를 사용하여 사운드 잠금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원하는 레벨을 찾았으면, 우발적인 조정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모드를 켜고 오디오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모노로 녹음
녹음 가능 시간을 늘리거나 보컬처럼 주변 소음이 적어야 좋은 단일 음원을 녹음할 때는 모노로 녹음하십시오. Mono Cardioid 또는 
Mono Bidirectional 극성 패턴을 선택하고 모든 캡슐의 오디오를 한 채널로 서밍합니다. 입력 미터에 파형의 상단 반이 표시되며 모노 

녹음을 가리킵니다. MOTIV는 모노 녹음 시 타사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스테레오로 녹음
마이크 클립의 MV88+ 배럴을 회전하여 세로 또는 가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마이크의 스테레오 방향을 나타내기 위해 L과 R이 표시되

어 있습니다. Shure 로고가 위를 향하고 있으면 스테레오 이미지가 정확함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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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코딩 모니터링
레코딩 사운드를 좋게 하려면 헤드폰을 MOTIV 장치의 헤드폰 출력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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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up Reminders
You will be prompted to back up your recordings. We recommend that you periodically back up your MOTIV files to another 
computer or device. This allows you the freedom to edit or delete files in the app and remain confident that you'll always have a 
backup stored somewhere else. Additionally, you will regain space on your device so you can confidently record long recording 
sessions without worrying about not having enough space.

You can schedule the frequency of backup reminders by going to Menu > Settings > Backup Reminders.

MV88+ Video Kit Setup and Tips

How to Mic a Grand Piano with the MV88+

Mac 및 PC에서 MV88+ 사용
MOTIV 마이크는 특별한 드라이버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Mac 또는 PC와 호환됩니다. MV88+ 설정(마이크 게인 제외)은 컴퓨터

를 통해 조정할 수 없지만, 마이크는 MOTIV 앱에서 구성한 대로 마지막 설정을 유지합니다.

참고: USB-A 케이블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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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이브러리 검색/정렬/선택

검색: 파일 이름 또는 파일 형식으로 라이브러리에서 파일을 검색합니다.
정렬: 정렬 아이콘을 탭하여 이름, 날짜, 크기 또는 파일 유형별로 파일을 정리합니다.
화면 맨 아래의 파일 공유 섹션에서:Select 버튼을 사용해 변환, 공유하거나 삭제할 1개 또는 다수 녹음을 선택합니다.

② 정렬 순서 트랙을 순서 또는 역순으로 표시하려면 캐럿을 탭합니다.

③ 트랙 목록 레코딩한 트랙 목록을 표시합니다.

④ 최근 삭제됨 최근 삭제된 파일은 30일 동안 여기에 저장됩니다. 파일 복구 방법을 알아보려면 최근 삭제된 파일 항목을 참조하십시

오.

⑤ 오디오 플레이어 바

트랙 이름을 눌러 재생 창을 엽니다.
편집 가위 아이콘을 눌러 파일 편집기에 액세스합니다.
녹음을 재생한 후 일시 정지합니다.
점 세 개를 눌러 파일의 이름 바꾸기, 공유, 파일 형식 변환, 아트워크 추가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Note: iOS users have the ability to search for files in the MOTIV Library by using the Spotlight feature.

재생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트랙 이름을 두 번 눌러 재생 창에 액세스합니다.

① 트랙 정보 파일 형식, 비트 깊이, 샘플 레이트 및 스테레오나 모노를 포함하여 현재 재생 중인 트랙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② 트랙 아트워크 MOTIV 아트워크를 보관합니다. 또는 장치에 있는 사진의 이미지로 아트워크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트랙 아트워크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③ 파일 정보 레코딩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용한 마이크를 표시합니다.

④ 재생 시간 표시줄 재생 진행에 따른 트랙에서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경과한 시간과 남은 시간은 시간 표시줄 아래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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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생 컨트롤 트랙을 Edit, Rewind, Play/Pause, Fast-Forward, and Loop합니다.

가로 보기에서 재생

다수 파일 변환
Shure MOTIV를 사용하여 다수의 파일을 한 번에 변환, 공유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WAV 파일만 변환할 수 있습니다.

내 레코딩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Select를 누릅니다.
변환하려는 파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한 파일 옆에 파란색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변환 옵션을 표시하려면 Save As를 누릅니다. 파일을 변환하면 새 파일이 내 레코딩 목록에 추가됩니다.

