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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ed Sound®
Contractor-Exclusive Microphones/Accessories

엔지니어드 사운드 마이크로폰이 출시 된 이래로 선도적인 계약자 및 시스템 

통합 업체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이 독점 계약자 라인에는 다양한 구즈넥 

길이, 다중 전원 모듈 및 상호 교환 가능한 캡슐 및 바운더리 마이크, 핀 마이

크 및 네트워크 마이크와 같은 다양한 구즈넥 포트폴리오가 포함됩니다. 

Network
Microphones

Gooseneck
Microphones

Boundary
Microphones

Hanging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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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icrophones
간단한 이더넷 연결, Audio-Technica의 ATND971a 네트워크  마이크, 

ATND8677a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ATND931a Gooseneck 및 ATND933a 

Hanging CeilingMount 마이크를 통해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Dante ™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해 오디오 및 제어 데이터를 함께 전송하는 업계 최

초의 유선 마이크 솔루션을 경험하십시오. 플러그 앤 플레이 오디오는 Dante ™ 지원 

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통합 제어 기능은 Biamp, Bose 및 Symetrix를 포함

한 다양한 공급자의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Audio-Technica 네트워크 마이크 : 

연결하여 제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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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Network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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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ATND971a
Cardioid Condenser Boundary Network Microphone Cardioid

back of microphone

진정한 오디오 / IT 컨버전스 인 ATND971a  마이크는 탁월한 음성 명료도와 투명한 음질로 

Audio-Technica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우수한 오디오를 제공 할뿐만 아니라 제어 데이터를 전송

하여 Dante ™ 지원 네트워크 장치. 통합 프로그래머블 사용자 스위치를 사용하여 버튼을 눌러 

비디오 카메라의 팬 / 틸트를 트리거 하거나, 조명 사전 설정을 호출하거나, 네트워크상의 다른 

것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색 / 녹색 LED를 통해 마이크는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음

소거 상태, 수신 전화 또는 기타 창의적인 시각 효과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됩니다. 설치 및 작동이 쉽습니다.

Livewire, RAVENNA 및 Q-LAN AoIP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AES67 네트워크와의 플러그 앤 플레이 호환성

역할 기반 보안, 교차 서브넷 라우팅, SNMP 경고 등을 추가하여 Dante™ Domain 

Manager 기능을 향상

디지털 Dante ™ 기능이 있는 이더넷 마이크 - 오디오 테크니카 혁신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 - 값 비싼 오디오 케이블이나

납땜이 필요 없음

마이크가 네트워크 내 다른 Dante ™ 지원 장치와 통신 및 제어 할 수 있는

통합 스위치 

마이크 게인, 로우 컷 필터 및 LED 표시기의 로컬 또는 원격 제어

적색 / 녹색 LED 표시기 UniGuard® RFI 차폐 기술 UniSteep® 필터

네트워크 PoE 지원

Dantes ™ 512 양방향 오디오 채널 확장 가능.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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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D8677a
Microphone Desk Stand with Network Output

ATND971a 마이크와 동일한 Dante ™ 사용자 스위치 기능을 갖춘 ATND8677a 데스크 스탠

드는 Dante ™ 기술을 3 핀 XLRM 유형 출력이 있는 팬텀 전원 콘덴서 구즈넥 마이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금속베이스는 3 핀 XLRF 유형 입력 및 Dante™ 네트워크 출력을 

갖추고 있어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 스탠드의 스위

치는 적색 / 녹색 LED 불빛으로 상태를 알 수 있으며, 원격 제어를 허용합니다. 

로컬 모드에서의 스위치는 마이크를 음소거 및 음소거 해제하고, 원격 모드에서의 스위치는 비

디오 카메라의 팬 / 틸트 또는 실내 조명 사전 설정과 같은 호환되는 Dante ™ 지원 장치에서 기

능을 트리거합니다. 

역할 기반 보안, 교차 서브넷 라우팅, SNMP 경고 등을 추가하여 Dante ™ Domain 

Manager 기능을 향상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

값 비싼 오디오 케이블이나 납땜이 필요하지 않음

통합 사용자 스위치 컨트롤은 로컬에서 말하기 모드에서

Dante ™ 지원 장치 트리거 

구즈넥 마이크의 신속한 장착을 위한 3 핀 XLRF 유형 

적색 / 녹색 LED 표시기 마이크 게인, 로우 컷 필터, LED 표시기 및 12V 팬텀의 로컬 또는 

원격 제어 전원

네트워크 PoE 지원 Dantes ™ 512 양방향 오디오 채널을 통해 확장 가능

UniSteep® 필터는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운드 픽업을 향상시키는 급격한 저주파수 감

쇄를 제공

다이 캐스트 케이스 및 미끄럼 방지 실리콘 폼 바닥 패드로 커플링 최소화

마이크로폰에 표면 진동이 발생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Network Microphones

back of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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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ATND933a  /  ATND931a
Condenser Network Microphones

ATND933a (공중 마이크) 및 ATND931a (구즈넥 마이크)는 중역 회의실, 학교 및 정부 기관, 

전화 회의, 예배당 및 기타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Dante ™ 네트워크 출력, UniSteep® 로우 컷 필터, 게인 선택기 및 적색 / 녹색

LED 표시등이 있는 벽 / 천장 판 전원 모듈이 함께 제공됩니다.

ATND933a 및 ATND931a는 세 가지 극 패턴 옵션 (Microline, Cardioid, Hypercardioid)을 

제공하며 검정 또는 흰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ivewire, RAVENNA 및 Q-LAN AoIP 기술을 사용하는 AES67 네트워크와의 플러그 앤 

플레이 호환성 

Dante ™ Domain Manager 기능 향상, 역할 기반 보안, 교차 서브넷 라우팅, SNMP 경고 

추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 - 값 비싼 오디오 케이블이나 납땜이 필요 없음 

구즈넥 또는 공중 마이크를 빠르게 장착하기 위한 TB3M 유형 

적색 / 녹색 LED 표시기 

마이크 게인, 로우 컷 필터, LED 표시기 및 12V 팬텀의 원격 제어 전원

네트워크 PoE 지원

Dantes ™ 512 양방향 오디오 채널을 통해 확장 가능

UniSteep® 필터는 가파른 저주파 감쇠를 제공하여 음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운드 픽업을 향상시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15.2m cable

The ATND8734a
network power module
can be painted to match

any installation.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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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ND933a
Hanging Ceiling-Mount Network Microphones

ATND931a
Gooseneck Ceiling-Mount Network Microphones

ATND933aC

ATND931aC

ATND933aWC (white)

ATND931aWC (white)

ATND933aH

ATND931aH

ATND933aWH (white)

ATND931aWH (white)

ATND933aML

ATND931aML

ATND933aWML (white)

ATND931aWML (white)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Network Microphones

Cardioid

Cardioid

Hypercardioid

Hypercardioid

Microline
(Line + Gradient)

Microline
(Line +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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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Series
Engineered Sound®
Microphones
인스톨 마이크의 새로운 엔지니어드 사운드 범위는 2019년에 

새로운 기능 및 조합의 범위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모듈화 된 ES 범위는 4 개의 다른 마이크 요소, 6 개의 다른 

길이의 구즈넥, 4 개의 전원 모듈로 구성되며 모두 교환 가능합니다. 

콘덴서 마이크로폰 소자는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옴니 및 마이크로 라인으

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듈 식 구즈넥 섹션은 6 ", 12", 15 ", 18", 21 ", 24“ 길이로 

제공되며 더블 구즈넥 디자인을 사용합니다.

ES8544 인라인 모듈, 2 개의 플러시 마운트 전원 모듈 (ES8755R 

3핀 및 원격 스위칭 용 ES8755RC 5핀) 및 ES8766RC 데스크 스탠드를 

포함한 4 가지 전원 옵션이 있습니다.

ES8755R 플러시 마운트 및 ES8766RC 데스크 스탠드에는 RGB LED가있어 마이

크를 켜고 끌 때 8 가지 색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XLR베이스에 2 핀이 추가된 ES8755RC는 원격으로 제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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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ES Series

Gooseneck sections available in: 6''/12''/15''/18''/21''/24''

In-Line
Power Module ES8544

Flush Mount (3-pin)
Power Module ES8755R

Flush Mount (5-pin)
Power Module ES8755RC

Desk Stand
ES8766RC

XLRF M3 FM5 DS5

  Cardioid
                                   ESE-C

(Windscreen)

AT8109a

ES925C6/XLR
ES925C12/XLR
ES925C15/XLR
ES925C18/XLR
ES925C21/XLR
ES925C24/XLR

ES925C6/FM3
ES925C12/FM3
ES925C15/FM3
ES925C18/FM3
ES925C21/FM3
ES925C24/FM3

ES925C6/FM5
ES925C12/FM5
ES925C15/FM5
ES925C18/FM5
ES925C21/FM5
ES925C24/FM5

ES925C6/DS5
ES925C12/DS5
ES925C15/DS5
ES925C18/DS5
ES925C21/DS5
ES925C24/DS5

  Hypercardioid
                                   ESE-H

(Windscreen)

AT8109a

ES925H6/XLR
ES925H12/XLR
ES925H15/XLR
ES925H18/XLR
ES925H21/XLR
ES925H24/XLR

ES925H6/FM3
ES925H12/FM3
ES925H15/FM3
ES925H18/FM3
ES925H21/FM3
ES925H24/FM3

ES925H6/FM5
ES925H12/FM5
ES925H15/FM5
ES925H18/FM5
ES925H21/FM5
ES925H24/FM5

ES925H6/DS5
ES925H12/DS5
ES925H15/DS5
ES925H18/DS5
ES925H21/DS5
ES925H24/DS5

  Microline
  (Line + Gradient)                              ESE-ML

(Windscreen)

