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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Microphones

Audio-Technica의 라이브 사운드 마이크가 임무를 맡았습니다. 팝 슈퍼 

스타부터 오페라 까지 음악 산업에서 가장 위대한 목소리를 재현했습니다. 

AE5400 카디오이드 콘덴서와 같은 제품 

- 유명한 AT4050 스튜디오 마이크와 동일한 라지 다이아 프램을 사용하는 

최고의 핸드 헬드 보컬 마이크 

- 예산에 맞는 고성능 보컬 마이크와 함께, Audio-Technica는 큰 규모의 투

어 스테이지에서부터 소규모 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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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Microphones | Artist Elite™

AE540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핸드 마이크

AE330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핸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주파수 응답 : 30-18,000Hz 

최고의 보컬 연주 악기

가장 차별화 된 마이크 사용자가 요구하는 깨끗한 음질

유명한 AT4050 스튜디오 마이크로폰과 동일한 라지 다이아 프램

강한 내구성 및 낮은 핸들링 노이즈

고품질 양면PCB 부품을 사용하여 넓은 접지면과 실용적인 접지 방법을 통해 전기 

노이즈를 최소화합니다.

뛰어난 연주자를 위한 탁월한 연주

클래식 AT4033 스튜디오 마이크와 동일한 요소

뛰어난 거부 특성을 지닌 극한의 극 패턴

강한 내구성 및 낮은 핸들링 노이즈

고품질 양면PCB 부품을 사용하여 넓은 접지면과 실용적인 접지 방법을 통해 전기 

노이즈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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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를 개선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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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st Elite™ | Vocal Microphones

AE6100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AE41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60-15,000Hz 주파수 응답 : 90-18,000Hz

타협하지 않는 보컬을 위한 독단적인 사운드

높은 출력, 빠른 과도 전류 및 청결한 연결

최대 피드백 억제

하이퍼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강한 내구성 및 낮은 핸들링 노이즈

다단식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파열음과 치찰음에 대

한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절연 특성을 갖춘 스테이지에 최적화

강한 내구성 및 낮은 핸들링 노이즈

다단계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파열음과 치찰음으로

부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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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탁월한 대중 음악 보호.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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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Microphones | Artist Series

ATM71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핸드 마이크 

ATM610a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40-20,000Hz 

주파수 응답 : 40-16,000Hz

무대 볼륨 조절 또는 인 이어 모니터링으로 현장에서 탁월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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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강한 내구성 및 낮은 핸들링 노이즈

다단계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파열음과 치찰음으로

부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튜디오 품질의 성능을 위한 콘덴서 디자인

일체형 80Hz HPF 스위치 및 10dB 패드

금도금 된 XLRM 유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전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내구성 있는 성능 

탁월한 내부 충격 장착으로 취급 및 스테이지 소음 감소 

명확한 보컬 재생을 위한 희토류 자석 

다단계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파열음과 치찰음으로

부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Quiet-Flex ™ 스탠드 클램프는 조용하고 유연한 마이크 위치를 제공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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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51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90-16,000Hz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보컬 재현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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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전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내구성 있는 성능 

향상된 출력 및 과도 응답을 위한 희토류 자석 

다단식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파열음과 치찰음에 

대한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Artist Elite™ | Vocal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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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Microphones | Artist Series

ATM75
카디오이드 콘덴서 헤드 마이크

ATM73a
카디오이드 콘덴서 헤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100-13,000Hz

주파수 응답 : 40-15,000Hz

핸즈프리 작동으로 전문가 수준의 보컬 픽업 

가시성이 낮은 헤드 밴드는 안정적이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피벗 장착형 플렉서블 마이크 붐이 왼쪽 또는 오른쪽에서 내려갑니다. 

벨트 장착형 전원 모듈은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패턴은 원하는 음원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ATM75cW - 적은 전력 모듈; A-T UniPak ™ 무선 시스템 용 4 핀 커넥터 잠금 장치

로 종단 된 55 "(1.4m) 케이블. 

드러머, 키보드 연주자 또는 핸즈프리 작동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상적입니다. 

