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7B
단일지향성 다이내믹 보컬 마이크

Shure SM7B dynamic microphone online user guide. Includes information on the frequency response, how to mount, preamp 
recommendations, and specs. 
Version: 2.3 (20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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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7B   
단일지향성 다이내믹 보컬 마이크

일반 설명
모델 SM7B 다이내믹 마이크는 모든 전문 어플리케이션에서 음악과 스피치에 적합한 부드럽고 평탄한 광범위한 주파수 응답을 제공합

니다. 또한 컴퓨터 모니터, 네온등 및 기타 전기 장치에서 생성되는 전자기장으로부터 탁월한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준 윈드

스크린 외에 클로즈 토크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A7WS 윈드스크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M7B는 다음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 탁월한 선택입니다.

레코딩 스튜디오—악기 및 보컬

실황 녹음

영화 및 TV 스코어링

TV, 토크쇼 및 뉴스데스크

라디오 방송 및 제작

나레이션

마이크 배치
축에서 벗어난 소음을 차단하려면 1~6인치(2.54~15cm) 떨어진 마이크에 직접 대고 말하십시오. 더 따뜻한 저음 응답을 원하면 마이크

에 더 가까이 이동하십시오. 저음을 줄이려면 마이크를 멀리 옮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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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크로 케이블 타이

동봉된 벨크로 타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고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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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윈드스크린
일반 음성 및 악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표준 윈드스크린을 사용하십시오.

말할 때 일부 자음의 보컬 팝(파열음이라고 함)이 들릴 수 있습니다. 큰 파열음과 바람 소리를 방지하려면 대형 A7WS 윈드스크린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장착 지침
SM7B의 기본 설치는 붐 마운트용입니다. 마이크 스탠드용 SM7B를 설치하려면:

측면의 조임 너트를 제거합니다.
장착된 와셔, 로크 와셔, 외부 황동 와셔 및 황동 슬리브를 제거합니다.
브래킷을 마이크 밖으로 밀어 빼냅니다. 마이크에 있는 와셔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브래킷을 뒤집어 돌립니다. 마이크에 남아 있는 황동 및 플라스틱 와셔 위로 다시 볼트를 집어 넣습니다. XLR 커넥터가 마이크 

뒤쪽을 향하고 마이크 뒤에 있는 Shure 로고가 오른쪽을 향하도록 브래킷을 끼워야 합니다.
황동 슬리브를 다시 끼웁니다. 내부 와셔 내에 적절히 안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황동 와셔, 로크 와셔 및 장착된 와셔를 다시 끼웁니다.
조임 너트를 다시 끼우고 마이크를 원하는 각도로 조입니다.

주: 조임 너트로 마이크를 제자리에 고정할 수 없는 경우, 황동 슬리브와 와셔의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착 조립 - 전개도

① 조임 너트

② 장착된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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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잠금 와셔

④ 황동 와셔

⑤ 황동 슬리브

⑥ 장착 브래킷

⑦ 플라스틱 와셔

⑧ 응답 스위치

⑨ 스위치 커버

⑩ 윈드스크린

붐 및 마이크 스탠드 장착 구성

프리앰프 사용
SM7B는 -59dB의 감도 등급을 가지며 대부분의 보급형 또는 중급 전치 증폭기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게인이 필요합니다. 프리

앰프의 게인이 60dB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인라인 부스트 앰프나 더 강력한 프리앰프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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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앰프 구성

스탠드 어댑터 설치 또는 제거
마이크를 3/8인치 스탠드에 장착하려면 동봉된 황동 스탠드 어댑터를 삽입하고 동전이나 드라이버로 조이십시오.



Shure Incorporated

8/12

중요: 어댑터의 슬롯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주파수 응답 스위치 조정
펜, 연필 또는 스크루드라이버를 사용하여 후면 패널의 스위치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파수 응답이 조정됩니다.

주: 마이크가 사용 중이거나 연결되어 있는 동안 스위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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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한 응답: 이 기본 설정은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작동합니다.

베이스 롤오프: 저음을 줄이려면 왼쪽 스위치를 아래로 누르십시오. 이것은 A/C, HVAC 또는 트래픽으로 인한 배경 허밍을 낮출 수 있

습니다.

프레전스 부스트: 중역 주파수에서 더 밝은 사운드를 원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스위치를 위로 누르십시오. 이것은 보컬 선명도를 향상시

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요령
다양한 악기 및 애플리케이션의 녹음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 교육용 간행물을 참조하십시오.

사양
형식

다이나믹 (무빙 코일)

주파수 응답

50 ~ 20,000 Hz

극성 패턴

카디오이드

출력 임피던스

150 Ω

https://service.shure.com/Service/s/article/educational-articles-online-booklets-and-bulletins
https://service.shure.com/Service/s/article/educational-articles-online-booklets-and-bullet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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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
(1 kHz에서, 개방 회로 전압)

-59 dBV/Pa[1] (1.12 mV)

험 픽업
(일반, 60 Hz에서, SPL/mOe에 준하는)

11 dB

극성

다이어프램 상의 양압은 핀 2에서 핀 3 대비 양전압을 생성합니다.

순중량

0.764 kg (1.69 lbs)

외장 케이스

짙은 회색 에나멜 알루미늄 및 스틸 케이스와 짙은 회색 폼 윈드스크린.

[1] 1 Pa=94 dB SPL

주파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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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극성 패턴

내부 연결도

전체 치수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스위치 커버 RPM602

윈드스크린- 대형 A7WS

5/8” 에서 3/8” 스레드 어댑터 31A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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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선택 사양
25'TRIPLE-FLEX  케이블, 크롬 XLR 커넥터 C25F

교체용 부품
카트리지 RPM106

SM7 모델용 검정색 교체용 윈드스크린, A7WS도 참조 RK345

너트/와셔 RPM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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