AT8138a

ES925ML6/XLR
ES925ML12/XLR
ES925ML15/XLR
ES925ML18/XLR
ES925ML21/XLR
ES925ML24/XLR

ES925ML6/FM3
ES925ML12/FM3
ES925ML15/FM3
ES925ML18/FM3
ES925ML21/FM3
ES925ML24/FM3

ES925ML6/FM5
ES925ML12/FM5
ES925ML15/FM5
ES925ML18/FM5
ES925ML21/FM5
ES925ML24/FM5

ES925ML6/DS5
ES925ML12/DS5
ES925ML15/DS5
ES925ML18/DS5
ES925ML21/DS5
ES925ML24/DS5

 Interchangeable Omnidir ectional Capsule E SE-O separately availab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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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neck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ES915 and ES935
Condenser Network Microphones

Choose Base Model
(Single or Double Gooseneck)

Audio-Technica의 전설적인 전자 음향 설계 혁신을 갖춘 ES915 및 ES935는 우수한 사운드

와 유연한 성능이 필수적인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이 소구경 구즈넥 마이크는 윤곽이 잘 드러나는 모양을 유지하면서 매우 유연한 위치 설정

을 제공합니다. 이 마이크는 UniGuard® 혁신 덕분에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부터 탁월한 내

성을 제공합니다. ES915 및 ES935는 또한 저주파수 주변 잡음을 감소시키는 80Hz 로우 컷 

UniSteep® 필터를 제공합니다. 

이 마이크는 장착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동을 감쇠시키는 AT8474 로우 프로파

일 분리 마운트를 사용하여 받침대 또는 데스크탑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S915

ES935

더블 구즈넥 마이크로폰

(4 가지 길이 가능)

싱글 구즈넥 마이크로폰

ES915

Double
Gooseneck

ES935

Single
Goose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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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Gooseneck Microphones

Choose Polar Pattern
(Elements are Interchangeable)

Choose Mic Length
(Including Element)

With
Switch

Without
Switch

2 3 4

Hypercardioid

Hypercardioid

Cardioid

Cardioid

Microline
(Line + Gradient)

423.8mm (16.69”) 

576.2mm (22.69”) 

652.4mm (25.69”) 

728.6mm (28.69”)

ES915SML12 

ES915SML18 

ES915SML21

ES915SC12 

ES915SC18 

ES915SC21 

ES915H12  

ES915H18 

ES915H21 

ES915H24 

ES915C12 

ES915C18 

ES915C21 

ES915C24 

ES915ML12 

ES915ML18 

ES915ML21 

ES915ML24 
304.8mm (12.00”) 

457.2mm (18.00”) 

533.4mm (21.00”) 

609.6mm (24.00”)
304.8mm (12.00”) 

457.2mm (18.00”) 

533.4mm (21.00”) 

609.6mm (24.00”)

ES915SH12

ES915SH18

ES915SH21

316.2mm (12.45”) 

197.4mm (7.77”) 

197.4mm (7.77”) 

ES935S ML6 

ES935SC6  

ES935S H6  

ES935ML6 

ES935C 6 

ES935H 6  

Microline
(Line +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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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neck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ES905CL
Cardioid Condenser Rigid-Pipe Microphone

ES905CL은 전문적인 녹음, TV 및 기타 까다로운 사운드 픽업 응용 프로그램 용으로 설계되

었습니다. 볼 - 인 - 소켓베이스의 견고한 파이프 설계로 유연한 위치 설정이 가능하며 견고한 

금속베이스가 포함된 하드웨어는 테이블, 책상 또는 연단에 장착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UniGuard® 혁신 덕분에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부터 탁월한 내성을 제공합니다. ES905CL은 

또한 저주파수 주변 잡음을 감소시키는 80Hz 로우 컷 UniSteep® 필터를 제공합니다. 마이크

로폰의 lowprofile 요소는 120 ° 허용 각도의 균일 한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을 제공합니다. 전원 

모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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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8656/LED
LED 링 및 터치 스위치가 있는 매립형 마이크   소켓

AT8657/LED
LED 링 및 접점 폐쇄가 있는 매립형 마이크   소켓

탁상형으로 설계된 AT8656 / LED 마이크로폰 어댑터는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환경에

서 ES945 및 ES947 마이크와 같은 3 핀 XLRM 출력이 있는 구즈넥 마이크 또는 버튼 

유형 표면 마이크로폰의 사용을 용이하게 합니다. 마이크의 상태를 나타내는 빨간색 / 

녹색 LED 램프와 수동으로 마이크를 음소거에서 음소거 해제로 전환하는 터치 버튼 (스

위치)이 있습니다.

또한, 어댑터에는 잠금 스위치가 있어 사용자가 마이크를 삽입하여 수동 해제 할 수 있도

록 자동으로 잠급니다.

AT8657 / LED 마이크로폰 소켓은 다양한 프리젠 테이션 환경에서 3 핀 XLRM 유형 

출력 (ES945 및 ES947 포함)이 있는 21mm 직경 구즈넥 또는 버튼 스타일 경계 마이

크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켓의 논리 출력 기능으로 프로그래머블 용량 성 스위치에서 원격 장치를 제어 할 수 있

으므로 사용자는 회의 및 회의실 설치 시 매우 유용한 기능인 버튼을 사용하여 외부 장치 

(예 : 카메라 또는 조명)를 쉽게 트리거 할 수 있습니다.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Gooseneck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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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905  Omnidirectional fixed charge condenser boundary microphone  

Engineered Sound 마이크로폰은 최고 수준의 방송 및 설치 환경에서 선도적 인 계약

자 및 시스템 통합 업체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UniGuard ™ RFI 면역 기능으로 휴대폰 

삐 소리에서 랩탑 윙윙 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RF 간섭으로부터 마이크를 보호합니다. 신

중하게 설계된 사운드 마이크의 크기와 모양은 최소한의 가시성으로 최상의 음질을 제

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교환 가능한 캡슐이 있는 구즈넥 마이크, 초저 프로파

일 경계, 교수형, 라 발리 어 클립 온 및 핸드 마이크가 포함됩니다.

이 로우 프로파일 무 지향성 콘덴서 경계 마이크 ES945는 탁상형, 천장형 또는 패널 장

착형 응용 프로그램에서 선명하고 뛰어난 음향 강화, 전문 녹음 및 원격 화상 회의를 위

해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에는 XLRM 유형 출력 커넥터가 있는 자체 내장형 전원 모듈

이 장착되어있어 외부 전원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는 Audio-Technica의 

UniGuard® 혁신 덕분에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부터 탁월한 내성을 제공합니다. 2층 스

틸 메쉬 그릴로 견고한 모든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는 마이크는 360º 픽업 각도를 가지

고 있으며 검정색 (ES945)과 흰색 (ES945W)의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Boundary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Choose
Mounting Style

Table Mount

w/Contact
Closure Switch
and LED
Indicator

ES945 ES947 ES945/LED ES947/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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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947  Cardioid fixed charge condenser boundary microphone

Engineered Sound 마이크로폰은 최고 수준의 방송 및 설치 환경에서 선도적 인 계약

자 및 시스템 통합 업체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UniGuard ™ RFI 면역 기능으로 휴대폰 

삐 소리에서 랩탑 윙윙 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RF 간섭으로부터 마이크를 보호합니다.

신중하게 설계된 사운드 마이크의 크기와 모양은 최소한의 가시성으로 최상의 음질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교환 가능한 캡슐이 있는 구즈넥 마이크, 초저 프로

파일 경계, 교수형, 라 발리 어 클립 온 및 핸드 마이크가 포함됩니다.

이 로우 프로파일 카디오이드 콘덴서 바운더리 마이크로폰은 탁상용, 천장 용 또는 패널 

장착형 애플리케이션에 고품질 사운드 강화, 전문 레코딩 및 원격 회의에 권장됩니다. 

영구 설치용으로 설계된 이 마이크에는 XLRM 유형 출력 커넥터가 포함 된 자체 내장형 

전원 모듈이 장착되어있어 외부 전원 모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층 강철 메쉬 그릴이 

있는 견고한 전 금속 케이스로 보호되는 이 마이크는 피드백 전에 게인을 향상시키고 신

호 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해 카디오이드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검정색 (ES947)과 

흰색 (ES947W)의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Boundary Microphones

Choose
Polar Pattern

Choose Color

2 3

ES947 

ES947/LED 

ES945 

ES945/LE D 

ES947W 

ES947W/LED

–

–

–

–

ES945S V/LED

ES945W 

Cardioid

Cardioid

Omnidirectional

Omnidirectional

Black White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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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954  Hanging Microphone Array

ES954 Hanging Microphone Array는 혼잡 한 회의실, 회의실 및 기타 회의 공간을위

한 이상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입니다. Audio-Technica ATDM-0604 Digital 

SMARTMIXER ™로 제어 할 경우, 4 캡슐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수직 또는 수평으로 조

정할 수 있는 가상 하이퍼 카디오이드 또는 카디오이드 출력을 통해 360도 커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주로 화상 회의 애플리케이션 용으로 설계된 ES954는 단일 또는 다중으로 사용되어 실

내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을 캡처 할 수 있으며 총 채널 수는 믹서 또는 시스템을 제어하

는   DSP 장치의 용량으로 제한됩니다. ATDM-0604 Digital SMARTMIXER ™를 사용

하면 직관적 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가상 극 패턴의 폭과 방향을 제어 할 수 있

습니다. 천장 높이가 달라 앉아 있거나 / 서 있는 기울기 기능은  30도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Hanging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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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Hanging Microphones

