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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cast Vocal Microphone

BP40
대형 다이어프램 다이내믹 방송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50-16,000 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83 장착 클램프;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선택 사양) : AT8484 ⅝ -27 나사 식 스탠드 용 쇼

크 마운트. 

풍부하고 자연스러운 콘덴서 마이크 사운드

최적의 다이어프램 성능을 위해 특허받은 플로팅 에지 구조의 대구경 다이어프램

험버 (humbucking) 코일은 전자기 간섭 (EMI)을 방지합니다.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전환 가능한 100 Hz 하이 패스 필터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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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2020USBi
USB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이스 오버, 팟 캐스팅, 홈 스튜디오 녹음, 모바일 녹음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나사 식 스탠드 용 회전식 스탠드 마운트;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삼각대 데스크 스탠드; 1.5m USB 케이블; 1.5m 

번개 케이블.

편리하고 고해상도의 레코딩을 위한 디지털 출력의 콘덴서 마이크 

탁월한 고해상도 오디오를 위한 24 비트 / 96 kHz 샘플링 속도의 고품질

 A / D 컨버터

Windows 7 이상, Mac OS 10.6 이상 및 iOS 7.02 이상

(Lightning 커넥터 필요)과 호환됩니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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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Microphones

AT2020USB+
USB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이스 오버, 팟 캐스팅, 홈 스튜디오 녹음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나사 식 스탠드 용 회전식 스탠드 마운트;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삼각대 데스크 스탠드; 3.1m USB 케이블.

디지털 녹음을 위한 USB 출력이 있는 콘덴서 마이크 탁월한 오디오를 위한 16 비트, 

44.1 / 48 kHz 샘플링 속도의 고품질 A / D 컨버터

볼륨 컨트롤이 있는 헤드폰 잭을 통해 지연없이 마이크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믹스 컨트롤을 사용하면 마이크 신호와 사전 녹음 된 오디오를 혼합 할 수 있습니다.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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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Microphones

BP4001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마이크

BP4002
무지향성 다이내믹 마이크

최상위 애플리케이션 : 현장 인터뷰, ENG, EFP,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최상위 애플리케이션 : 현장 인터뷰, ENG, EFP,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응답 : 80-18,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70 Quiet-Flex ™ 스탠드 클램프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거품 바람막이; 운반 케이스;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주파수 응답 : 8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70 Quiet-Flex ™ 스탠드 클램프 (⅝ "-27 스레드 스탠드용);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거품 바람막이; 운반 케이스;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길이가 긴 핸들이 있는 전문 인터뷰 마이크는 현장 인터뷰에 이상적입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자연스럽고 명확한 재생을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길이가 긴 핸들이 있는 전문 인터뷰 마이크는 현장 인터뷰에 이상적입니다.

무지향성 극 패턴은 주변 환경을 자연스럽게 재현합니다.

주파수 응답 특성은  자연스럽고 명확한 재생을 위해 맞춰져 있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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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held Microphones

AT8004
무지향성 다이나믹 마이크

AT8004L
확장 핸들이 장착된 무지향성 다이내믹 마이크로폰 

최상위 애플리케이션 : 현장 인터뷰, ENG, EFP,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최상위 애플리케이션 : 현장 인터뷰, ENG, EFP,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주파수 응답 : 80-16,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주파수 응답 : 80-16,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인터뷰, 스포츠 방송 및 스테레오 마이크와 함께 사용되는 "모노"마이크에 이상적입니다.

무지향성 극 패턴은 자연 재생산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스틸 그릴 하우징

내부 충격 장착으로 취급 및 케이블 소음 최소화

긴 손잡이는 인터뷰 / 스포츠 방송에 이상적입니다.