편안하고 방해가 되지 않는 헤드 밴드 디자인 

벨트 장착형 전원 모듈은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원하는 음원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ATM73cW - 저전력 모듈로도 제공됩니다. A-T UniPak ™ 무선 시스템 용 4 핀 커

넥터 잠금 장치로 종단 된 55 "(1.4m) 케이블.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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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201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핸드 마이크 

Pro9cW
카디오이드 콘덴서 헤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100-13,000Hz

주파수 응답 : 40-15,000Hz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질 특성을 위한 확장 된 주파수 응답 및 우수한 과도 응답

높은 SPL 처리 및 넓은 동적 범위는 탁월한 다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다단계 그릴 디자인은 고주파의 선명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 서 파열음과 

치찰음으로 부터 탁월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수년간의 문제없는 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금속 및 건축. 

다목적 헤드 장착 콘덴서 마이크 

튼튼한 착용감과 내구성을 갖춘 소재로 제작 된 땀에 강한 마이크 

안전한 착용감을 위해 조정 가능한 헤드 스트랩을 갖춘 인체 공학적 디자인 최적의 

마이크 포지셔닝을 위한 유연한 구즈넥 붐 

불필요한 소음 및 진동을 줄이기 위한 충격 흡수 장치 장착 

프리젠테이션, 그룹 피트니스 강사 및 음악가에게 이상적입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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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Series / Pro Series | Vocal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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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l Microphones | Pro Series

PRO61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PRO41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주파수 응답 : 70-16,000Hz 주파수 응답 : 90-16,000Hz

Premier Pro Series 보컬 마이크는 스테이지의 리드 보컬 및 백업 보컬에 대해 

뛰어난 게인을 제공합니다. 

확장된 주파수 응답은 최적의 선명도와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음향 특성을 제공합니다. 

하이퍼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우수한 품질의 내부 완충 마운팅으로 핸들링 노이즈 감소

명확한 보컬 재생을 위한 희토류 자석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자연스러운 풀 레인지 보컬 재생; 공연에서 클로즈업 보컬 사용에 이상적 

우수한 품질의 내부 완충 마운팅으로 핸들링 노이즈 감소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명확한 보컬 재생을 위한 희토류 자석 

MagnaLock ™ 온 / 오프 스위치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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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031 & PR031QTR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핸드 마이크

PR07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핀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어쿠스틱 기타

주파수 응답 : 60-13,000Hz

주파수 응답 : 100-14,000Hz

클로즈업 보컬 퍼포먼스 마이크는 명료도, 투명한 음질 및 잡음 억제에 대한 

가격/성능 표준을 설정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고출력 및 명확한 보컬 재생을 위한 희토류 자석 

우수한 "팝"보호를 위한 2 단계 볼 타입 헤드 케이스 

MagnaLock ™ 온 / 오프 스위치 덕분에 조용한 온 / 오프 작동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소형 콘덴서 마이크는 보컬 및 어쿠스틱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클립식으로 사용할 경우 자연스럽고 명확한 보컬 재생 기능 포함 

악기 어댑터가 포함 된 어쿠스틱 기타 픽업에서 탁월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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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icrophones

1970 년대 중반 이래로 Audio-Technica는 뮤지션 연주를 위한 최고의 악기 

용 마이크를 제작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듀얼 엘리먼트 (콘덴서 및 다이나

믹) 디자인의 혁신적인 AE2500 카디오이드 킥 드럼 마이크부터 많은 마운트 

및 극한 SPL 용량을 갖춘 재 설계된 ATM350a 마이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설계된 내구성이 강한 마이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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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icrophones | Artist Elite™

PE2500
듀얼 카디오이드 악기용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킥 드럼,베이스 및 기타 캐비닛

주파수 응답 : 20-17,000Hz

혁신적인 이중 요소 설계는 획기적인 변환기 달성을 나타냅니다. 

두 개의 요소 (콘덴서 및 다이나믹)는 단일 하우징으로 묶여 있습니다. 

다이나믹 요소는 비터의 공격적인 공격을 제공하는 반면 콘덴서는 셸의 둥근 음조를 

캡처합니다. 

요소는 완벽한 위상 관계에 배치됩니다. 두 개의 별도 마이크를 사용하면 실제로 

달성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도로에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견고한 디자인 

80Hz HPF 스위치 및 콘덴서 소자의 10dB 패드 일체형.