ATDM-0604 Digital SMARTMIXER 및 기타 호환 가능한 혼합기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쿼드 캡슐 컨트롤 가능한 마이크로폰 어레이

ATDM-0604에 의해 제어 될 때 360˚ 커버리지를 제공하며, 

30˚ 단위로 컨트롤 가능

믹서로 제어되는 틸트 기능으로 다양한 높이의 천장이나 앉아 있거나 서있는 사용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수직 조정 옵션 제공

Plenum 등급의 AT8554 RJ45 커넥터와 푸시 타입 와이어 단자가 있는 

천장 장착으로 간단하고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로직 제어 360도 적색 / 녹색 LED 링으로 음소거 상태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낮은 자체 잡음으로 고출력 설계에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대부분의 환경에서 천장 타일과 잘 어울리는 저 반사 백색 마감

46cm (18 ") 두 개의 브레이크 아웃 케이블 포함 : RJ45 (fe 남성) 3 피닉스 3 

피닉스 (여성); RJ45 (암)에서 3 핀 피닉스 (암) 및 종단되지 않은 LED 컨덕터까지

잠금 그로밋이 있는 영구 부착 1.2m (4 ') 케이블로 손쉬운 마이크 높이 조정 가능

AT8554 천장 마운트를 천장 장착 그리드에 고정시키는 내진 케이블 포함

UniGuard ™ RFI 차폐 기술은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의 

탁월한 거부력을 제공합니다.

11V ~ 52V DC 팬텀 전원이 필요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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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ng Microphones |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ES933
Condenser Hanging Microphone

Power Module

튼튼한 구조,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 엘리먼트 및 파워 모듈 구성의 선택을 통한 이 엔지니어

드 사운드 마이크로폰은 극장 및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부터 중역실 및 학교에 이르기까지 설

치된 애플리케이션의 호스트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모든 마이크는 UniGuard® 

RFIshielding 기술을 채택하여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의 탁월한 거부 성능을 제

공하며, 피드백 전 최대 이득을 위해 우수한 오프 - 액시스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구성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line Pow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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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hangeable elements

Compatible with Audio-Technica power module

무지향성 (360 °), 하이퍼 카디오이드 (100 °) 및 Microline (90 °) 픽업 패턴을 갖춘 추가 교환 가능 요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폰의 자유 단은 RFI 내성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된 특수 TA3F 유형 커넥터를 통해 호환되는 Audio-Technica 전원 모듈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연결됩니다.

120 ° 수용 각도의 균일한
카디오이드 극 패턴

고급 사운드 강화를 위해 설계
Intrnal 프레임 제공 무선 주파수 간섭 (RFI)에 대한 

UniGuard® 차폐 기술
소구경 구즈넥은 원하는
모양으로 신속하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2 단 폼 윈드 스크린 UniGuard® 차폐막 쉬운 조정

Contractor-Exclusive Engineered Sound® | Hanging Microphones

Choose
Microphone Style

Choose Polar Pattern
(Elements are Interchangeable)

Choose Color

ES933ML 

ES933C  

ES933H 

ES933W ML 

ES933W C 

ES933W H 

Hanging

Hypercardioid

Cardioid

Microline
(Line + Gradient)

Black White

15.24m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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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oint®
Installed Sound Microphones

시장에 출시된 최초의 소형 콘덴서 마이크로폰. 

UniPoint® 사운드 강화 솔루션은 말과 음악을 명확하고 편안하게 들리게 하

지만 결코 자신이나 자신의 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음향적 제약 조건에 관계없이 최대의 선명도를 달성하고 자연스럽게 듣기 쉬

운 소리로 청각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Gooseneck
Microphones

Boundary
Microphones

Hanging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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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oint® | Gooseneck Microphones

U857QL
Condenser Quick-Mount
Gooseneck Microphones

컨퍼런스 센터, 중역실, 법정, 예배당 및 기타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U857Q는 패널 

또는 책상 장착형 XLRF 유형 커넥터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빠른 장착형 

콘덴서 구즈넥 마이크는 Audio-Technica의 UniGuard® 혁신 덕분에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부

터 탁월한 내성을 제공합니다. 이 마이크는 매우 유연한 작은 구경의 구즈넥을 특징으로 하며 상

호 교환 가능한 요소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무지 향성 및 UniLine 극성 패턴)를 수용

합니다. 내장형 전자 장치를 갖춘 phantompowered 마이크로폰은 저주파수 주변 소음을 감소

시키는 80Hz 로우 컷 UniSteep® 필터를 제공합니다.

U857QLU (603.0mm long)
 

U857QL (481.0mm long)
 

U857QU (487.0mm long)

U857Q (365.0mm long)

Cardioid

Cardioid

UniLine
(Line + Gradient)

UniLine
(Line +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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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또는 데스크에 장착 된 XLRF 유형 커넥터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된 U859QL

은 초소형 구경 구즈넥을 특징으로 하며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무 지향성 

및 UniLine 극성 패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환 가능한 요소를 수용합니다. 내장형 전

자 장치가 장착 된 팬텀 전원 마이크는 저주파수 주변 소음을 감소시키는 80Hz 로우컷 

UniSteep® 필터를 제공합니다. 마이크의 길이는 480.0mm입니다.

U855QL은 오락, 상업 및 산업 애플리케이션에서 고품질의 토크백, 페이징 및 디스패치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유연한 위치 지정 및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

는 다양한 구즈넥 디자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맞춤형 주파수 응답은 과도한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탁월한 명료도를 보장합니다. XLRM 유형 커넥터 인서트를 받침대에 연

결하면 마이크를 XLRF 유형 패널잭이나 마이크 케이블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의 길이는 448.0mm입니다. 

Gooseneck Microphones | UniPoint®

U859QL
Cardioid Condenser Quick-Mount
Gooseneck Microphones

U855QL
Cardioid Dynamic Quick-Mount
Gooseneck Microphonescardioid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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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808G는 엔터테인먼트, 상업 및 산업 분야에서 고품질 토크백 마이크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무제한의 위치 및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하는 다목적 구즈넥 디자인

을 특징으로 합니다. 맞춤형 주파수 응답은 과도한 주변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우수한 명

료도를 보장합니다. 마이크의 서브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측면과 후면에서 사운드 픽

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개선합니다. 마이크의 길이는 412.7mm입니

다.

U873R UniPoint® 하이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는 핸드 헬드 및 고정 마운트 애

플리케이션을 위한 부드럽고 정확한 오디오 재생을 제공합니다. 이 마이크는 A-T의 

UniGuard® 기술을 탑재하여 무선 주파수 간섭으로부터 탁월한 내성을 보입니다. 또한 

80Hz UniSteep® 필터가 있어 원치 않는 저주파수 주변 소음을 감소시킵니다. 마이크

로폰의 특수 내부 충격 장치는 사실상 모든 취급 및 케이블 소음을 제거합니다. 강렬한 

음장에서도   왜곡없는 출력을 위해 설계된 요소 (카디오이드, 하이퍼 카디오이드 및 무

지향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808G
Subcardioid Dynamic
Console Microphone

U873R
Hypercardioid Condenser
Handheld Microphonesubcardioid

UniPoint® | Handheld MicrophonesBroadcast & Production | Console Microphones

hyper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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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ndary Microphones | UniPoint®

UniPoint® 바운더리 마이크로폰

PivotPoint® 회전 출력 커넥터
(U851b 및 U891b 모델)

Power Module

UniPoint® 바운더리 마이크는 초소형,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탁월한 오디오 재생을 

제공합니다. 고품질 사운드 강화, 전문 레코딩, 텔레비전, 회의 및 기타 까다로운 사운드 

픽업 상황과 같은 표면 장착형 애플리케이션을 겨냥한 UniPoint® 경계 마이크는 모든 요

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모델을 포함합니다. 각 모델에는 UniGuard® RFI 차폐 기술과 

80Hz 로우컷 UniSteep®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Phantom-
Powered Only
(Internal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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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oint® | Boundary Microphones

Choose
Polar Pattern

Choose Switch
or No Switch

Choose Color

U841R 

U851Rb 

U851RbO 

U891Rb 

U891RCb 

U891RWb 

U851RWb Cardioid

Cardioid

Cardioid

Omnidirectional

Omnidirectional

3-mode Switch

No Switch

No Switch

No Switch

Local or Remote Switch

Black White

U843R

Triple-Element 
Multidirectional
(3 Cardioid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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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ing Microphones | UniPoint®

UniPoint® Hanging Microphones

Power Module

합창단, 악기 그룹 및 연극 무대 위에 집음을 하기 위해 설계된 UniPoint® 마이크

는 UniGuard® RFI(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차폐 기술과 80Hz 로우컷 

UniSteep® 필터를 특징으로 하며, 피드백 전에 최대 게인을 제공합니다. 교체 할 수 있

는 요소로 (별매)는 허용 각도가 90 °에서 360 °까지 허용됩니다.

Inline Pow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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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Point® | Boundary Microphones

Black

Choose Polar Pattern
(Elements are Interchangeable)

Choose Color

U853RU 

U853RU 853RW Cardioid

UniLine
(Line + Gradient)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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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int®
Installed Sound 
Microphones
Gooseneck, Boundary
and Hanging Microphones

일체형 파워 모듈과 ⅝ "-27 어댑터 마운트가 장착 된 이

중 구즈넥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이크는 설치된 모든 애플

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넓은 범위의 응축기 요소, 저

질량 다이어프램 및 자체 내장 전자 장치가 장착되어 있

습니다.