Using the Files App to Manage the MOTIV Library
Access your MOTIV audio files from inside the Files app. The MOTIV app will create a MOTIV folder inside Files, including a 
recently deleted folder inside the MOTIV folder. Here you can copy your files to other folders or share to other apps on your 
device if those apps support file sharing. When you copy or move your files outside the MOTIV storage, you can ensure that 
those files will not be deleted if the MOTIV app gets uninstalled.

Note: Any changes made to MOTIV recordings in the Files app will be reflected in the MOTIV app. This means that if you 
change a file name or delete a track in Files, you will see those changes or deletions in the MOTIV app library. MOTIV and the 
MOTIV folder in Files remain consistent. If you move a track in FIles to another location, that track will no longer show up in the 
MOTIV library. Also, if you were to add a file to the MOTIV folder in Files, that would show up in the MOTIV app library.

Recovering Recently Deleted Files
Files that you no longer need can be deleted and will disappear from your library. However, you might find that you have 
mistakenly deleted a file that you want to keep. In this case, the Recently Deleted folder is a temporary safety net that will store 
files for 30 days before permanently deleting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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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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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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를 눌러 선택한 지점에서부터 재생을 시작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집어서 모으면 축소됩니다. 벌리면 확대됩니다.

파형을 더 보려면 편집기에서 가로 모드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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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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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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기

①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③ 향상 토글 향상 기능을 켜고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④ 미러 페이드 토글 인트로 및 아웃트로 페이드 곡선을 대칭으로 만들려면 미러를 켭니다.

⑤ 마커 추가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추가하려면 + 기호를 탭합니다.

⑥ 마커 목록 모든 녹음은 시작 및 종료 마커로 시작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커"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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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Recordings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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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림/분할 선택 편집 모드 유형을 선택합니다.

② 시간 표시줄 디스플레이 전체 시간 표시줄을 나타냅니다. 정확하게 편집하려면 확대하십시오.

③ 향상 토글 향상 기능을 켜고 끕니다. 자세한 내용은 향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④ 마커 추가 플레이헤드 위치에 마커를 추가하려면 + 기호를 탭합니다.

⑤ 마커 목록 모든 녹음은 시작 및 종료 마커로 시작합니다. 시간, 분, 초 및 밀리초로 위치를 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커"에
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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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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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생성합니다.

My Recordings에서 편집하려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합니다.
Edit 아이콘을 눌러 편집기를 엽니다.
오디오를 분할하려는 지점에 마커를 놓습니다.
Split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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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lit으로 생성된 첫 번째와 두 번째 트랙을 편집합니다.

Enhance
Enhance is a quick way to make recordings sound better and more suitable for sharing. By selecting one of the three levels, 
low, medium, or high), you can automatically adjust the loudness, compression and other qualities of your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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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Best suited for speech recordings

Medium Best suited for quiet musical content

High Best suited for loud or amplified musical content

Using Enhance to Improve your Recordings
To preview the changes made by the enhance feature, select the part of your audio file where you would like the preview to 
start. Once your file is processed, enhance can adjust settings.

Place the playhead (red bar) where you would like the preview to start.
Tap Low, Medium and High to hear how your file changes with different enhance levels.
Select the level that sounds best and then Save. You can save the file or rename it to create a new file.

Note: Every time the file is changed, you will need to apply Enhance again to process the changed file.

How Does Enhance Work?
By selecting one of the three Enhance levels (low, medium, high), a series of processing algorithms are applied to your file. 
The amount of processing depends on the level that you have selected. Loudness, compression, soft and hard limiting are 
applied to all levels. Automatic equalization is applied to the medium and heavy Enhance levels. Preview the levels and select 
the one that sounds best. Save the file with a new name or preserve the original track and create a new enhanced file with a 
new name.

Tip: Start by applying enhance to a single track. It will be faster to process each file individually. Also, different tracks will have 
different levels and tones. By processing one file at a time, you can be sure that enhance is getting the best sound out of each 
track.

MOTIV 녹음 공유

카메라 롤에 저장
iOS 장치 카메라 롤에서 쉽게 소셜 미디어로 공유할 수 있는 비디오 파일로 오디오를 변환합니다.

내 레코딩에서 변환하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Share 버튼을 선택합니다.
Save to Camera Roll을 선택합니다.
자동으로 변환되며 큰 파일은 변환하는 데 더 오래 걸립니다.

