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V88plus Video
MV88+ 비디오 키트

The ShurePlus MV88 video app user guide.
Version: 4.1 (202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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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88plus Video   
MV88+ 비디오 키트

일반 설명
Shure  MV88+ 비디오 레코딩 앱은 모바일 장치에 압축되지 않은 오디오와 함께 즉석 비디오 레코딩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DSP) 사전 설정 모드, 조절 가능 게인 및 스테레오 폭 제어로 소리를 사용자 지정하십시오.

특징
iOS, Android, PC 및 Mac 장치와 호환.

참고: 권장되는 Android 장치에 대한 정보는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가로 및 세로 레코딩을 지원하는 플러그 앤 플레이 작동

게인 조정 설정을 포함하는 유연한 녹음 설정 제어

모노 및 스테레오 오디오 장치 지원

MOTIV 마이크와 함께 사용할 때 다양한 레코딩 상황에 사전 설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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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by Mode

① Flash Use the flash when recording in low light situations.

② Connected Device Status/Recording Length/Focus Lock Device status will display the model name of the connected 
MOTIV device. Recording length is displayed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See the Visual Settings topic for more 
information on setting focus and exposure.

③ Zoom Level Pinch the screen to adjust your zoom level for a closer view of your subject.

④ File Information Displays available video format options.

Note: Option availability may vary based on your mobile device specifications.

Audio file formats: (iOS) WAV, ALAC, AAC 96, AAC 128, AAC 256 (Android) AAC 96, AAC 128, AAC 256

®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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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rate: 44.1 kHz, 48 kHz
Video resolution: 720p, 1080p, 4K
Frame rate: 24 fps, 30 fps, 60 fps

⑤ Reverse Camera Use the front-facing camera to shoot selfie videos.

⑥ Settings Tap the app settings sprocket to select light or dark theme appearance, to find version information, help materials, 
and to send feedback.

⑦ Record/Stop Button

⑧ Device Setup Access advanced settings for your audio device. See Device Setup section for more information.

⑨ Preview Window Tap to review the most recently recorded video.

⑩ Grid/Level/Off Display Tap through to display grid lines or a level for easy image composition. Or turn this feature off if you 
prefer a clean display.

⑪ Device Status Displays remaining battery life and available storage space for your recording device.

⑫ Input Meter/Microphone Gain Displays the strength of the mono or stereo input signal. Tap the input meter to bring up the 
mic gain and direct monitoring sliders. You can adjust microphone gain during recording to match the volume of the sound 
source. Make live adjustments to ensure levels are in the target range (indicated by the shaded region of the input meter).

Note: Display will read AGC when using the app with the built-in microphone. Automatic Gain Control (AGC) adjusts levels to ensure consistent volume. 
Weaker signals are boosted and stronger signals are attenuated to control gain. The dynamic range is decreased but the result is a more even recording.

Visual Settings
Be sure to adjust your visual settings to get the best-looking video image. We recommend making adjustments in this order.

Zoom: Pinch to zoom in or out and frame your shot.

Brightness: Swipe up and down to set brightness level.

Focus: Tap to focus or tap and hold to lock brightness and focus. Tap again to release the lock.

Record Mode

① Flash Use the flash when recording in low light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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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Connected Device Status/Recording Length/Focus Lock Status will display the model name of the connected MOTIV
device. Recording length is displayed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The red dot will flash when video is recording. See the 
Visual Settings topic for more information on focus and exposure.

③ Zoom Level Pinch the screen to adjust your zoom level for a closer view of your subject.

④ Record/Stop Button Start and stop video recording.

Note: Video files are saved to the Photos app on your mobile device.

⑤ Audio Recording The MOTIV Video app displays the audio waveform as it is being recorded.

⑥ Grid Use the grid lines to assist in composing your image.

⑦ Device Status Displays remaining battery life and available storage space for your recording device.

⑧ Input Meter Displays the strength of the mono or stereo input signal. Tap the input meter to bring up the mic gain and direct 
monitoring sliders. You can adjust microphone gain during recording to match the volume of the sound source. Make live 
adjustments to ensure levels are in the target range (indicated by the shaded region of the input meter).

Note: The maximum file size for a recording is 2GB, which will result in approximately 2 hours of record time. This limitation was put in place to maximize app 
performance. Continuous recording for more than 2 hours will generate a second file.

MV88+ 마이크와 함께 ShurePlus MOTIV  앱 사용
MOTIV 앱은 마이크 설정을 제어하여 특정 용도에서의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장치는 녹음할 때마다 빠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가장 최근

에 사용한 설정을 저장합니다.