ㆍ
ㆍ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Condenser Element

Dynamic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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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5100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PE3000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오버 헤드, 어쿠스틱 기타, 합창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톰, 기타 캐비닛, 호른

주파수 응답 : 20-20,000Hz

주파수 응답 : 100-14,000Hz

대형 다이어프램 캡슐은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을 전달합니다.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은 이전에는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로는 달성 할 수 없었던 

혁신적인 배치 옵션을 허용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도로에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견고한 디자인 

충격 보호, 안전한 장착 및 쉬운 위치 결정을 위한 절연 클램프 포함 

일체형 80Hz HPF 스위치 및 10dB 패드.

높은 SPL 어플리케이션에서 탁월합니다. 

대형 다이어프램 캡슐은 헤드 케이스의 개방 구조와 결합하여 매우 정확하고 개방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테이퍼 형 그릴을 사용한 로우 프로파일 측면 어드레스 설계로 인해 음원에 대한 

요소의 최적 배치가 가능합니다.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도로에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견고한 디자인 

일체형 80Hz HPF 스위치 및 10dB 패드.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cardioid

Artist Elite™ | Instrument Microph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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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icrophones | Artist Elite™

AE23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악기용 마이크로폰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탐, 기타 , 호른

주파수 응답 : 60-20,000Hz

높은 SPL 어플리케이션에서 우수합니다. 

고주파 및 과도 응답을 향상시키는 독점적 인 더블 돔 다이어프램 구조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방향성을 유지합니다. 

최소 축외 착색 (주파수 응답이 0 °, 90 ° 및 180 °에서 거의 동일)은 다중 마이크 

설정에서 위상 응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환 가능한 저역 통과 필터는 악기의 전반적인 음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서 가혹한 고주파 히스 음을 제거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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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450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어쿠스틱 기타, 하이햇, 오버 헤드

주파수 응답 : 40-20,000Hz

유일한 사이드 주소 스틱 디자인으로 장애물을 최소화하면서 배치 옵션을 

극대화합니다.  

오버 헤드, 타악기, 어쿠스틱 기타, 현악기 및 기타 어쿠스틱 악기의 타협없는 음질 

일체형 80Hz HPF 스위치 및 10dB 패드 

전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내구성 있는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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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오랜 기간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금속 디자인 및 시공.

ㆍ

ㆍ
ㆍ
ㆍ
ㆍ

ㆍ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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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650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악기용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스네어, 기타 캐비닛, 보컬

주파수 응답 : 60-20,000Hz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전문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내구성 있는 성능 

특수 이중벽 플로팅 구조로 취급 소음을 줄이고 마이크에서 마이크까지 일관된 성능을 

보장합니다. 

향상된 출력 및 과도 응답을 위한 희토류 자석 

다단식 플랫 그릴 디자인은 음원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도금 된 XLRM 유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ㆍ

ㆍ
ㆍ

ㆍ
ㆍ
ㆍ

hyper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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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350PL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 

(마그네틱 피아노 장착 시스템 포함) (Long)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피아노

주파수 응답 : 40-20,000Hz는 ATM350a 마이크, AT8543 파워 모듈, AT8491P 자기 

피아노 마운트, AT8490L 9 "구즈넥, AT8468 바이올린 마운트 (후크 앤 루프 패스너), 

보호용 휴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이 시스템의 독자적인 마그네틱 마운트는 피아노의 주철 프레임 또는 기타 금속 부품에 

부착되므로 원하는 위치에 마이크를 쉽게 배치 할 수 있습니다.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 

여부에 상관없이 마운트는 배치 된 위치를 유지하지만 쉽게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ATM350a 시스템의 마운트와 마찬가지로 피아노 마운트에는 9 "구즈넥을 장착 소

켓에 잠그기 위한 나사가 있으며 베이스에는 펠트가 붙어있어 장비 손상을 방지합니다.

cardioid



2220



23

Artist Series | Instrument Microphones

ATM350UL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범용 클립 장착 시스템 (Long)

ATM350U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범용 클립 장착 시스템 포함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금관악기, 색소폰 및 기타 악기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금관악기, 색소폰 및 기타 악기

주파수 응답 : 40-20,000Hz는 ATM350a 마이크, AT8543 파워 모듈, AT8491U 범용 

클립 온 마운트, AT8490L 9 "구즈넥, AT8468 바이올린 마운트 (후크 앤 루프 패스너), 

보호용 휴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주파수 응답 : 40-20,000Hz는 ATM350a 마이크, AT8543 전원 모듈, AT8491U 범용 

클립 온 마운트, AT8490 5 "구즈넥, AT8468 바이올린 마운트 (후크 앤 루프 패스너), 

보호용 휴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긴 범용 마운팅 시스템에는 짧은 버전과 동일한 조절 식 클립 온 마운트가 포함되어 있지

만 9 인치 구즈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악기의 벨에서 멀리 떨어뜨리려 하는 

음악가 또는 튜바와 같은 큰 벨소리 악기 연주자에게 적합합니다.