PRO49Q 퀵 마운트 이중 구즈넥 카디오이드 컨덴서 마

이크는 표준 XLRF 유형 표면 또는 케이블 커넥터에 연결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넓은 범위의 응축기 요소, 저 질

량 다이어프램 및 자체 내장 전자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

니다.

두 가지 길이로 제공 : 

PRO47T - 315.0mm; PRO47TL - 401.0mm.
두 가지 길이로 제공 : 

PRO49Q - 332.0mm; PRO47TL - 418.0mm.

PRO47T / PRO47TL
Cardioid Condenser Thread-Mount
Gooseneck Microphones

PRO49Q / PRO49QL
Cardioid Condenser Thread-Mount
Gooseneck Microphonescardioid cardioid

PRO47T PRO49QPRO47TL PRO49Q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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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공간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 및 

탁월한 음질로 PRO44는 회의 테이블, 연단, 강의 및 기

타 설치 사운드 용도에 이상적입니다. 넓은 범위의 응축

기 요소, 저 질량 다이어프램 및 자체 내장 전자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보강, 방송 및 레코딩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

된 PRO42는 연단, 무대, 회의 테이블 및 그 이상에서 생

생하고 알기 쉬운 오디오 재생산을 제공합니다. 넓은 범

위의 콘덴서 소자, 저질량 다이어프램 및 외부 전원 모듈

이 필요 없는 자체 내장 전자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견고한 구조와 눈에 거슬리지 않는 외관을 갖춘 PRO45 

및 PRO45W는 연설, 연극, 오케스트라 및 합창 사운드 

강화 및 녹음을 위한 다양한 사운드 강화 솔루션을 제공

합니다. 마이크의 높은 SPL 핸들링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보다 서스펜션에 적합합니다. 검정색 (PRO45) 및 흰색 

(PRO45W)으로 제공됩니다.

PRO44
Cardioid Condenser
Boundary Microphone

PRO42
Miniature Cardioid Condenser
Boundary Microphone

PRO45 / PRO45W
Cardioid Condenser
Hanging Microphonecardioidcardioid cardioid

ProPoint® | Installed Sound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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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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ature Microphones

회전식 캡슐 하우징을 구조형태로 수음 방향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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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
ㆍ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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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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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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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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ature Microphones

AT899
초소형 무지향성 콘덴서 핀 마이크

주파수 응답 : 30-20,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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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강사 및 무대 공연가를 위한 높은 명료도

탁월한 사운드 픽업을 제공 

UniSteep® 필터는 음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운드 픽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파른 저주파 감쇠를 제공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

ㆍ
ㆍ
ㆍ

ㆍ

om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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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Mixer®
Automatic Mixers

Audio-Technica SmartMixers®는 회의, 세미나, 원격 화상 회의, 예배, 법

원 소송 절차, 라디오 및 TV 방송, A / V 응용 프로그램에 이상적입니다. 이 

제품은 여러 개의 마이크를 끊김 없이 작동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피드백, 과

도한 주변 소음 및 콤필터링과 같은 일관성 있는 고품질 오디오를 유지합니다. 

각 SmartMixer®는 시스템의 편리한 로컬 제어를 위해 직관적 인 전면 패널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ATDM-0604는 PC, Mac, iOS 또는 Android 장치에

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옵션을 제공하는 Web Remote 인터페

이스의 추가 이점을 포함합니다. 이 최신 모델의 SmartMixer 라인에는 컴퓨

터에서 소프트 코덱 (Skype, WebEx) 통합 또는 재생을 위한 2 채널 USB 오

디오 인터페이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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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DM-0604
SmartMixer® 디지털 6 채널 자동 믹서

(fornt)

(back)

Automatic Mixers | SmartMixer®

ATDM-0604 디지털 SmartMixer®는 회의, 법정 절차, 라디오 및 TV 방송에 이상적

인 6 채널 자동 믹서입니다. SmartMixer® 기술을 통해 게이트 또는 게인 공유 모드에

서 채널을 자동으로 혼합 할 수 있어 피드백, 과도한 주변 소음 또는 콤필터링을 사용하

지 않고 설정의 모든 입력에서 일관된 고품질 오디오 출력을 보장합니다. 팬텀 전원, 로

우 컷 필터, 자동 믹싱, AEC (acoustic echo canceller) 등의 모니터링 및 제어 도구

는 믹서의 Web Remote 인터페이스를 통해 믹서의 전면 패널이나 PC, Mac, iOS 또

는 Android 장치에서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Cat5e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6 대의 

ATDM-0604 믹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4 개의 밸런스 마이크 입력, 2 개의 밸런스드 마이크 / 라인 입력 및 1 개의 스테레오 

언밸런스드 입력

1 개의 스테레오 및 2 개의 모노 출력

컴퓨터에서 소프트 코덱 (Skype, WebEx) 통합 또는 재생을 위한 2 채널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에 대한 전체 디지털 출력

8 x 3 오디오 라우팅 매트릭스

6 채널 Smart Mix (게이트 또는 게인 공유)

온 보드 음향 반향 제거기 (AEC) 처리

전면 패널 직접 작동 및 Web Remote 기능

타사 CCS 관리를 위한 IP 제어

Cat5e 케이블을 사용하여 6 개의 믹서를 연결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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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C-IR
Hybrid infrared conference system
새로운 적외선 회의 시스템 ATUC-IR은 Audio-Technica의 기존의 ATUC-50의 연장선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적외선에 의한 통신은 벽등의 차폐물을 투과하지 않음으로 회의 내용이나 

정보가 누출 되거나 도청될 걱정 없이 

정보 보호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유선 및 적외선(무선) 방식을 

설치할 공간의 조건에 맞게 

배치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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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Conference System

중앙 유닛의 하이브리드 기술 덕분에, 적외선 전송 기술 및 기존의 다양한 ATUC-50 구

성 요소는 추가 중앙 장치 하나의 ATUC-IRCU 만 사용하거나 ATUC-IRCUDAN 하

이브리드 제어 장치, 최대 300 개의 회의 장치 (200 적외선 ATUC-IRDU 및 100 유

선 ATUC-50DU)에 전원 공급 가능 (케이블 길이가 길고 ATUC-IU를 사용하는 경우 

ATLK-EXT165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연결 계산법 참조하십시오)

ATUC-IRCU 또는 ATUC-IRCUDAN을 최대 2 개의 추가 ATUC-50CU와 연결하여 

단일 설치로 최대 500 개의 토론 장치 (200 개의 적외선 ATUC-IRDU 및 300 개의 유

선 ATUC-50DU)를 얻을 수 있습니다. ATUC-IR 또는 ATUC-IRDAN 주 제어 장치는 

이 조합으로 연결된 모든 토론 장치를 제어합니다. 

ATUC-IR은 Audio-Technica의 대중적인 ATCS-60 시스템을 대체합니다. 

ATUC-IR 시스템은 두 사람이 동시에 마이크 유닛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모든 

구성 요소의 향상된 적외선 전송 및 수신 성능, 사용하는 동안 교체 할 수 있는 2 개의 교

체 배터리를 포함하는 다양한 새 기능을 포함합니다. ATUC-IR은 이미 구축 된 ATUC-

50 시스템을 기반으로 웹 원격 제어를 통한 완벽한 제어, 타사 제어 시스템에서 액세스 

할 수 있는 IP 제어 기능, 내장 된 피드백 억제 장치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기밀 회의 및 회의에 이상적인 보안 적외선 통신

유선 및 무선 (적외선) 토론 장치가 함께 작동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총 500 개의 토론 장치 (유선 및 적외선), 해석 장치 및 통합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

니다. 1 ATUC-IRCU는 200 ATUC-IRDU를 지원하고 2 ATUC-50CU는 ATLK-

EXT165 링크 익스텐더를 사용하여 300 ATUC-50DU를 지원합니다.

최적의 오디오 음질 및 명료도를 위한 피드백 서프레서 및 프로세싱 내장

최대 65,000 시간의 USB 장치

DANTE ™ 출력 (ATUC-IRCUDAN)에서도 하이브리드 제어 장치 (ATUC-IRCU)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TUC-IRDU에는 2 명의 사람과 공유 할 수 있는 2개의 다기능 단추와 2개의 헤드

폰 출력, 사용자 정의 가능한 RGB LED 및 작동 중에 교체 할 수 있는 2개의 충전식 

배터리

ATUC-IRA는 벽과 천장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 6개의 해석 유닛 (ATUC-50INT)은 conn 최대 3개 언어 해석 가능

Web Remote 및 외부 제어 장치 (PC 또는 태블릿)를 사용하여 제어 가능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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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C-50
Digital Discussion
System 다양한 별개의 그룹으로 구성된 대규모 회의에서 회의실의 소규모 모임에 이

르기까지 ATUC-50은 전문적인 음질 및 고급 제어 기능을 제공하면서 손쉽

게 구성 및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어 다양한 토론에 적용 할 수 있습

니다.

ATUC-50은 24 비트 / 48kHz 비 압축 디지털 오디오를 제공하여 맑고 자연

스러운 사운드 재생을 제공합니다. 마이크게인과 EQ는 각 참가자의 목소리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각 ATUC-50DU 또는 ATUC-50INT에 맞게 조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론 장치에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분리형 트랜지스터가 

있는 고품질 마이크 프리앰프가 있습니다. ATUC-50CU 랙 장착형 컨트롤 유

닛에는 피드백 없는 높은 볼륨 레벨을 가능하게 하는 12 밴드 피드백 서프레

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의 메인 아날로그 출력은 8 밴드 파라 메

트릭 EQ를 통해 구성 할 수 있어 오디오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제어 할 수 있

습니다. 