무지향성 극 패턴은 자연 재생산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스틸 그릴 하우징

내부 충격 장착으로 취급 및 케이블 소음 최소화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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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le Microphone

AT808G
서브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콘솔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0-5,000 Hz

품질 좋은 토크백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상업 및 산업 응용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성능

과도한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뛰어난 명료도를 보장하는 맞춤형 주파수 응답

보호 윈드 스크린 및 견고한 구조

XLRF 유형 표면 또는 케이블 커넥터에 직접 꽂습니다.

전체 길이 539 mm

ㆍ
ㆍ
ㆍ
ㆍ
ㆍ
ㆍ

subcardioid



11

Shotgun
Microphones



12

BP28L
라인 + 그라데이션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            

BP28
라인 + 그라데이션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방송, 영화 / TV 제작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방송, 영화 / TV 제작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주파수 응답 : 20-19,000 Hz

대형 다이아 프램 콘덴서 소자 및 최적화 된 회로는 탁월한 저노이즈 성능을 제공합니다.

매우 좁고 지향성이 강한 픽업 패턴이 있는 567.9mm의 전체 길이

변압기 결합 출력은 부드러운 음색 특성을 제공하며 마이크와 마이크 프리 앰프 사이

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일정한 부하 출력 임피던스를 유지합니다.

매우 높은 감도 : - 23 dBV, 넓은 동적 범위 (135 dB) 및 높은 SPL 성능 : 138 dB 정

확한 사운드 재생을 위한 평탄한 주파수 응답

가벼운 구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견고한 하우징

전환 가능한 80 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 dB 패드

특허 받은 음향 포트 설계는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대형 다이아 프램 콘덴서 소자 및 최적화 된 회로는 탁월한 저노이즈 성능을 제공합니다.

방향성이 강한 픽업 패턴이 있는 354.9mm의 전체 길이

변압기 결합 출력은 부드러운 음색 특성을 제공하며 마이크와 마이크 프리 앰프 사이

의 안정적인 관계를 위해 일정한 부하 출력 임피던스를 유지합니다.

매우 높은 감도 : - 28 dBV, 넓은 동적 범위 (135 dB) 및 높은 SPL 성능 : 143 dB 정

확한 사운드 재생을 위한 평탄한 주파수 응답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견고한 하우징

전환 가능한 80 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 dB 패드 

특허 받은 음향 포트 설계는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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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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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gun Microphones

BP4071L
라인 + 그라디언트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현장 방송, 제작

주파수 응답 : 20-18,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스레드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35 방풍 유리; 2 개의 O- 링;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매우 좁은 지향성이 높은 픽업 패턴이 있는 전체 길이는 539 mm입니다.

방송, 영화 / TV 제작 및 극장 사운드 강화에 사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직접 연결, 밸런스 출력은 고출력 조건에서도 깨끗한 신호를 보장합니다.

과도 전류 픽업 개선을 위한 트랜스포머 설계 

ㆍ
ㆍ
ㆍ
ㆍ

line +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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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gun Microphones

BP4071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BP4073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현장 방송, 제작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 근거리 스튜디오, 프로덕션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악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45 방풍 유리; 2 개의 O- 링;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악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44 윈드 스크린; 2 개의 O- 링;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방송, 영화 / TV 제작 및 극장 사운드 강화 응용 프로그램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직접 연결, 밸런스 출력은 고출력 조건에서도 깨끗한 신호를 보장합니다. 혁신적인 어

쿠스틱 디자인은 최대 50 % 더 긴 마이크와 동일한 지향성을 제공합니다.

경량 구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 된 견고한 하우징 과도 전류 픽업 개선을 위한 트

랜스포머 설계 

방송, 영화 / TV 제작 및 극장 사운드 강화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직접 연결, 밸런스 출력은 고출력 조건에서도 깨끗한 신호를 보장합니다.

혁신적인 어쿠스틱 디자인은 최대 50 % 더 긴 마이크와 동일한 지향성을 제공합니다.