5 인치 구즈넥 및 범용 클립 마운트를 갖춘 ATM350U는 황동 및 색소폰 플레이어에 이

상적이지만 거의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있는 다기능 제품입니다. 마운트에는 견고하고 

고무로 조여지는 잠금 나사가 있어 악기 또는 다른 표면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소켓 나

사는 구즈넥을 마운트에 고정 시키므로 마이크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배치하고 자유

롭게 움직일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여 마이크가 어느 정도 움직여도 마이크가 제 위치

에 유지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cardioid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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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Series | Instrument Microphones

ATM350D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드럼 마운팅 시스템 포함)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스네어, 톰

주파수 응답 : 40-20,000Hz는 ATM350a 마이크로폰, AT8543 파워 모듈, AT8491D 

드럼 마운트, AT8490 5 "Gooseneck, AT8468 바이올린 마운트 (후크 앤 루프 패스

너), 보호용 휴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드럼 마운팅 시스템은 강력한 드럼 연주를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프링 장착 마운

트는 (장력 조정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장력로드에 클램핑하고 마이크에 우수한 내 충

격성을 제공합니다. 5 인치 구즈넥의 견고 함은 마이크가 설정 한 위치에 머 무르도록 보

장하며 연주 강도에 관계없이 튀지 않을 것입니다.

cardi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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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Series | Instrument Microphones

ATM350W
카디오이드 콘덴서 악기용 마이크로폰 

목관 악기 부착 시스템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클라리넷, 플루트

주파수 응답 : 40-20,000Hz는 ATM350a 마이크로폰, AT8543 전원 모듈, AT8491W 

목관 악기 마운트, AT8490 5 인치 Gooseneck, AT8468 바이올린 마운트 (후크 앤 루

프 파스너), 보호용 휴대 케이스를 포함합니다.

목관 악기 마운트의 조절 식 훅 앤 루프 스트랩을 사용하여 악기의 벨 바로 위에 쉽게 부

착 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베이스의 특수 설계된 접촉점은 장비의 공명 감쇠를 최소화하

고 스트랩의 고무 패드 (마운트 반대편)는 확실한 고정을 보장합니다. 튼튼한 5 인치 구

즈넥은 원하는대로 벨의 마이크 근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cardioid

AT8490
Gooseneck

AT8490L
Gooseneck (long)

AT8491D
Drum Mount

AT8491P
Magnetic Piano Mount

AT8491U
Universal Clip-on Mount

AT8491W
Woodwind Mount

UniMount™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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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250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악기용 마이크

ATM250DE
듀얼 악기용 마이크로폰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킥 드럼,베이스 , voiceovers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킥 드럼,베이스, voiceovers 

주파수 응답 : 40-15,000Hz

주파수 응답 : 40-20,000Hz (콘덴서) 

                     40-15,000Hz (다이나믹) 

근거리에서 매우 높은 SPL을 처리합니다. 

존재감이 있는 크고 따뜻한 저주파수 응답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전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내구성이 입증 된 성능 향상된 출력 및 과도 응답을 위한 

희토류 자석 

피드백 전에 최대 게인을 위한 탁월한 오프 - 액시스 제거 

금도금 된 XLRM 유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입증 된 이중 요소 설계는 두 요소를 특징으로 합니다. 

희토류 자석을 이용한 동적 요소는 펀치 및 어택을 제공합니다. 

Condenser 요소는 전체 오디오 스펙트럼을 캡처합니다. 

킥 드럼, 기타 앰프 및 악기 사용에 이상적입니다. 

일체형 80Hz HPF 스위치 및 10dB 패드 

견고한 금속 디자인 및 시공.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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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탐, 스네어 드럼, 타악기

주파수 응답 : 30-12,000Hz

하이퍼 카디오이드 극성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근거리에서 매우 높은 SPL을 처리합니다. 