음질 / 음성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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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고급 구성 옵션과 최대 8 개의 사전 설정된 회의 구성을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는 기능을 

통해 ATUC-50은 다용도 성이 뛰어나 한 토론 설정에서 다른 토론 설정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토론 세션 동안 시스템의 여러 작동 모드 - "Free Talk", "Request 

To Talk"및 "Full Remote"- 다양한 재정의 설정과 함께 토론 순서를 유지합니다. 바닥

재 공급 장치와 동시 번역을 위한 2 가지 해석 채널을 갖춘 ATUC-50은 다양한 사람들

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용 편의성 

고품질 오디오 및 고급 기능에도 불구하고 ATUC50은 매우 사용하기 쉽습니다. 토론 장

치는 표준 Cat5e (또는 그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여 데이지 체인 또는 링 토폴로지로 제

어 장치에 연결합니다. 확장 된 작동에는 옵션 인 ATLK-EXT165를 사용하십시오. 세 

개의 제어 장치를 연결하여 최대 300 개의 회의 장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

니다. 설정 및 작동은 제어 장치 또는 웹 원격 제어 기능을 통해 로컬에서 처리 할 수   있

으므로 모든 장치 (컴퓨터, 태블릿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 쉽고 빠르게 구성하고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기본 화면 녹화 버튼 (Rec, Pause, Stop)은 USB 대용량 저장 장치에 간

편하게 녹음 할 수 있으며 고급 녹음 설정에 쉽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더욱 단

순하게 만들기 위해 전면 패널, 소프트웨어 또는 호환 제어 시스템에서 최대 8 회의 회의 

설정값을 미리 설정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치

ATUC-50은 사용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에서 놀라운 다양성, 기능성 및 오디오 품질을 

제공 할뿐만 아니라 놀라운 가치를 제공합니다. 시장에 나와있는 다양한 구성 요소를 비

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간과 돈, 노력이 많이들 것입니다. 원하는대로 

함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TUC-50은 기능이 풍부하고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산에 맞는 가격에 제공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확장성이 뛰어 

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스템을 쉽게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웹 원격 제어 

ATUC-50의 웹 원격 제어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로드 할 필요없이 표준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시스템을 구성 및 작동 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응

용 프로그램입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홈 화면에서 시스템의 세부 설정을 구성하고, 회의

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정을 불러와 조정하거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제어하고 조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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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연결 예

아래 다이어그램은 일반적인 시스템 연결을 보여줍니다. 430.0mm 또는 

580.0mm ATUC-M 구즈넥 마이크가 포함된 총 50 개의 토론 장치와 해석 장치

가 Cat5e (또는 그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여 체인 또는 링 토폴로지의 컨트롤 장

치에  연결됩니다. 마이크 또는 다른 외부 오디오 소스는 두 개의 밸런스드 MIC / 

LINE 입력 중 하나에 연결됩니다.

증폭기와 스피커는 4 개의 평형 출력 중 하나에 연결됩니다. USB 대용량 저장 장

치는 녹음을 위해 전면 패널의 USB 입력에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스위칭 허브는 

Cat5e 케이블을 통해 제어 장치의 네트워크 터미널에 연결되어 컴퓨터 및 기타 장

치에 유선 또는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ATUC-50DU
and/or ATUC-50IU
(up to 100 total)

External Audio Source

Microphone USB Storage Device

ATUC-50INT (up to 6)

ATUC-50CU

Amplifier

Network Switch

PC / Mac

Web
Remote
Contro

Web
Remote
Contro

Tablet

Speakers

Wireless
Access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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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및 연결 옵션 

아래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토의 유닛과 해석 유닛은 링 또는 체인 토폴로지 

(컨트롤 유닛당 최대 2 개의 링 및 최대 4 개의 체인)로 컨트롤 유닛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링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시스템의 신뢰성이 향상됩니다.

컨트롤 유닛이 실제로 링의 각 끝을 새로운 체인의 시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링을 따라 어딘가에 연결 오류가 발생하면 모든 토론 장치가 두 개의 별개 체인의 

일부로 계속 작동합니다.

ATUC-50CU

Ring Topology

ATUC-50DU and/or ATUC-50IU (up to 100 total)

Optional ATLK-EXT165
for extended cable runs

Chain Top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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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DM-50CU Control Unit

ATUC-50DU Discussion Unit

ATUC-50INT Interpretation Unit

최대 100 개의 회의 장치 및 해석 장치에 전원 공급

최대 300 개의 회의 장치를 처리 할 수 있는

캐스케이드 기능

구성 가능한 4개의 밸런스 출력과 언밸런스 출력에 

미러링 된 출력 1

개별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다목적 다기능 장치 : 대리인 또는 의장

표준 3 핀 XLR 마이크와 호환되는 장치 커넥터

분리형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저잡음 마이크 프리 앰

프, 개별 (디스커션 유닛 당) 조정 가능한 게인 제어

ATUC-50DU와 외관상 유사하지만, 2 개 또는 3 개 

국어로 된 토론 응용 프로그램에서 통역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바닥 또는 대체 언어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통역은 최대 3 개의 다른 언어 채널 중 하나로 출력 할 수 

있습니다.

2개의 마이크 / 라인 입력 + 2 개의 Aux In + 2 리턴 인

회의실 모드 : 프리 토크, 토크 요청 및 전체 원격

오버라이드 설정 : LIFO, FIFO 및 비 오버라이드

'마이크 온'트리거 : 수동 또는 음성 활성화

향상된 음성 명료도를 위한 고품질 스피커

24비트 / 48kHz 오디오 품질

다중 독립 표시기 (토론 장치 뒷면의 멀티 컬러 

RGB LED 막대 및 토크 버튼의 LED)

ATUC-50DU 체인 또는 링에 최대 6 개의

ATUC-50INT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ATUC-50CU 당 총 100 개)

두 개의 ATUC-50INT 장치를 연결하여 특정 언어 

공급에 하드웨어 중복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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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C-M32L / ATUC-M43H / ATUC-M58H Microphones

ATUC-50IU Integration Unit

ATLK-EXR165 Link Extender

고음질 및 사용자 유연성을 모두 제공하는 원격 제어 

LED 링이 달린 독특한 3 핀 밸런스 마이크

토론 용 소켓에서 마이크로폰 커넥터를 분리하는

특허 출원 중 디자인

더블 레이어 팝 필터 (마이크 및 탈착식 윈드 스크린 내부)

금속 몸체를 테이블이나 다른 표면의 아래쪽에서

신속하고 신중하게 장착

다른 토론 시스템 구성 요소에 연결하기 위한 2개의 

RJ45 포트

오디오 및 제어 옵션을 위한 7 개의 유로 블록 커넥터

다른 토론 시스템 구성 요소에 연결하기 위한 2개의 RJ45 포트

연결된 장치에 DC + 48V 전원 공급으로 연장 된 케이블 실행

로컬 또는 원격 작동 선택을 위한 모드 스위치

전원 켜기 / 끄기, 연결된 장치에 전원 공급 장치, 및 링크 상태

내부 AC 전원 공급 장치

RFI 차폐 기술은 RFI (Radio Frequency Interference)

의 탁월한 거부력을 제공합니다.

320mm, 430mm 및 580mm의 3 가지 길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전원 및 범용 입 / 출력 (GPIO) 용 6유로

블록 커넥터

ATUC-M32L, ATUC-M43H, ATUC-M58H, AT8657 

/ LED, U891RCx 및 기타 마이크와 호환되는

마이크 입력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I/O Connectors  O utputs L INK power status

 C hain D U port A/B

Power requirement  A C 100V-240V 50/60Hz

Power consumption  1 5W-160W (MAX)

Operation temperature  0 -40 ˚C

Operatio n humidi ty  25-85%

Dimensions  (W x D x H)  217mm x 326m m x 41mm

Net Weight  2.2kg

Finish F ront panel B lack

  Top & Rear B lack

Included  Access ories  A C Power Cord, Quick Guide,  Euroblock  connectors (1pcs), 
  Table mount kit,  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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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rared Conference System

ATUC-IRCU
Hybrid Control Unit

ATCS-B60
Battery Charger

ATUC-IR system can be combined with
the ATUC-50 series:

ATUC-IRCUDAN
Hybrid Control Unit
(Dante-Enabled)

ATUC-50CU - Control Unit

ATUC-50DU - Discussion Unit

ATUC-50INT - Interpretation Unit

ATUC-50IU - Integration Unit

ATLK-EXT165 - Link Extender

ATUC-Mics: ATUC-M32L, ATUC-M43H,

ATUC-M58H

ATUC-HP2 - Dual Sided Headphone

LI-240
Lithium-ion Battery

ATUC-IRA
IR Transmitter Unit

ATUC-IRDU
IR Discussion Unit

ATUC-IRD
Distrib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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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10 PRO
High-Fidelity Digital Wireless
Systems
Audio-Technica의 System 10 PRO 랙 장착형 디지털 무선 시스템은 사용하기 쉽

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자동적인 무선 기능을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전혀 생각할 필요

가 없습니다. 어디서나 설정하고 전원을 켜면 갈 수 있습니다.

System 10 PRO는 2.4GHz 범위 (즉, TV 대역 외부)에서 간섭 없는 작동을 제공하

며 궁극적인 다양성을 위한 많은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구성 있는 하프 랙 

섀시에는 로컬로 작동하거나 섀시에서 분리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원격으로 (최

대 100m 거리에) 장착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신기 장치가 있습니다. 각 시스템에 포

함 된 RJ12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5 개의 섀시 (10 개의 수신기 장치)를 연결하여 

최대 10 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다중 채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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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GHz WiFi 대역은 괜찮습니까? 