전환 가능한 80 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 dB 패드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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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gun Microphones

AT8015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AT8035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현장 방송, 제작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 현장 방송, 제작

주파수 응답 : 4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35 방풍 유리; 배터리;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4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 3/8"-

16 나사 어댑터; AT8132 윈드 스크린; 배터리;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비디오 제작 및 방송 (ENG / EFP) 오디오 획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장거리 음향 수신에   바람직한 좁은 수용 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의 측면과 후면에서 탁월한 사운드 제거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비디오 제작 및 방송 (ENG / EFP) 오디오 획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길이는 ENG, 야외 녹음 및 기타 특수 용도에 적합합니다.

장거리 음향 수신에   바람직한 좁은 수용각을 제공합니다.

마이크의 측면과 후면에서 탁월한 사운드 제거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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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897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영화 / TV 제작 현장 오디오 수집, 스튜디오, 야생 동물 녹음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AT8134 윈드 스크

린; 배터리;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비디오 제작 및 방송 (ENG / EFP) 오디오 획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짧은 길이 (279mm)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용가능 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향의 축상 오디오 음질

장거리 음향 수신에   바람직한 좁은 수용 각을 제공합니다.

ㆍ
ㆍ
ㆍ
ㆍ

line + gradient

Shotgun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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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gun Microphones

AT875R
라인 + 그라디언트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근거리 방송, 비디오 카메라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AT8134 윈드 스크

린; 배터리;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비디오 제작 및 방송 (ENG / EFP) 오디오 획득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짧은 길이 (279mm)로 소형 디지털 카메라와 함께 사용가능 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향의 축상 오디오 음질

장거리 음향 수신에   바람직한 좁은 수용 각을 제공합니다.

ㆍ
ㆍ
ㆍ
ㆍ

line +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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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gun Microphones

AT8024
스테레오 / 모노 카메라 마운트 마이크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 현장 기록, 위치 기록

주파수 응답 : 40-15,000 Hz 

포함 액세서리 : 윈드 스크린; 퍼지 프런트 유리; AA 배터리.

DSLR 및 기타 비디오 카메라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카메라 내장 마이크보다 

훨씬 우수한 음질 제공

선택 가능한 라인 카디오이드 모노 또는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모드는 모든 환경에서 

고해상도 오디오를 캡처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왜곡 없이 큰 사운드 소스를 처리합니다.

3 위치 조정 감쇠기 및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일체형 러버 쇼크 마운트는 진동 및 기계적 카메라 소음으로부터 마이크를 분리합니다.

일체형 마운트가 있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 

ㆍ

ㆍ

ㆍ
ㆍ
ㆍ
ㆍ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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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Shotgun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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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Shotgun Microphones

BP4027
스테레오 샷건 마이크

BP4029
스테레오 샷건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필드 방송, 스테레오, 주변 환경, 제작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 현장 방송, 스테레오, 주변 환경, 제작

주파수 응답 : 3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35 방풍 유리; 2 개의 O- 링; 케이블;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4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AT8134 윈드 스크린; 2 개의 O- 링; 케이블;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방송사, 비디오 제작자 및 음반 제작자를 위해 고안 되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은 카메라 마운트 사용에 적합합니다.

독립적인 라인 - 카디오이드 및 8 자 그림 콘덴서 요소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매트릭스가 없는 M-S 모드와 2 개의 내부 매트릭스 방식의 왼쪽 / 오른쪽 스테레오 

모드를 전환합니다.

방송사, 비디오 제작자 및 음반 제작자를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디자인은 카메라 마운트 사용에 적합합니다.

독립적 인 라인 - 카디오이드 및 8 자 그림 콘덴서 요소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매트릭스가 없는 M-S 모드와 2 개의 내부 매트릭스 방식의 왼쪽 / 오른쪽 스테레오 

모드를 전환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stereo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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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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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Microphones

BP4050ST
스테레오 콘덴서 마이크로폰

주파수 응답 : 20-18,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쇼크 마운트, 케이블, 더스트 커버, 케이스.