우수한 어택감과 크고 따뜻한 저주파수 응답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드럼 키트 주변에 다양한 배치 가능 

오랜 기간의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 금속 디자인 및 시공.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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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230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악기용 마이크

ATM230PK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악기용 마이크로폰 (3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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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37
스몰 다이어프램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PRO70
카디오이드 콘덴서 핀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금관악기, 색소폰 및 기타 악기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어쿠스틱 기타

주파수 응답 : 30-15,000Hz

주파수 응답 : 100-14,000Hz

cardioidcardioid

소형 콘덴서 마이크는 보컬 및 어쿠스틱 기타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입니다. 

의류 클립으로 사용할 경우 자연스럽고 명확한 보컬 재생 기능 포함 

악기 어댑터가 포함 된 어쿠스틱 기타 픽업에서 탁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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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전환 가능한 저주파 롤오프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배터리 또는 팬텀 전원으로 작동합니다. 

스튜디오 녹음 및 라이브 사운드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성능 

탁월한 과도 응답을 위한 저 질량 부품 • 높은 SPL 어플리케이션에서 탁월합니다. 

최적의 마이크 배치를 위한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 

금도금 된 XLRM 형 커넥터의 부식 방지 접점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및 후면에서 사운드 픽업을 줄여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격리를 개선합니다.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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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35
악기용 클립 고정형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PRO25ax
하이퍼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악기용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색소폰, 탐, 금관악기, 타악기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킥 드럼, 타악기, 금관악기

주파수 응답 : 50-15,000Hz주파수 응답 : 30-12,000Hz

cardioid

우수한 존재감으로 따뜻한 저주파 응답을 제공합니다. 

하이퍼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원하는 사운드 소스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피드백 전에 최대 게인을 위한 우수한 오프 - 액시스 제거 

다양한 장착 옵션과 AT8471 절연 클램프 덕분에 기계 소음의 효과적인 완화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견고한 설계 및 구성.

UniMount ™ 클립으로 정확한 위치 결정이 가능하며 내 충격성을 제공하며 요소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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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를 향상시킵니다. 

마이크에 영구적으로 연결된 1.8m 케이블.

ㆍ
ㆍ
ㆍ
ㆍ
ㆍ

ㆍ

ㆍ

ㆍ

hypercardioid



Wireless
Systems

오디오 테크니카 (Audio-Technica)는 1989 년 최초의 무선 마이크 시스템

을 선보였으며 이후의 시스템은 업계의 리더로 급부상하여 모든 규모의 소형 

회의실과 스테이지 및 공간에 전 세계 주요 투어링 작품을 제공했습니다. 혁신

적인 2.4GHz System 10 제품군의 다양한 모델, 진정한 다양성을 자랑하는 

Artist Elite Wireless 및 기타 UHF 시스템을 통해 Audio-Technica는 무선 

혁신 업체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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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Series
True Diversity UHF 무선 시스템

fornt

전문 투어, 경기장, 콘서트 홀, 예배당 및 기타 까다로운 오디오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설

계된 Audio-Technica 5000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예술가, 방송인 및 발표자에게 놀

라운 음질과 입증 된 비평가 성능을 제공합니다.

3 세대 듀얼 리시버 5000 시리즈는 고주파수 및 저주파수를 별도로 처리하는 듀얼 컴 

팬더 회로와 트루 다이버 시티 (True Diversity) 동작을 통해 최고 품질의 무선 라이

브 사운드를 계속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수신기는 230MHz의 튜닝 대역폭 (470-

700MHz)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2 개의 밸런스드 XLR 출력 또는 수신기 (ATW-

R5220DAN)가 포함 된 표준 수신기 (ATW-R5220)를 선택하여 Dante 출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안테나 캐스케이드 출력은 최대 8 개의 수신기를 연결하여 한 쌍

의 안테나로 최대 16 개의 무선 채널을 공급할 수 있으며, 잠재적 인 간섭을 최소화하면

서 작동 범위를 최대화하기 위해 스퀠치 설정을 조정하는 자동 스퀠치 기능과 백업 주파

수 송신기의 다기능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액세스 할 수 있는 기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무선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 할 수 있습니다. 