WiFi, 전자 레인지 등 2.4GHz 범위 내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시스템 10은 간섭 없이 작동하도록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조정할 수 있

는 주파수에 민첩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10의 수신기 유닛과 송신기는 실제로 서로 지

속적으로 통신하는 송수신기입니다. 이 트랜시버는 시스템 10이 주어진 영역에서 다른 

2.4GHz 사용을 항상 인식하고 간섭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를 자동으로 변경하도록 허용

합니다. 

3 가지 수준의 다양성 보장

System 10 PRO는 모든 System 10 제품과 마찬가지로 주파수, 시간 및 공간이라는 

세 가지 수준의 다양성 보증을 제공합니다. 주파수 다이버 시티는 간섭 없는 통신을 위해 

두 개의 동적 할당 주파수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시스템은 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하고 간섭이 발생하면 즉석에서 주파수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를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시간 다이버 시티는 다중 경로 간섭에 대한 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두 개의 시간 

슬롯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Space Diversity는 본질적으로 2.4GHz 시스템의 더 짧

은 파장을 보완하여 신호 무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 송신기 및 수신기 장치에 2 개의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송수신기

모든 System 10 PRO 수신기 유닛과 송신기는 사실상 서로 송수신되는 신호 송수신기

입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은 필요할 때마다 주파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사용법 

System 10 PRO는 강력하고 전문적인 무선 시스템이지만 사용자는 이를 작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기술 교육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자 밖으로 곧바로 갈 준비가 되었

습니다. 시스템에 송신기 또는 수신기 장치를 추가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며 사용자 설명

서의 이해하기 쉬운 지침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System 10 PRO는 주파수를 자동으로 

할당하고 변경하므로 사용자는 사용 가능한 주파수 나 설정 방법에 대해 알 필요가 없습

니다. 이는 세계 어디에서 시스템을 사용할지 걱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스템을 가지고 

여행하려는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압축기 없음 

System 10 PRO는 전 대역의 고음질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주파수 응답특성은 20Hz 

~ 20kHz이며,  샘플링 레이트는 24 비트 / 48kHz 로 CD보다  높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Wireless Systems | System 10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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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신기 유닛에 여러 개의 송신기 페어링 

System 10 PRO를 사용하면 각 수신기 장치를 여러 개의 송신기 (최대 10 개)와 쌍으

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기타리스트 및 기타 뮤지션에게 유용 

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 된 바디팩 트랜스미터를 각 악기에 부착 한 다음 트랜스미터를 

껐다가 켜서 악기를 빠르게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마이

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유용 할 수 있습니다.

 System 10 PRO | Wireless Systems

Featuring

Remote-Mountable

Receiver Un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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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스템과 연동

앞서 언급했듯이 System 10 PRO는 2.4GHz 범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간섭을 피하기 위해 자동으로 자체 주파수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Wi-Fi 네트워크가 있

는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System 10은 TV 대역 시스템과 함께 사용

할 때에도 intermod 또는 간섭 문제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기존 TV 대역 무선 설정 위

에 추가 채널을 추가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랙 공간 효율성

System 10 PRO를 사용하면 단일 19 인치 랙 공간에 최대 4 개의 채널을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각 System 10 PRO 듀얼 채널 섀시는 랙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며 포함 된 장

착 브래킷과 나사를 사용하여 단독으로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개의 섀시는 각 

시스템과 함께 제공되는 결합 플레이트와 함께 고정 될 수 있으며 단일 랙 공간에 함께 

장착되어 매우 효율적인 다중 채널 설치를 제공합니다.

링크 기능

각 시스템에 포함된 RJ12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5 개의 섀시 (10 개의 수신기 장치)

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RJ12 케이블은 첫 번째 섀시의 OUT 커넥터에서 두 번째 섀시

의 IN 커넥터까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섀시의 IN 커넥터와 체인의 마지막 섀시의 OUT 

커넥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System 10 PRO 섀시는 연결하지 않고 함께 작동

하지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링크는 수신 장치가 함께 작동하는 훨씬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오디오 수신 거부를 방지하고 최대 10 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신, 송신 및 주파수 할당을 조정합니다. 

대기 시간

모든 디지털 무선 시스템에는 약간의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오디오 

프리젠테이션 (예 : 음성 또는 악기)과 해당 오디오의 수신 및 브로드캐스트 사이의 간격

이 너무 작아서인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8ms의 대기 시간으로 System 10 PRO

는 허용 표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Wireless Systems | System 10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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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10 PRO
Digital Wireless Systems

Wireless Systems | System 10 PRO

ATW-T1006 바운더리 마이크 / 트랜스미터는 모든 System 10 또는 System 

10 PRO 디지털 무선 수신기와 쌍을 이루어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음질의 견고한 

2.4GHz 무선 성능을 제공합니다.

3 핀 XLRM 유형 출력이 있는 팬텀 전원 콘덴서 구즈넥 마이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ATW-T1007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송신기는 System 10 또는 System 

10 PRO 디지털 무선 수신기와 쌍을 이루는 견고한 2.4GHz 무선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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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간섭이 전혀없는  2.4GHz 범위에서 작동

각 수신기 섀시에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원격으로 장착 할 수 있는 2 개의 

수신기 장치가 있습니다.

최대 5 개 섀시 (10 개의 수신기)를 동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섀시의 LCD 시스템 디스플레이에는 RF 신호 레벨, 시스템 ID, 송신기 배터리 레벨 및 

시스템 링크 상태가 표시됩니다.

ㆍ
ㆍ
ㆍ

ㆍ
ㆍ

ATW-RC13
Receiver Chassis

ATW-T1006
Boundary Microphone
Transmitter

ATW-T1007
Microphone Desk Stand
Transmitter

ATW-RU13
Receiv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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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1301
includes:
ATW-RC13, ATW-RU13, ATW-T1001

system configurations

ATW-1311
includes:
ATW-RC13, ATW-RU13 x 2, ATW-T1001 x 2

ATW-1302
includes:
ATW-RC13, ATW-RU13, ATW-T1002

ATW-1312
includes:
ATW-RC13, ATW-RU13 x 2, ATW-T1001, ATW-T1002

ATW-R1301
includes:
ATW-RC13, ATW-RU13

ATW-1322
includes:
ATW-RC13, ATW-RU13 x 2, ATW-T1002 x 2

ATW-R1302
includes:
ATW-RC13, ATW-RU13 x 2

 System 10 PRO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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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Series
Frequency-agile True Diversity UHF Wireless Systems

fornt

Wireless Systems | 3000 Series

Audio-Technica의 4 세대 3000 시리즈 무선 시스템은 정체된 UHF 스펙트럼 내에서 

작동 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과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사용 주파수 대역은  925-937.5 MHz 이며, 송수신 거리는 100m로 운용 거리가 넓습

니다. 주파수는 수신기에서 쉽게 스캔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IR 동기화 기능을 통해 송

신기와 동기화됩니다. 3000 시리즈는 예기치 않은 주파수 간섭이 발생할 경우 송신기의 

다기능 버튼을 눌러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외에 별도로 미리 지정해 놓은 안정적인 백업 

주파수로 신속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시스템 구성에는 ATW-T3201 바디 팩 또는 ATW-T3202 핸드헬드 송신

기와  ATW-R3210 수신기가 있습니다. ATW-T3201에는 오디오 테크니카 (Audio-

Technica)의 새로운 cH 스타일의 4 핀 고정식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어 A-T의 cH 스타

일의 소형 및 헤드 마이크 또는 케이블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TW-T3202는 ATW-C510 다이나믹 또는 ATW-C710 콘덴서 호환 카디오이드 캡

슐 및 업계 표준 스레드를 통해 다른 호환 가능한 A-T 캡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송

신기는 견고한 금속 하우징을 사용하며 2 개의 AA 배터리로 작동됩니다. 각 송신기의 

충전 단자는 ATW-CHG3 및 ATW-CH3N 스마트 충전 도크 (별도 판매)를 사용하여 

NiMH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핸드 헬드 및 바디 팩 송신기의 고유 한 다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주파수 간섭이 발생

할 경우 송신기 및 수신기 모두에서 백업 주파수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트루 다이버 시티 동작으로 드롭 아웃을 줄입니다.

자동 스켈치 기능은 가능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퀠 치 

설정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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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Miniature Microphones

간편한 설정을 위한 주파수 스캔 및 IR 동기화 기능

듀얼 모드 수신기 디스플레이는 표준보기 또는 미터링을 강조하는 성능보기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 및 수신기는 설정 및 경고의 최적 판독을 위한 백라이트 OLED 화면을

제공합니다.