전문적인 녹음, 방송 및 사운드 강화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사이드 주소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마이크

독립적 인 카디오이드 및 8 자 그림 콘덴서 요소

Mid-Side 모드와 두 개의 내부적으로 매트릭스 화 된 스테레오 모드를 전환합니다.

듀얼 다이어프램 캡슐은 마이크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 패턴 정의를 유지

합니다.

변압기가 없는 회로는 사실상 저주파 왜곡을 제거하고 고속 과도 특성의 우수한 상관 

관계를 제공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ste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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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Microphones

BP4025
X / Y 스테레오 필드 녹음용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17,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 스탠드 클램프, 케이블, 윈드 스크린, 파우치.

대형 다이어프램 캡슐은 깨끗한 음질과 탁월한 저소음을 제공합니다.

혁신적인 동시 캡슐 구성으로 작은 하우징에서 정확한 스테레오 이미지 생성

작고 가벼운 디자인은 카메라 마운트 사용에 이상적입니다.

우수한 채널 분리

팬텀 파워 작동 - 전문 장비와 함께 사용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및 10dB 패드

ㆍ
ㆍ
ㆍ
ㆍ
ㆍ
ㆍ

stereo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전문 비디오 / DSLR 카메라 마이크, 

앰비언스, 보컬 / 라이브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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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Microphones

BP8022
X / Y 스테레오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15,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2 케이블; 바람막이; 

배터리;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소형 하우징의 X / Y 스테레오 이미지를 위한 혁신적인 동시 캡슐 구성

프로 또는 소비자 장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밸런스드 (XLR 타입) 및 언밸런드 (3.5mm TRS) 케이블을 포함합니다.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 오프

휴대용 디지털 레코딩 장치 사용에 이상적입니다.

ㆍ
ㆍ
ㆍ
ㆍ
ㆍ

stereo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비디오 / DSLR 카메라 마이크, 주변 환경, 보컬 / 라이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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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eo Microphones

AT2022
X / Y 스테레오 마이크

BP4025
X / Y 스테레오 필드 녹음용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케이블; 퍼지 프런트 

유리; 배터리;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주파수 응답 : 100-17,000 Hz 

포함 액세서리 : 비디오 카메라 신발 마운트; LR44 배터리; 바람막이; 부드러운 보호 주

머니, 모피 양말 AT8123.

최상의 유연성을 위한 독특한 피봇팅형 일렉트릿 콘덴서 캡슐이 있는 

X / Y 스테레오 마이크

라이브 사운드 필드의 공간적인 영향과 사실감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작동으로 대부분의 녹음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 오프 (roll-off)로 원하지 않는 저주파 노이즈를 최소화합니다.

좁고 넓은 픽업 패턴을 위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90 ° 또는 120 ° 스테레오 작동

부속품 슈 및 스테레오 마이크 입력이 있는 캠코더의 경우

견고한 완전 금속 구조의 가볍고 휴대 가능한 디자인

쌍을 이루는 카디오이드 콘덴서 소자는 공간적인 충격과 높은 충실도의 

스테레오 사운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마이크 입력에서 플러그인 전원을 제공하는 녹음 장치와 함께 사용하면 

배터리 없이 작동합니다.

편리한 작동을 위한 On / Off 스위치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stereo stereo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일반 스테레오 녹음, 현장 사운드 캡처 최고의 어플리케이션 : 필드 레코딩



26

Studio Microphone

AT4053b
Hypercardioid Condenser Microphone

주파수 응답 : 20-20,000 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바람막이; 보호용 휴

대용 케이스.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원하는 음원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직접 결합, 밸런스드 출력은 고출력 조건에서도 깨끗한 신호를 생성합니다.

트랜스포머가 없는 회로는 사실상 저주파 왜곡을 제거하고 고속 과도 특성의 우수한 

상관 관계를 제공합니다.

무 지향성 (AT4049b) 및 카디오이드 (AT4051b) 모델도 제공됩니다.