5000 시리즈에는 ATW-T5201 바디 팩 트랜스미터와 ATW-T5202 핸드 헬드 트랜

스미터의 두 가지 송신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송신기는 견고하고 인체 공학

적 인 금속 바디, 높은 가시 OLED 스크린, 프로그래밍 가능한 기능, 소프트 터치 컨트롤 

및 전환 가능한 RF 전력 (2mW / 10mW / 50mW)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들은 수신기 

대역폭의 완전한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DE1 (470-590MHz)과 EG1 (580-700MHz)

의 두 가지 주파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한 ATW-T5201에는 Audio 

Technica의 cH 스타일의 나사 고정식 4 핀 커넥터가 장착되어있어 A-T의 cH 스타일의 

소형 및 헤드 마이크 마이크 및 케이블에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ATW-T5202에

는 하이 패스 필터와 교환 가능한 마이크로폰 캡슐 장착을 위한 업계 표준 스레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Wireless Systems | 5000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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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5000 시리즈 구성 요소 및 호환 가능한 액세서리는 사전 구성된 시스템 대신 개개의 일

품 제품으로 제공되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시스템을 구성 할 때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 듀얼 채널 수신기는 끊임없이 혼잡 한 RF 환경에서 최대한의 다목적 성을 제공하기 

  위해 230MHz UHF 튜닝 대역폭 (470-700MHz)을 제공합니다. 

● 안테나 캐스케이드 (cascade) 출력은 8 개의 수신기를 연결하여 한 쌍의 안테나가 

  최대 16 개의 무선 채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커넥터는 간단한 RF 케이블 

  체크 기능을 제공하여 RF 문제 해결에 도움을줍니다. 

● 자동 스켈치 기능은 가능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범위를 최대화하도록 스퀠치 

  설정을 조정합니다. 

● 핸드 헬드 및 바디 팩 송신기의 고유 한 다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간섭이 발생할 경우 

  송신기 및 수신기 모두에서 백업 주파수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듀얼 컴 팬더 회로는 고주파수와 저주파수를 별도로 처리하여 탁월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 풀 랙 수신기 섀시에는 두 개의 독립적 인 수신기가 있으며 안테나 전원, 주파수 

  스캔 및 IR 동기화 기능, 접지 리프트 스위치 및 전면 패널 헤드폰 잭을 제공합니다. 

● 듀얼 모드, 가시성이 높은 OLED 수신기 디스플레이는 표준보기 또는 키 측정을 

  강조하는 성능보기간에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리시버는 2 개의 밸런스 XLR 출력 (ATW-R5220) 또는 2 개의 밸런스 XLR 출력과 

  단테 출력 (ATW-R5220DAN)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두 개의 송신기는 DE1 (470-590MHz)과 EG1 (580-700MHz)의 두 가지 밴드로 

  제공되며 견고하고 인체 공학적 인 금속 몸체, 높은 가시성의 OLED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가능한 기능, 소프트 터치 컨트롤 및 전환 가능한 2/10 / 50mW RF 전력 

● 핸드 헬드 송신기는 하이 패스 필터를 갖추고 있으며 업계 표준 스레드 마운트를 

  사용하고 낮은 핸들링 노이즈를 제공하는 상호 교환 가능한 6 개의 마이크 캡슐 

  (베스트 셀러 Audio-Technica 모델 기반)을 수용합니다.

5000 Series | Wireless Systems

ATW-R5220DAN
Receiver

ATW-R5220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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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s | 5000 Series

ATW-C540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T5202
핸드 헬드 송신기 본체 NEW

c-H 스타일의 나사 

고정식 4 핀 커넥터로 

A-T의 cH 스타일의 

소형 및 헤드 마이크 

또는 케이블에

안전하게 연결합니다.