휴대용 송신기는 사용 업계 표준 스레드 마운트로 캡슐 교체 가능

바디 팩 송신기의 새로운 cH 스타일 커넥터는 cH 스타일의 스크류 다운 4 핀 커넥터

를 사용하여 폭이 좁은 마이크, 헤드 커버 마이크 및 케이블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바디 팩 트랜스미터는 뮤트 스위치가 방향성을 가진 돌출된 구조로 되어있어 송신기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아도 촉감을 통해 음소거 상태를 물리적으로 확인 가능

ㆍ
ㆍ

ㆍ

ㆍ
ㆍ

ㆍ

ATW-R3210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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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s | 3000 Series

ATW-C71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T3202
핸드 헬드 송신기 바디 NEW

c-H 스타일의 4 핀 고

정식 커넥터로 A-T의 

cH 스타일의 소형 및 

헤드 마이크 또는 

케이블에 안전하게 

연결
ATW-T3201
바디팩 송신기

교환가능한

마이크로폰 캡슐

ATW-C51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540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C330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C6100
하이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다이내믹

ATW-C41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HG3

ATW-CHG3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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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3211
includes:
ATW-R3210, ATW-T3201

system configurations

ATW-3211 / 899
includes:
ATW-R3210, ATW-T3201, AT899

ATW-3211 / 831
includes:
ATW-R3210, ATW-T3201, AT831cH

ATW-3212 / C510
includes:
ATW-R3210, ATW-T3202, ATW-C510

ATW-3211 / 892
includes:
ATW-R3210, ATW-T3201, BP892cH

ATW-3212 / C710
includes:
ATW-R3210, ATW-T3202, ATW-C710

ATW-3211 / 892-TH
includes:
ATW-R3210, ATW-T3201, BP892cH-TH

 3000 Series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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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Series
Frequency-agile True Diversity UHF Wireless Systems

Wireless Systems | 2000 Series

2000 시리즈는 MI / 라이브 퍼포먼스, 고정 설치, 공공 주소, A / V 렌탈 하우스 및 예

배 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10 채널의 UHF 주파수 무

선 시스템입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적인 무선 시스템의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2000 시리즈는 10 개의 선택 가능한 주파수, True Diversity UHF 무선 기술 및 자동 

주파수 스캐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기능이 자동으로 최상의 가용 주

파수를 결정하고 설정합니다. 2000 시리즈의 10 개 채널 중 어떤 것도 주파수 조정 문

제 또는 그룹 선택 문제없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 시리즈에는 Audio-

Technica의 디지털 Tone Lock ™ 스퀠치와 읽기 쉬운 LCD 정보 디스플레이가 통합되

어 있습니다. 

명확한 음질과 견고하고 신뢰할 수있는 성능

자동 주파수 스캐닝

사용자가 전환 할 수있는 10 개의 채널 모두 호환 가능

트루 다이버 시티 동작은 두 개의 수신기 섹션에서 우수한 신호를 선택하여

드롭 아웃을 줄입니다.

Tone Lock ™ 톤 스퀠치 시스템이 주파수 간섭을 방지합니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 : 487.125 - 506.500MHz (I Band)

ㆍ

ㆍ
ㆍ

ㆍ
ㆍ

ATW-R2100b
Receiver

ATW-T220a
단방향 다이내믹 송신기

optional

ATW-CHG2
Two-Bay Charging Station

ATW-T210a
바디팩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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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2110b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W-2110b / P1
includes:
ATW-2110b, AT838cW

system configurations

ATW-2120b
includes:
ATW-R2100b, ATW-T220a

ATW-2110b / H
includes:
ATW-2110b, PRO8HEcW

ATW-2110b / G
includes:
ATW-2110b, AT-GcW

ATW-2110b / HC1
includes:
ATW-2110b, ATM75cW

ATW-2110b / P1
includes:
ATW-2110b, AT899cW

ATW-2110b / HC3
includes:
ATW-2110b, BP892cW-TH

ATW-2110b / P
includes:
ATW-2110b, AT829cW

ATW-2110b / HC2
includes:
ATW-2110b, ATM73cW

ATW-2110b / P2
includes:
ATW-2110b, AT831cW

 3000 Series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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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

AT-One, Audio-Technica의 보급형 UHF 900MHz 무선 시스템.

향상된 유연성, 견고하지만 세련된 품질 및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2 x 4 

채널 주파수를 통해 AT-One은 완벽한 무선 시스템으로 동반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AT-One은 단순함과 사용의 용이함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실용적인 휴대용 

케이스, 랙 마운트 키트 및 탈착식 안테나가 장착 된 AT-One은 가격 대비 성능이 완벽

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 엔트리 레벨 가격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원하는 사

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AT-One의 주파수 계획은 각 그룹에서 4 개의 사용 가능한 채널을 가진 2 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 져있어 사용자는 탁월한 유연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하나의 그룹 내

에서 최대 4 개의 채널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구성이 가능하며 AT-One은 벨트 팩 또는 핸드 헬드 송신기로 구입할 수 있습니

다. ATW-11은 10mW의 RF 출력, 10 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는 견고하고 섬세

하게 설계된 벨트 팩을 갖추고 있습니다. ATW-13 핸드 헬드 시스템은 10mW RF 출

력 및 10 시간 배터리 수명을 갖춘 ATW-T3 카디오이드 콘덴서 핸드 헬드 송신기를 특

징으로 합니다.

ATW-R1
Receiver

ATW-T1
Beltpack Transmitter

ATW-T3
Handheld Transmitter

AT8677
Dual rackmount kit (optional)

ATW-T1 Beltpack 송신기는 AT-One UHF 무선 시스템과 함께 독점적으로 사용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TW-T3 핸드 헬드 송신기는 AT-One UHF 무선 시스템과 함께 독점적으로 사용

하도록 설계된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짧은 랙날개 2 개와  조인트 브라켓 2개 포함

단일 19 "랙 공간에 2 개의 AT-One 수신기(ATW-R1F) 장착 가능

ㆍ

ㆍ

ㆍ
ㆍ

ATW-R1
Receiver

ATW-T1
Beltpack
Transmitter

ATW-T3
Handheld
Transm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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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설치 및 사용

향상된 유연성을 위한 2 x 4 채널 주파수 계획

쉬운 설치를 위한 랙 장착 가능

직관적 인 수신기 및 송신기 컨트롤

마이크 또는 악기 용 4 핀 커넥터가 있는 벨트 팩

최대 10 시간의 배터리 수명

주파수 대역 : 925 - 837.5MHz

ㆍ
ㆍ
ㆍ
ㆍ
ㆍ
ㆍ
ㆍ

ATW-11
includes:
ATW-R1, ATW-T1

system configurations

ATW-11 / P
includes:
ATW-R1, ATW-T1, ATR35cW

ATW-13
includes:
ATW-R1, ATW-T3

 3000 Series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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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ccessories

AT829cW ATW-RMS1

AT889cW
ATW-RCS1

PRO92cW, PRO92cW-TH

ATW-DA49

microphones mute switches

antenna distribution systems

카디오이드 콘덴서 무선 핀 마이크 

A-T 바디 팩 무선 송신기 용 4 핀 커넥터로 처리되었습

니다. 1.4m (55 ") 케이블. 또한 나사 고정식 4 핀 커넥터 

(AT829cH)도 제공됩니다.

원격 음소거 스위치 

원격 스위치를 사용하여 A-T 무선 마이크를 

빠르고 쉽게 음소거 할 수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콘덴서 헤드 윙 마이크 

A-T 바디 팩 무선 송신기 용 잠금 장치가 있는 4 핀 커넥

터로 처리되었습니다. 

1.4m (55 ") 케이블.

원격 Momentary-Mute / Cough Switch 프리젠테이

션 중에 Audio-Technica 무선 마이크를 빠르고 쉽게 음

소거 할 수 있습니다.

무지향성 콘덴서 헤드 윙 마이크 

작은 콘덴서 캡슐이 특징입니다. 가볍고 윤곽이 나는 이

어 피스; 편안한 착용감을 위해 쉽게 재 위치 할 수 있는 

유연한 붐. A-T 바디 팩 무선 송신기용 4 핀 커넥터 잠

금 장치로 마감 되었습니다. 1.4m (55 ") 케이블. 클립, 

케이스가 포함됩니다. PRO92cW-TH : 베이지 색 마

이크로폰. 또한 스크류 다운 4 핀 커넥터 (PRO92cH / 

PRO92cH-TH)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UHF 안테나 분배 시스템 

ATW-DA49는 UHF 광대역 (440-900MHz) 액티브 유

니티 게인 다이버 시티 안테나 분배 시스템으로 한 쌍의 

안테나로 여러 개의 무선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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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ccessories

ATW-A49 AC100

ATW-A49S AC12

ATW-49CB

ATW-49SP

antennas antenna accessories

UHF 광대역 지향성 LPDA 안테나 UHF 광대역 지향성 

LPDA (로그 주기적 다이폴 어레이) 안테나 쌍은 광대역 

(440-900MHz)에서 UHF 무선 시스템을 위한 향상된 

신호 수집을 제공합니다.

RF 안테나 케이블 

BNC-BNC 커넥터, RG8 유형 케이블이 있는 RF 안테나 

케이블. 30m (100 ').

AC50 15.2m (50 ') 길이 

AC25 7.6m (25 ') 길이

UHF 광대역 지향성 LPDA 안테나 UHF 인 이어 모니

터 시스템 (440-900MHz) 용 단일 UHF 광대역 지향성 

LPDA (로그 주기적 다이폴 어레이) 안테나.

RF 안테나 케이블 

BNC-BNC 커넥터, RG58- 유형 케이블이 있는 RF 안테나 케

이블. 3.6m (12 ').

액티브 안테나 결합기 키트 

Audio-Technica UHF 무선 수신기 및 ATW-A49 LPDA 안

테나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두 개의 능동 안테나 결합기를 

포함합니다. Active Antenna Combiners의 한 세트는 두 세

트의 안테나로 하나의 무선 수신기 또는 분배 시스템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Audio-Technica UHF 무선 수신기 및 ATW-A49 LPDA 

안테나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된 두 개의 활성 안테나 스플

리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액티브 안테나 스플리터 (Active 

Antenna Splitters)는 한 세트의 안테나로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의 무선 수신기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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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Accessories / Microphone Desk Stands

ATW-B80WB AT8631

ATW-RM1

AT8601

AT8615

antenna accessories accessories

microphone desk stands

인라인 RF 부스터 

UHF (470-990MHz) 인라인 안테나 부스터 (쌍)는 안테

나 케이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RF 신호 강도 (12dB / 

6dB 게인 스위치)를 증가시킵니다. 