주: 처음으로 카메라 롤에 저장하면 앱과 앱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승인 허용 요청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우발적으로 요청을 무시한 경우 iOS 장치 설정에

서 항상 액세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허용하면 카메라 롤에 MOTIV 폴더가 생성됩니다.

변환이 완료되면 카메라 롤에 저장되었으며 트랙을 공유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알림이 수신됩니다.

트랙 아트워크 사용자 지정
레코딩에 이미지를 추가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내 레코딩 탭에서 아트워크가 필요한 파일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옆에 있는 점 세 개를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이미지 파일을 보려면 아트워크 추가를 선택합니다.
사진을 선택합니다. 아트워크를 변경하려면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다른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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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opbox 에 저장
Dropbox에 MOTIV 파일을 저장하여 백업 사본을 보관하거나 iOS 장치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하십시오.

MOTIV 앱을 열고 My Recordings로 이동합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1개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공유와 Dropbox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주: MOTIV와 Dropbox 간의 액세스를 승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Allow” 선택하면 Dropbox에 MOTIV 폴더가 생성되며 앱이 연결됩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업로드되면 파일이 저장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주: 큰 파일은 업로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Dropbox에 업로드되었으므로 녹음 백업 사본을 저장하거나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MOTIV가 있는 AirDrop
MOTIV를 사용해 선택한 연락처에 AirDrop WAV 파일 기능을 지원합니다.

MOTIV 앱을 열고 My Recordings로 이동합니다.
선택 버튼을 눌러 1개 또는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합니다.
공유와 더 보기를 차례로 선택하여 AirDrop 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iTunes에 저장
iTunes를 사용해 데스크톱 컴퓨터와 iOS 장치 간에 오디오 파일을 쉽게 전송하십시오.

iOS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iTunes를 엽니다.

주: iTunes의 가장 최신 버전 사용을 권장합니다.

장치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설정 열에서 “앱”을 선택합니다.

화면의 하단의 파일 공유 선택에서 MOTIV를 선택합니다. 가장 오른쪽 스크롤 바를 사용해 가장 아래까지 스크롤해야 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MOTIV 문서가 표시됩니다.

저장하려는 녹음 파일을 강조 표시한 후 “다음에 저장” 버튼을 선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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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큰 파일은 업로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일이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었으므로 iTunes 라이브러리에 파일을 추가하거나 오디오 편집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주: 파일 추가 버튼을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MOTIV 앱으로 오디오를 업로드합니다.

Troubleshooting
Issue Solution

Microphone is plugged in, but 
the volume meter does not 
register a signal.

Edit the privacy setting for your recording device under SETTINGS > PRIVACY > 
MICROPHONE to give the app permission to use the microphone.

Microphone is plugged in, but 
not detected.

Unplug and reconnect the cable connections so that the app recognizes the microphone. 
You'll know that the connection is secure when you see the microphone name visible in 
the status bar.

You hear no audio despite 
LEDs and the volume meter 
responding as if audio is 
present.

Check the Monitor Mix blend to ensure that audio is passing and you can monitor 
playback. Move the Monitor Mix slider to the center to hear audio that is being currently 
recorded and previously recorded audio.

Audio sounds bad or distant.
To ensure that you are receiving audio from the MOTIV microphone and not a built-in 
microphone; unplug and reconnect the microphone. You'll know that the connection is 
secure when you see the microphone name visible in the status bar.

Audio is distorted.
Use the audio meter to ensure that volume peaks are within the target range (the gray 
area). If the level reaches the red peak indicator of the input meter, turn the gain down.

Left/right stereo channels do 
not match video.

Depending on the orientation of the recording device, it may be necessary to engage the 
Left-Right swap in MOTIV settings. If the audio has already been recorded, you can 
switch the left and right channels in most audio editing software.

Audio is not in sync with 
video

Switch to a lower frame rate or resolution size. You might achieve better performance with 
a less system intensive frame rate.

Recording stops due to 
overheating

MOTIV Video app responds to device overheating by disabling the meter and waveform 
display. If device continues to overheat, MOTIV will save your recording and shut down 
the app. Ensure that your device has cooled down before starting a new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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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Solution

Unable to share file.

If a file is too large to be shared, there are a couple options for reducing file size.

Convert your file to a compressed file format.
Connect your mobile device to your computer and use file transfer, like iTunes, to 
download the file to your desktop.
Split your track in two, export both files and recombine them using audio editing software.