ATW-T5201
바디팩 송신기

호환 가능한

마이크 캡슐 (IMC)

ATW-C33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6100
하이퍼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41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71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C51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39

5000 Series | Wireless Systems



40

3000 Series
True Diversity UHF 무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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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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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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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ATW-R3210
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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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s | 3000 Series

ATW-C71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T3202
핸드 헬드 송신기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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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환 가능한

마이크 캡슐 (IMC)

ATW-C51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ATW-C540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C3300
카디오이드 콘덴서

ATW-C6100
하이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다이내믹

ATW-C4100
카디오이드 다이내믹

optional

ATW-CHG3
Two-Bay

Recharging Station

TBD

ATW-CHG3N
Two-Bay Networked

Charging Station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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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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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s | System 10 PRO

System10 PRO
Digital Wireless Systems

Audio-Technica의 System 10 Pro 랙 장착형 디지털 무선 시스템은 2.4GHz 범위에

서 원래 System 10과 동일한 간섭없는 작동을 제공하지만 확장 된 기능과 다양성을 제

공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랙 장착 섀시에는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 로컬로 작동하거나 

섀시에서 분리되어 원격으로 장착 할 수 있는 두 개의 수신기 장치가 있습니다 (별도의 

공간에서도 가능). 각 시스템에 포함 된 RJ12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5 개의 섀시 (10 

개의 수신기)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최대 10 개의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

신기 섀시와 송신기는 읽기 쉬운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합니다. 

System 10 무선 제품군의 모든 제품과 마찬가지로 Pro Rack-Mount는 24 비트 작동, 

간편한 설정,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음질 및 주파수, 시간 및 공간의 3 가지 수준의 다양

성 보증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파수 다이버 시티는 두 개의 동적 할당 주파수에서 

신호를 전송합니다. 간섭없는 통신. 시간 다이버 시티는 다중 경로 간섭에 대한 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시간 슬롯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Space Diversity는 신호 무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 송신기와 수신기에서 2 개의 안

테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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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간섭이 전혀없는 2.4GHz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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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장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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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섀시의 LCD 시스템 디스플레이는 RF 신호 레벨, 시스템 ID, 송신기 배터리 레벨 

   및 시스템 링크 상태를 표시합니다.

ATW-RC13
Receiver Chassis

ATW-T1001
UniPak™ Transmitter ATW-T1002

Unidirectional Dynamic
Transmitter

ATW-RU13
Receiv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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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R1310
includes:
ATW-RC13, ATW-RU13

system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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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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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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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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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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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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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stem 10 PRO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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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less Systems | System 10

System10 Stack-Mount
Digital Wireless Systems

Audio-Technica의 System 10은 연주자와 발표자에게 24 비트 고급 작동, 손쉬운 설

정 및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음질을 제공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고 충실도 무선 시

스템입니다. TV 및 DTV 간섭과는 거리가 먼 2.4GHz 범위에서 작동하는 System 10은 

매우 쉬운 작동과 즉각적인 채널 선택을 제공합니다. 주파수 조정 문제 또는 그룹 선택 

문제없이 최대 8 개의 채널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ystem 10 무선은 주파수, 시간 및 공간이라는 3 가지 수준의 다이버 시티 보장을 제

공함으로써 명확한 통신을 보장합니다. 주파수 다이버 시티는 간섭없는 통신을 위해 두 

개의 동적으로 할당 된 주파수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시간 다이버 시티는 다중 경로 간

섭에 대한 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여러 시간 슬롯으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Space Diversity는 신호 무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송신기 및 수신기에 두 개의 안테

나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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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GHz 범위 - TV 간섭이 전혀 없습니다. 

●  다양성 보증의 세 가지 수준 : 빈도, 시간 및 공간 

●  매끄럽고 간섭이 없는 작동을 위한 자동 주파수 선택 

●  즉각적인 채널 선택, 동기화 및 셋업으로 매우 쉬운 작동 

●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수신기 

●  밸런스드 XLR 및 언밸런스드 ¼ "출력 잭 (레벨 조절 가능).

ATW-T1002
Unidirectional Dynamic

Transmitter

ATW-R1100
Stack-mount Receiver ATW-T1001

UniPak™ Transmitter

ATW-R1101
includes:
ATW-R1100, ATW-T1001

ATW-1102
includes:
ATW-R1100, ATW-T1002

system configu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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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Wireless In-Ear Monitor System

Audio-Technica의 고급 M3 IEM 시스템은 1,321 개의 UHF 채널을 선택할 수 있고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모두에서 선호도를 설정하기 위해 easyto-read LCD 정보 디스

플레이를 갖춘 전문적인 인 - 이어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테레오 모니터 시스

템에는 개인 믹스 컨트롤이 장착되어있어 M3R 스테레오 보디 팩 수신기의 컨트롤을 통

해 스테이지에서 두 개의 독립적 인 신호를 볼륨 및 믹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M3T 

스테레오 송신기에는 사용자가 라인 레벨 입력 (예 : 믹싱 콘솔)을 연결할 수 있는 2 개의 

XLR / ¼ "콤보 입력 커넥터가 있습니다.  