접합 플레이트 키트 

단일 19 인치 랙 공간에 두 개의 3000 시리즈 및 2000 

시리즈 수신기 장착 가능.

랙 장착 하드웨어 키트 

19 인치 오디오 장비랙에 하프 랙수신기 또는 분배 시스

템을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개선 된 수신을 위해 안테나를 

앞쪽으로 가져옵니다.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  ⅝ "-27 나사 식 스탠드 클램프와 호환 가능

●  스탠드 클램프를 사용하는 모든 마이크와 사용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  빠른 설치 플러그 - 인 캐스트 - 금속 데스크 스탠드

●  XLRF- 타입, XLRM- 타입 아웃 커넥터

●  XLRM 타입 출력의 구즈넥 마이크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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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T8615RS

AT8615RS

AT8666RSC

AT8666

AT8699R

microphone desk stands microphone desk stands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  팬텀 전원 마이크용 온 / 오프 음소거 스위치

●  빠른 설치 플러그 - 인 캐스트 - 데스크 스탠드

●  XLRF- 타입, XLRM- 타입 아웃 커넥터

●  XLRM- 유형 출력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  무거운 다이 캐스팅 구조와 미끄럼 방지 바닥 패드로 

   유닛에 표면 진동 결합을 최소화 

●  저 반사율의 블랙 마감으로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최소한의 가시성 확보

●  상단 및 후면의 가역 XLR 유형 커넥터 제품

스위치 및 외부 접촉 클로저가 있는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이 

간편한 플러그 인 데스크 스탠드에는 사용자 프로그래밍이 가

능한 스위치와 외부 접촉 클로저가 있습니다. 견고한 금속 받침

대에는 3 핀 XLRF 유형 입력 단자와 5 핀 XLRM 유형 출력 커

넥터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XLRM 형식의 출력이 있는 팬텀 

전원 식 구즈넥 마이크에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스위치 및 외부 접점 클로저 기능 

●  3 핀 XLRF 유형 입력 및 5 핀 XLRM 유형 출력 커넥터 장착. 

  A-T 케이스 스타일 : M23, M26, M27, M34, M35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AT8666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는 구즈넥 마이크를 영구 

설치에 적합하지 않은 응용 프로그램에 빠르게 장착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금속 받침대에는 3 핀 XLRF 유형과 

XLRM 유형 출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XLRM 형식 출력

이 있는 구즈넥 마이크에 맞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구즈넥 마이크에 XLRM 형 출력을 연결합니다. 

●  3 핀 XLRF 유형 입력 및 XLRM 유형 출력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23, M26, 

  M27, M34, M35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스위치가 있는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  무거운 다이캐스팅 구조 및 미끄럼 방지 바닥 패드로 인해

  장치의 표면 진동 결합 최소화

●  낮은 가시성을 위해 낮은 반사율의 검정 마감 처리

●  제품의 상단 및 후면에 있는 가역 XLR 유형 커넥터

●  매우 조용한 전자 스위치는 

  "터치 - 온 / 터치 - 오프", "터치 - 투 - 토크"및 

  " 터치 - 투 - 뮤트 "(AT8699R)

●  3 핀 XLR w / ATUC 마이크로폰 (AT8699R)을

  통한 구즈넥  LED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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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T8646AM AT8647QM/S

AT8646QM

AT8416

microphone desk stands microphone desk stands

microphone mounts

마이크 쇼크 - 마운트 플레이트 

●  강의실, 강단, 회의 테이블 및 기타 표면에 설치된

   마이크 사용 용

●  고무 패널이 마이크를 장착면에서 분리합니다.

●  기계적 소음 및 진동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킵니다.

●  ⅝ "-27 나사산 마운트. A-T 케이스 스타일 : 

   M2, M22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장착된 충격식 장착 플레이트 

●  강의실, 강단, 회의 테이블 및 기타 표면에 장착 된 마이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 

●  장착 된 고무 패널이 장착 표면에서 마이크를 분리합니다. 

●  기계 소음 및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  라이트 뮤트 스위치 (24 -48V 팬텀 전원)

●  XLRF 유형 커넥터 마운트. A-T 케이스 스타일 : 

  M23, M26, M27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폰 충격식 장착 플레이트  

●  강의실, 강단, 회의 테이블 및 기타 표면에 장착된 

  마이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지정

●  장착 된 고무 패널은 장착 표면에서 마이크를 

  분리합니다.

●  기계 소음 및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입니다. 

●  XLRF 유형 커넥터 장착 장치. 

  A-T 케이스 스타일 : M23, M26, M27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이크로폰 쇼크 마운트 

●  강당, 강단, 회의 테이블 및 유사한 표면에 거위 목처럼

  생긴 마이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마운팅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마이크로를 효과적으로 격리합니다.

●  기계적 커플 링으로 인한 저주파 공명 을제거합니다. 

  Audio-Technica "어댑터 장착형"및 "퀵 마운트"

  구즈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2, M22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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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T8438 AT8474

AT8663

AT8664

AT8451 / AT8451(WH)

AT8452 / AT8452(WH)

AT8464

AT8464-TH

AT8662

microphone mounts microphone mounts

마이크 데스크 스탠드 어댑터 마운트 

커스텀 마운트는 표면 실장 어플리케이션에 소형 매다는 

마이크와 핀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⅝ -27 나사

식 스탠드에 맞습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12, M32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범용 절연 마운트 

로우 프로파일 절연 마운트

(마운팅 표면 위 또는 아래에 설치할 수 있음). 

A-T 케이스 스타일 : M26, M27, M34, M35 용으로 설계

A 마운트 플랜지 

A-T 케이스 스타일 : M2, M33 용으로 설계

A- 마운트 케이블 통과 어댑터 

A-T 케이스 스타일 : M2, M34 용으로 설계

마이크 걸이 어댑터 

오버 헤드 어플리케이션 용 와이어 행거 어댑터 (흑백). 

A-T 케이스 스타일 : M12, M21, M32 용으로 설계

마이크 걸이 어댑터 

오버 헤드 어플리케이션 용 와이어 행거 어댑터 (흑백). 

A-T 케이스 스타일 : M14, M25 용으로 설계

듀얼 이어 마이크 마운트 

최대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위해 귀에 착용 한 단일 BP892 

MicroSet®을 이중 귀 착용형 장치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31 용으로 설계

듀얼 이어 마이크 마운트 

최대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위해 귀에 착용 한 단일 BP892-TH 

MicroSet®을 이중 이어 장착형 유닛으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31 용으로 설계

마이크 쇼크 마운트 

●  강당, 강단, 회의 테이블 및 이와 유사한 표면에 

   구즈넥 마이크와 함께 사용합니다. 

●  설치 표면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 충격 및 진동으로부터 

  마이크로폰을 효과적으로 분리합니다.

●  기계적 커플링으로 인한 저주파수 공명 제거를 제거합니다. 

  A-T 케이스 스타일 : M34, M35 용으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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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ories

AT8537 AT8681

AT8538 AT8801

AT8539 ESRSC

electronics electronics

전원 모듈 

인라인 1.5V AA 배터리 및 팬텀 전원 모듈, TA3M to 

XLRM 라인 3 핀 

●  AT898, AT899에 포함

Balance Control 기능이 있는 UniMix® 2-to-1 마이크 결합기 

두 개의 마이크 출력을 하나의 채널로 결합합니다. 

밸런스 컨트롤은 중간 지점에서 각 마이크를 6dB (일반)씩 

감쇠시킵니다. 

전원 모듈 

팬텀 전원 전용 인라인 전원 모듈, 저음 롤오프, 

TA3M 입력, XLRM 3 핀 출력  

●  AT831R, ES905CL, ES933C / H / ML, MT830R, 

  PRO35, U853R, U853RU에 포함

  A-T 케이스 스타일 : M23, M26, M27 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채널 48V 팬텀 전원 공급 장치 

이 라인 전원 장치로 팬텀 전원을 공급하지 않는 시스템

에서 원격 전원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튼튼한 스

틸 케이스는 에나멜로 마무리되어 정전기 간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AC 전원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원 모듈 

팬텀 전원 전용 인라인 전원 모듈. 4 핀 잠금 커넥터로 처

리된 모든 Audio-Technica Wireless Essentials® 마

이크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AT8539를 사용하

면 무선 마이크를 유선 모델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 스냅 

온 벨트 클립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  BP892 MicroSet®, BP893 MicroEarset 및

  BP894 MicroSet®에 포함

원격 스위치 제어 인터페이스 

계약자가 외부 제어, 접점 폐쇄, 프로그래밍 가능 음소거 

기능 및 상태 표시를 동적 또는 콘덴서 마이크에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기능은 터치 - 온 / 오프, 터치 - 투 - 토크 (일시

적 온), 터치 - 뮤트 (일시적 오프)의 세 가지 작동 모드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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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UC-DUWT

AT8643

AT8649

ATUC-50DU 중량 판 

●  ATUC-50DU 및 ATUC-50INT와 호환되는 무게 플레이트

●  보안 배치를 위한 선택 사양의 하단 무게 (330g) 

●  고정 나사가 제공됩니다.

랙 마운트 키트 

●  ATDM-0604 및 ATLK-EXT165와 호환되는 랙 장착 키트 

●  19 인치 랙에 ATDM-0604 또는 ATLK-EXT165를 

   장착하는 경우 

●  고정 나사 6 개가 제공됩니다.

테이블 마운트 키트 

●  ATDM-0604 및 ATLK-EXT165와 호환되는

   테이블 장착 키트 

●  ATDM-0604 또는 ATLK-EXT165를 테이블 아래에

   장착하는 경우

●  고정 나사 4 개가 제공됩니다.

Accessories

m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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