ㆍ
ㆍ
ㆍ
ㆍ
ㆍ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현장 제작, 방송, 보컬

hyper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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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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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894
MicroSet® 초소형 카디오이드 콘덴서
헤드 윙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9 파워 모듈 (유선 전용); AT8464 듀얼 이어 마이크 마운트; 

AT8440 케이블 클립; 2개의 AT8163 윈드 스크린; 벨트 클립 (유선 전용); 휴대용 케이스.

혁신적인 회전 캡슐 하우징

AT8464 포함 듀얼 이어 마이크 장착 포함

회전식 캡슐 하우징을 구조형태로 수음 방향 설정 가능

예배 설교, 강사, 방송사 또는 연극에서 뛰어난 명료성과  깨끗하고 정확한 전달력 제공

ㆍ
ㆍ

cardioid

Miniature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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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Microphones

BP892
MicroSet® 초소형 무지향성 콘덴서 헤드 윙 마이크

BP893
MicroSet® 무지향성 콘덴서 헤드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9 파워 모듈 (유선 전용); AT8464 듀얼 (dualear) 마이크 마운트; 

AT8440 케이블 클립; 두 개의 AT8157 윈드 스크린; 2 개의 AT8156 엘리먼트 커버;  

벨트 클립 (유선 전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9 파워 모듈 (유선 전용); AT8440 케이블 클립; 두 개의 AT8157 

윈드 스크린; 2 개의 AT8156 엘리먼트 커버; 수분 가드; 벨트 클립 (유선 전용); 휴대용 

케이스.

높은 사운드 압력 레벨을 쉽게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오디오

캡슐 직경이 2.6mm에 불과하고 가볍고 가벼운 헤드셋은 최소한의 시야가 요구되는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탁월한 선명도 및 명료도

경량 인체 공학적 설계

탁월한 방해가 없는 1 인치 유연 붐

고정식 귀 착용 배치

자연스러운 보컬 재생을위한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omni omni



30

Miniature Microphones

AT899
초소형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

BP898
초소형 카디오이드 콘덴서 핀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7 전원 모듈; AT8439 케이블 클립; 의류 클립 기초; 바이퍼 클립

베이스; 마그넷 클립베이스와 끈이 달린 플레이트; 3 개의 단일 마이크 홀더; 2 개의 더

블 마이크 홀더; 두 개의 요소 커버; 2 개의 윈드 스크린; 배터리;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200-15,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7 전원 모듈; AT8439 케이블 클립; 의류 클립 기초; 바이퍼 클립

베이스; 마그넷 클립베이스와 끈이 달린 플레이트; 3 개의 단일 마이크 홀더; 2 개의 더

블 마이크 홀더; 2 개의 윈드 스크린; 배터리;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보컬, 강사, 무대 및 텔레비전 재능, 예배당을 위한 최대 명료도 및 깨끗하고

정확한 재생

최소의 가시성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초소형 디자인 (직경 5mm)

강사, 무대, 예배당을 위한 최대 명료도 및 깨끗하고 정확한 복제

최소한의 가시성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 

(지름 5mm)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

ㆍ

ㆍ

ㆍ
ㆍ

ㆍ

omni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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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Microphones

AT831R
카디오이드 콘덴서 핀 마이크

MT830R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 

주파수 응답 : 40-16,000Hz 

포함 액세서리 : 클립; AT8444 기타 어댑터; AT8538 원격 전원 모듈; AT8116 윈드 스

크린;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주파수 응답 : 3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8 파워 모듈; 클립; 윈드 스크린.

클립식 핀 마이크는 어쿠스틱 기타 응용 분야에서도 탁월

선명하고 풍부한 소리와 악기 픽업을 제공

피드백 전의 게인과 배경 잡음을 억제

팬텀 파워에서만 작동

작지만 탁월한 사운드 픽업을 제공

강사, 무대 / TV 연주자 및 가수에게 높은 명료성 제공

광범위한 기능으로 깨끗하고 정확한 재생산을 보장

ㆍ
ㆍ
ㆍ
ㆍ

ㆍ
ㆍ
ㆍ

omni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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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803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

AT829cW
카디오이드 콘덴서 핀 마이크

주파수 응답 : 3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31 전원 모듈; AT8419 의류 클립; AT8116 윈드 스크린; 배터리;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포함 액세서리 : 클립 클립; 윈드 스크린.