● 청결하고 명확한 믹싱으로 고 충실도 사운드는 연주자가 더 낮은 볼륨으로 

  자신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자동 주파수 스캐닝 기능을 갖춘 1,321 개의 선택 가능한 UHF 채널 

● 주파수 대역 당 최대 16 개의 동시 시스템 

● 3 가지 수신 모드 : 개인 믹스, 스테레오 및 모노 

● 개인 믹스 컨트롤은 리시버에서 두 개의 독립적 인 신호를 볼륨 / 

  믹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LCD 정보 디스플레이는 환경 설정을 위한 단계별 메뉴를 제공합니다. 

● XLR 루프 출력 

● 조정 가능한 스퀠치는 성가신 정적을 제거합니다. 

● 파일럿 톤은 송신기가 꺼져있을 때 RF 간섭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다중 레벨 리미터 (defeatable)는 갑작스런 피크로부터 청력을 보호합니다. 

● 독점적인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내장 된 이어폰 형 헤드폰 

● 3 가지 크기의 고무 이어팁 플러스 귀에 맞는 거품 팁으로 개인 맞춤 

● 두 가지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 :  Band L : 575.000-608.000MHz 

                                                          Band M : 614.000-647.000MHz. 

M3R
Receiver

M3T
Transmitter

EP3
In-Ear Dynamic Headphones

M3
includes:
M3R, M3T, EP3

system configurations

 In-Ear Monitor System | Wireless Systems



48

Wireless Systems | 2000 Series

2000 Series
True Diversity UHF 무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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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를 포함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10 채널 주파수 민첩성 UHF 

무선 시스템입니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전문적인 무선 시스템의 모든 이점

을 제공합니다.  

5 가지 주파수 대역 (656-678, 487-506, 606-614, 614-630, 840-865MHz)과 10 

가지 선택 가능한 주파수 및 True Diversity UHF 무선 기술로 제공되는 2000 시리즈는 

자동 주파수 스캐닝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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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끗한 음질과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능 

●  자동 주파수 스캐닝 

●  사용자가 전환 할 수 있는 10 개의 채널 모두가 호환됩니다. 

●  True Diversity 동작은 두 수신기 섹션에서 더 나은 신호를 선택하여 드롭 

    아웃을 줄입니다. 

●  Tone Lock ™ 톤 스 퀠치 시스템이 간섭을 차단합니다. 

●  부드러운 터치 컨트롤과 LCD 디스플레이가있는 견고한 금속 하프 랙 수신기 

●  균형 잡힌 XLR 및 언밸런스 1/4 "출력 잭으로 다양한 오디오 장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랙 장착 키트 및 탈착식 UHF 안테나 포함 

●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는 사운드 시스템과 리시버 사이의 접지 루프로 인한 

   가청 잡음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5 개의 주파수 대역에서 사용 가능 : 

    D 대역 : 656.125-678.500MHz 

    I 대역 : 487.125-506.500MHz 

    UA 대역 : 606.000-614.000MHz 

    UB 대역 : 614.000-630.000MHz 

    F 대역 : 840.125-865.000MHz. 

ATW-R2100b
Receiver

ATW-T201a
UniPak™ Transmitter

ATW-T220a
Unidirectional Dynamic Transmitter

optional

ATW-CHG2
Two-Bay Rechargi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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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W-2110b/P2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831cW

ATW-2110b/P3
includes:
ATW-R2100b, ATW-T210a, MT838cW

ATW-2110b/H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M73cW

ATW-2110b/HC1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M75cW

ATW-2110b/HC2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M73cW

ATW-2110b/HC3
includes:
ATW-R2100b, ATW-T210a, BP892cW-TH

system configurations
 2000 Series | Wireless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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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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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W-2110b/G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GcW instrument cable

ATW-2110b/P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829cW

ATW-2110 b/P1
includes:
ATW-R2100b, ATW-T210a, AT899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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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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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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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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One | Wireless Systems

ㆍ
ㆍ
ㆍ
ㆍ
ㆍ
ㆍ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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