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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81   
악기 마이크

일반 설명
Shure 모델 SM81은 스튜디오 레코딩, 방송 및 사운드 보강용으로 디자인된 고품질의 단일지향성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넓은 주파수 

응답, 낮은 노이즈 특성 및 낮은 RF 민감도는 특히 기타, 피아노, 심벌즈 같은 어쿠스틱 악기가 포함된 어플리케이션의 표준이 되었습니

다. SM81은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팬텀 파워로 작동하고 광범위한 온도와 습도 조건에서 수행됩니다. 또한 스위블 어댑터, 감
쇠기 스위치 잠금, 폼 윈드스크린 및 휴대와 보관용 케이스가 함께 제공됩니다. 기타 액세서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력 사양
이 마이크는 팬텀 파워가 필요하며 48 Vdc 전원공급(IEC-61938)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저 11 Vdc 의 공급에서 다소 

감소된 헤드룸 및 민감도로 동작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믹서는 팬텀 파워를 제공합니다. 반드시 밸런스드 마이크 케이블을 사용해야 합니다: XLR-to-XLR.

저 주파수 응답 선택
3-포지션 스위치를 사용하면 마이크의 저주파수 응답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이용하여 바람 소리, 실내 소음 또는 근접 

효과를 줄입니다.

평탄한 응답은 대부분의 사용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저주파수 컷오프는 옥타브당 18 dB을 80 Hz 이하로 감쇠시킵니다. 플로어 소음 및 히터, 에어컨으로부터의 저주파수 실내 소

음을 제거합니다. 이 설정은 또한 근접 효과에 대한 보정 또는 악기 소리를 흐리거나 탁한 저 주파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저주파수 롤오프는 옥타브당 6 dB을 100 Hz 이하로 감쇠시킵니다. 근접 효과에 대한 보정 또는 악기 소리를 흐리거나 탁한 저 

주파수를 줄여줍니다.

감쇠 설정
감쇠 스위치는 주파수 응답을 변경하지 않고 10 dB 정도 카트리지로부터 레벨 신호를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 오버로딩으로부터 

매우 높은 SPL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예: 마이크가 가까이 있는 드럼 및 기타 캐비닛). 감쇠를 활성화하려면 스위치를 “–10 dB” 위치로 

돌리십시오.

주: 링 부품을 돌리면 감쇠의 증분 레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감쇠 스위치는 제 자리에 잠글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이용하십시오:

1. 그릴과 카트리지 어셈블리의 나사를 풉니다.

2. 감쇠 스위치를 원하는 위치 (0 또는 –10)로 돌립니다.

3. 핀과 슬롯 사이 링 뒤에 있는 부위에 링 잠금(작고 투명한 플라스틱 조각)을 삽입합니다.

4. 그릴과 카트리지 어셈블리를 다시 끼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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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효과
단일지향성 마이크는 음원으로부터 약 6 mm (1/4 inch)의 거리에 있을 때 저음 주파수를 100 Hz 미만의 6 ~ 10 dB까지 점진적으로 올

려줍니다. 근접 효과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더 부드럽고 보다 강력한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접 사용 중에 파열적

인 저주파수 사운드를 방지하기 위해, 저음 응답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제어가 훨씬 용이하고 사용자가 근접 효과를 이용하

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양
형식

일렉트릿 콘덴서

주파수 응답

20 ~ 20,000 Hz

극성 패턴

카디오이드

출력 임피던스

EIA 정격 150  Ω (85  Ω 실제)

감도
1 kHz에서, 개방 회로 전압

-45 dBV/Pa[1] (5.6 mV)

Maximum SPL
1% THD 에서 1kHz, 1 kΩ 부하

136 dB SPL

신호 대 잡음비
1 kHz에서 Ref. 94 dB SPL

78 dB[2]

클리핑 레벨
0.25% THD 에서 1kHz, 1 kΩ 부하

-4 dBV (0.63 V)

험 픽업
일반, 60 Hz에서, SPL/mOe에 준하는

-3 dB

극성

다이어프램 상의 양압은 핀 2에서 핀 3 대비 양전압을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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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자체 무게 0.230 kg (0.5 lbs)

포장시 무게 0.740 kg (1.625 lbs)

감쇠기 스위치

0 또는 −10dB, 잠금 가능

커넥터

3핀 프로페셔널 오디오 (XLR), 수(♂)

외장 케이스

스틸 구조와 비닐 금속성 페인트 마감과 스테인레스 스틸 스크린

동작 환경 조건

작동 온도 -6.7° ~ 49° C (20° ~ 120° F)

보관 온도 -29° ~ 74° C (-20° ~ 165° F)

상대 습도 0 ~ 95%

전력 사양

11 ~ 52 V DC 팬텀 파워 (1.2  mA)

[1] 1 Pa=94 dB SPL

[2] S/N ratio is difference between 94 dB SPL and equivalent SPL of self noise, A-weighted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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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응답

일반적인 극성 패턴

전체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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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마이크 클립 A57F

10 dB 감쇠기 잠금 34A830

운반/보관백 95A2313

윈드스크린 49A111

액세서리 선택 사양
팝 필터 그릴 A81G

SM81 강력 윈드스크린 A81WS

삼각 마이크 스탠드 (4.3 m [14 ft]) S15A

스테레오 마이크 어댑터 A27M

테이퍼드 핸들이 있는 마이크용 SHOCKSTOPPER (하프 마운트 버전) A55HM

25'TRIPLE-FLEX  케이블, 크롬 XLR 커넥터 C25F

교체용 부품
카트리지 및 그릴 어셈블리 R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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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