마이크 조준
다음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소스를 레코딩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수평 또는 가로 

방향, 마이크 배치 및 설정을 시도해 보고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설정을 찾으십시오.

세로(수직)
녹음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녹음 장치를 배치하십시오. 마이크 전면이 음원을 향하도록 조준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적절한 방향을 향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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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레코딩(비디오 스트리밍)
장치를 편평한 면에 설치하고 마이크를 입 쪽으로 기울이십시오. 주변 소음을 줄이려면 MOTIV 앱에서 MONO CARDIOID 사전 설정

을 선택하십시오.

핸드헬드 녹음
다리를 접으면 휴대용 핸드헬드 스탠드가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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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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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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t Modes
Five selectable modes optimize settings for gain, stereo width, equalization, and compression. Set the microphone level and try 
the modes to find which sounds best. Preset modes can affect the strength of the input signal, so adjust the microphone level 
as needed after changing presets.

Mode Application Characteristics

Speech
speech

Narrow stereo width to reject background noise, equalization that emphasizes 
clarity and fullness, and gentle compression.

Singing

solo or group vocal 
performances

Medium stereo width with subtle equalization to add richness and clarity for a 
natural sound.

Flat
any

An unprocessed signal (no equalization or compression settings used). Adds 
flexibility when processing the audio after recording.

Acoustic

acoustic instruments and 
quiet music

Medium stereo width with transparent compression to smooth out volume spikes 
and bring out quiet passages. The equalizer setting emphasizes detail and an 
overall natural sound.

Loud

live performance and 
louder sources

Wide stereo to increase separation between sources. Equalization further 
improves definition by reducing frequencies that can make the instrumentation 
sound crow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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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anced Mic Settings
After you have selected the preset mode for your application, fine tune the sound of your recording with limiter, compressor, 
and equalizer controls. Your settings will be retained in the microphone when using other audio and video recording 
applications.

Limiter
Toggle the limiter on to set an input threshold and prevent distortion from volume peaks in your recordings.

Compressor
Choose no compression, or select light or heavy compression to control volume when your sound source is dynamic. The 
compressor will narrow the dynamic range, which means that quiet signals are boosted and loud signals are low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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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Right Channel Swap

For stereo recordings, use Left - Right Swap to flip the left and right audio channels to match the stereo image to the video. For 
example, when using video to record yourself.

Tip: Use the L and R indicators on the microphone barrel. This way you can set Left - Right Swap before you start to record.

Equalizer

Change the preset modes to hear the DSP changes, and then use the equalizer to boost or cut bands of frequencies to 
improve sound clarity.

Note: Equalization within presets will not be displayed. However, the equalizer graphic in the advanced settings status bar displays the user-selected 
equalization.

Tap to access the MOTIV equalizer. Equalization changes are displayed in the equalizer image.

EQ persists between preset mod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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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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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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게인 잠금: 잠금 아이콘을 누릅니다.

녹음 팁

알림 끄기
MOTIV 앱을 열 때 비행기 모드 및 방해 금지 모드를 활성화할지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레코딩에 잡음을 추가할 수 있는 음성 통

화, 메시지 및 여러 알림 방해를 받지 않고 레코딩하려면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한 다음 Wi-Fi를 다시 켜서 위치 정보를 오디오 파일에 추가하십시오.

샘플 레이트 조절
다운로드용 연설 또는 팟캐스트 녹화 등 작은 파일 용량이 유용한 경우 낮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음악 및 다이내믹 레코딩을 위

해 더 높은 샘플 레이트를 선택합니다.

최상의 비디오 이미지 얻기
손가락을 모으고 벌려 확대/축소하여 샷 구도를 잡습니다. 위와 아래로 스와이프하여 밝기를 설정합니다. 눌러서 초점을 맞추거나 길게 

눌러서 밝기와 초점을 고정합니다. 다시 눌러 잠금을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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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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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omatic Save로 녹음하기
레코딩 도중 마이크 연결이 우발적으로 분리되는 경우 MOTIV에서 레코딩을 자동으로 중지합니다. 오디오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

라는 파일 저장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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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MOTIV Video Recordings
Stop the recording to create a video file that is saved in the Photos app on your mobile device. You can share videos created 
with the MOTIV video recording app from Photos.