General troubleshooting.

Ensure that your app is updated to the most current version.
Make sure that your phone's operating system is updated to the most current version.
Check to see how the microphone works using a different connection cable or different 
device.
Close and restart the application.
Powering down and rebooting the device will clear the cache and can sometimes help 
with software performance.

Note: It may be useful to reset the app to restore functionality. Perform a hard reset by unplugging and re-plugging the 
microphone.

펌웨어
펌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각 구성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개발됩니다. 설계 개선의 이점을 누리려면 메시지가 나타날 때 새 버전의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팁: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DSP를 업데이트하기 전에 마이크가 모바일 장치에 연결되어 있고 장치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연결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iOS
iOS: iOS 14 이상

iPhone: iPhone 6s 이상

iPod Touch: 7세대

주: iPad Pro(USB-C)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USB-C로 iPad 사용하기
USB-C 케이블을 사용하여 MOTIV 마이크로 iPad에 녹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 게인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MOTIV가 제공하

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MOTIV 마이크를 ShurePlus MOTIV 앱을 사용하는 두 번째 장치(iPad가 아님)에 연결하십시오. 이 두 번

째 장치를 사용하면 녹음 상황에 맞게 마이크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MOTIV 마이크에 저장되며 iPad에 다시 연결하면 선

택한 설정을 사용하여 녹음할 수 있습니다.

유의: iPad(USB-C)는 MOTIV 마이크에 대한 게인 조정만 지원합니다. 모든 기능에 액세스하려면 마이크를 호환 장치에 연결하고

MOTIV 앱에서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마이크는 iPad와 작동하도록 설정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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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Android
다음을 지원하는 Android 장치와 호환됩니다.

Android Pie 9.0 이상

≥ 100m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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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US/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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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MFi 인증

예

DSP 모드(사전 설정)
발언/노래/어쿠스틱/큰 소리/플랫

변환기 유형

카디오이드 (10 mm)/양방향성 콘덴서 카트리지 (10 mm)

극성 패턴

가변 폭 스테레오/모노 양방향성/모노 단일방향성/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원칙

미드 사이드

주파수 응답

20 Hz ~ 20,000 Hz

조정가능한 게인 범위

0 ~ +36 dB

https://www.shure.com/en-US/motiv-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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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37 dBFS/Pa 1 kHz에서 [1] [2]

Maximum SPL
120 dB SPL [2]

리미터

예

압축기

예

이퀄라이저

5개 대역

전력 사양

USB 또는 Lightning을 통한 전원 공급

외장 케이스

올메탈 구조

순중량

윈드스크린 제외 79.0 g (2.78oz.)

윈드스크린 포함 81.5 g (2.87oz.)

크기

윈드스크린 제외 27 x 27 x 77 mm 높이 x 폭 x 깊이

윈드스크린 포함 44 x 44 x 93 mm 높이 x 폭 x 깊이

[1] 1 Pa=94 dB SPL

[2]최소 게인, 플랫 모드

주파수 응답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  kHz

24 44.1  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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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16 48  kHz

16 44.1  kHz

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Android

PCM/WAV 최대 352KHz

AAC 256,128,96

iOS
PCM/WAV 최대 352KHz

MP4 오디오 오디오 파일 확장자: .mp4, .m4a, .m4p, .m4b

AAC 256,128,96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MV88 폼 윈드스크린 AMV88-WS

MV88 운반 케이스 AMV88-CC

15인치 USB-C 케이블 1개 AMV-USBC15

15인치 Lightning 케이블 1개 AMV-LTG15

모바일 장치 스레드형 클램프 DeviceClamp

액세서리 선택 사양
MV88용 Rycote Windjammer AMV88-FUR

1 m Lightning 케이블 AMV-LTG

인증

사용자 정보
본 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

정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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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FCC 규정에서는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에서 설치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

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판매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Industry Canada ICES-003 규정준수 레이블: CAN ICES-3(B)/NMB-3(B)

주: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CE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수입업체/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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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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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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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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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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box 및 Dropbox 로고는 Dropbox, Inc.의 상표입니다.

Shure MOTIV는 Dropbox, Inc.와 제휴 또는 후원받지 않습니다.

PIXI  및 Manfrotto 는 Vitec Imaging Solutions의 등록 상표입니다. 미니 삼각대 최대 중량: 1Kg/2.2파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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