강사 및 무대 공연가를 위한 높은 명료도

탁월한 사운드 픽업을 제공

UniSteep® 필터는 음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운드 픽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

파른 저주파 감쇠를 제공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

전문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대중 연설, 연극 공연에 이상적입니다.

클립 온 라발이어 마이크는 생생하고 선명한 목소리 픽업을 제공합니다.

피드백 전에 이득을 얻고 배경 소음을 억제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모든 Audio-Technica UniPak® 무선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도록 종료되었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omni cardioid

Miniature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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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able Camera-Mount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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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10 Camera-Mount
휴대용 카메라 마운트 디지털 무선 시스템

최상의 디지털 음질과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디지털 24 비트 / 48 kHz 무선 작동

2.4GHz 범위에서 작동 - TV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다양한 장착 옵션을 갖춘 초소형 수신기 크기

ㆍ
ㆍ
ㆍ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의 ATW-R1700 카메라 탑재 디지털 무선 수신기

는 비디오 제작,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및 모든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수신기는 다양한 카메라 및 기록 장치를 수용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착 

옵션을 제공하는 카메라 슈 마운트를 포함합니다. 즉각적인 채널 선택, 동기화 및 설정

을 통해 카메라 마운트를 매우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8691 카메라 슈 듀얼 마운

트 (별매)는 두 개의 ATW-R1700 리시버를 장착 할 수 있습니다. 

Wireless Systems | System 10 Camera-Mount

ATW-1701 Body-pack System

includes:
ATW-R1700, ATW-T1001

AT8691 Camera Shoe Dual Mount

includes:
AT8691, AT8351

ATW-1701/P1 Body-pack System

includes:
ATW-R1700, ATW-T1001, AT829cW

ATW-1702 Handheld System

includes:
ATW-R1700, ATW-T1002

ATW-1701X3M
System 10 portable camera mount
body-pack with 3.5mm/XLR cable

includes:
ATW-R1700, ATW-T1001, 3.5mm / XLR cable

ATW-1702X3M
System 10 portable camera mount handheld
microphone with 3.5mm/XLR cable

includes:
ATW-R1700, ATW-T1002, 3.5mm / XL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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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creens
Soft-Zep,
Windshield,
Fur Socks Series



36

Guide | Windscreens

ㆍ
ㆍ
ㆍ

샷건 마이크를 위한 윈드 스크린 가이드 

편안한  그립감 

매우 가벼운 무게

3/8 인치 붐 폴 마운트

바람소리 보호를 위한 Soft-Zep.

SOFT-ZEP SERIES

현장에서 빠르고 쉽게 적용 할 수 있는 완벽한 캡슐 방식 

윈드 실드 시스템 및 우수한 윈드 노이즈 감소.

WINDSHIELD SERIES

Pull-on Fur Socks는 기존의 폼, 윈드 실드에 적합하며 

향상된 윈드 노이즈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FUR SOCKS SERIES

SOFT-ZEP
SERIES

WINDSHIELD
SERIES

FUR SOCKS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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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creens | Soft-Zep Series

Soft-Zep Series

모든 샷건 마이크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빠르고 쉽게 마이크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ㆍ
ㆍ

Soft-Zep은 가볍고 견고하며 사용하기 쉽고 영구적으로 장착 된 고품질 모피 윈드 커버

와 부드러운 젤 인서트가 있는 클라톤 고무로 만든 매우 편안한 핸드 그립을 가지고 있

습니다. 손잡이의 밑에 있는 실이 붐 폴을 부착 할 수 있습니다. 고무 손잡이는 쉽게 제거 

할 수 있으며 마이크 케이블은 손잡이를 통과하여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용하기 쉽도록 마이크는 "Windshield"와 같은 방식으로 SoftZep의 후면에 간단하게 

삽입됩니다.