On an iOS device, find your video in Photos > MOTIV. Or in Photos > Media Types > Videos.
On an Android device, find your video in the main Photos library or in Photos > Albums > Camera.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마이크가 꽂혀있으나 볼륨 미터가 

신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SETTINGS > PRIVACY > MICROPHONE 아래에서 녹음 장치에 대한 개인 정보 설정을 편집하

여 앱에 마이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십시오.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만 감지되

지 않습니다.
앱이 마이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케이블 커넥터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마이크 이름

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면 연결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오디오가 있는 것처럼 LED 
및 볼륨 미터가 반응해도 오디오

가 들리지 않습니다.

Monitor Mix 블렌드를 점검하여 오디오가 전달되고 있고 재생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확인하

십시오. Monitor Mix 슬라이더를 중앙으로 이동하면 현재 녹음 중인 오디오와 이전에 녹음된 오

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사운드가 불량하거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내장 마이크가 아니라 MOTIV 마이크에서 오디오를 수신하기 위해 마이크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십시오. 마이크 이름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면 연결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왜곡됨
오디오 미터를 사용하여 볼륨 피크가 목표 범위(회색 영역) 내에 있도록 하십시오. 수준이 입력 

미터의 빨간색 피크 표시기에 도달하면 게인을 낮추십시오.

좌측/우측 스테레오 채널이 비디

오와 일치하지 않음

레코딩 장치의 방향에 따라, MOTIV 설정에서 좌측-우측 스왑을 작동시켜야 할 수 있습니다. 오
디오가 레코딩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왼쪽과 오른쪽 채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디오가 비디오와 동기화되지 않

음

낮은 프레임 속도 또는 해상도로 전환하십시오. 시스템에 영향을 덜 주는 프레임 속도를 사용하

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파일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파일이 너무 커서 공유할 수 없는 경우, 파일 크기를 줄이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파일을 압축 파일 형식으로 변환하십시오.
모바일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iTunes와 같은 파일 전송을 사용하여 파일을 데스크톱에 다

운로드하십시오.
트랙을 2개로 나눠서 2개의 파일을 모두 내보내고 오디오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다시 결

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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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책

일반적인 문제 해결

앱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휴대폰의 운영 체제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연결 케이블 또는 다른 장치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작동 방식을 확인하십시오.
응용 프로그램을 닫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장치의 전원을 껐다가 재부팅하면 캐시가 지워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성능에 도움이 될 수 있

습니다.

참고: 앱을 재설정하여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하여 하드웨어 재설정을 수행하십

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iOS
iOS: iOS 12 이상

iPhone: iPhone 6 이상

iPod Touch: 6세대

주: iPad Pro(USB-C)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요구 사항 및 호환성: Android
다음을 지원하는 Android 장치와 호환됩니다.

Android Oreo 8.0 이상

≥ 100 m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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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Vcompatibility를 참조하십시오.

사양
MFi 인증

예

DSP 모드(사전 설정)
발언/노래/어쿠스틱/큰 소리/플랫

극성 패턴

가변 폭 스테레오/모노 양방향성/모노 단일방향성/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원칙

미드 사이드

https://www.shure.com/MOTIVcompa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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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iOS

WAV, AAC (최대 256 KHz)

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Android

AAC (최대 256 KHz)

주파수 응답

20 Hz ~ 20,000 Hz

조정가능한 게인 범위

0 ~ +36 dB

감도

-37 dBFS/Pa 1 kHz에서 [1] [2]

Maximum SPL
120 dB SPL [2]

리미터

예

압축기

예

이퀄라이저

5개 대역

[1] 1 Pa=94 dB SPL

[2]최소 게인, 플랫 모드

비트 깊이 샘플링 레이트

24 48  kHz

24 44.1  kHz

16 48  kHz

16 44.1  kHz

지원되는 오디오 형식
Android

PCM/WAV 최대 352KHz

AAC 256,1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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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PCM/WAV 최대 352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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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C 256,128,96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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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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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장치: iPhone Xs Max, iPhone Xs, iPhone XR, iPhone X, iPhone 8 Plus, iPhone 8, iPhone 7 Plus, iPhone 7, iPhone SE, 
iPhone 6s Plus, iPhone 6s, iPhone 6 Plus, iPhone 6,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ad Pro(10.5인치), iPad Pro(12.9인치) 2
세대, iPad Pro(12.9인치) 1세대, iPad Pro(9.7인치), iPad mini 4, iPad mini 3, iPad mini 2, iPad Air 2, iPad Air, iPad(6세대), iPad(5
세대), iPad(4세대), iPod touch.

iPad, iPhone, iPod 및 iPod touch는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등록된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iPad Air, iPad mini 및 Lightning는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상표 “iPhone”은 Aiphone K.K.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일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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