Soft-Zep 기능:

영구적으로 장착 된 모피 윈드 커버 및 손잡이가 있는 소프트 - Soft-Zep 시리즈 

길이 310 mm - 무게 360 g 

붐 폴 마운트 : 3/8 인치.

영구적으로 장착 된 모피 윈드 커버 및 손잡이가 있는 소프트 - Soft-Zep 시리즈 

길이 360mm - 무게 400g 

붐 폴 마운트 : 3/8 인치. 

영구적으로 장착 된 모피 윈드 커버 및 손잡이가 있는 소프트 - Soft-Zep 시리즈 

길이 490 mm - 무게 450g 

붐 폴 마운트 : 3/8 인치.

BPZ-M 

BPZ-L 

BPZ-XL

BPZ-M

BPZ-L

BPZ-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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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shield Series | Windscreens

Windshield Series

캡슐화된 전면 유리 시스템 

Windshield는 장착 속도와 뛰어난 성능이 요구되는 카메라, 붐 (boom) 또는 핸드 마이

크에 적합합니다. 윈드 실드는 특히 적용 속도, 잡음없는 마이크 변경 및 경량으로 인해 

ENG, Drama, Film 용입니다. 필터 스위치를 변경하면 마이크가 빠르고 쉽게 제거됩니다.

독특한 구조 

Windshield는 35PPi 연속 셀 폼의 발포 코어를 가지고 있어 최적의 고주파 성능을 제

공하면서 향상된 윈드 노이즈 감소를 제공합니다. 모피는 30mm 합성 모피로, 특히 음

향 특성과 경량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부드러운 고무 캡은 무독성 열가소성 고무로 성형

됩니다.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120 mm
BPW-120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330 mm
BPW-330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180 mm
BPW-180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365 mm
BPW-365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250 mm
BPW-250

Complete Windshield system – Length 470 mm
BPW-470

Windscreen for reporter microphones – Length 95 mm
BPW-1

BPW-365 BPW-330 BPW-250 BPW-180

BPW-1

BPW-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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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 Socks for shotgun microphones - Length 120 mm
BPF-120 

Fur Socks for shotgun microphones - Length 340 mm
BPF-340

Fur Socks for shotgun microphones - Length 175 mm
BPF-175

Fur Socks for shotgun microphones - Length 470 mm
BPF-470

Fur Socks for shotgun microphones - Length 250 mm
BPF-250

Fur Socks for field microphones - Length 125 mm for AT8022,

BP4025, BP4001 and BP4002

Fur Socks for lavalier microphones for AT803, AT831, MT350,

MT830 and AT829

BPF-2

BPF-XLAV

Fur Socks for lavalier microphones for AT898 and AT899
BPF-LAV

BPF-XLAV

BPF-470 BPF-340 BPF-250 BPF-175 BPF-120 BPF-2

BPF-LAV

Windscreens | Fur Socks Series

Fur Socks Series

브로드 캐스트 및 프로덕션 마이크용 윈드 스크린  Fur Socks는 바람이 많이 부는 조건

에서 기본 제공된 폼이 적합하지 않을 때 자주 사용됩니다. Fur Socks는 기존 폼 위에 

쉽게 잡아당겨지며 벨크로로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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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스탠드, 붐 및 마운트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

동을 감쇠시킵니다.

마이크 스탠드, 붐 및 마운트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

동을 감쇠시킵니다.

Fits standard camera ”shoe mounts”

마이크 스탠드, 붐 및 마운트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

동을 감쇠시킵니다.

microphone shock-mounts and adapters

AT8410a
Microphone Shock Mount

AT8415
Microphone Shock Mount

AT8469
Camera Mount Adapter

AT8484
Microphone Shock Mount for BP40

Access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