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io
Product

Studio
Product
Studio Microphones

4

50 Series
40 Series
20 Series
USB Microphones

26

3

Studio
Microphones
혁신적인 가격대를 갖춘 1991년 AT4033 콘덴서가 출시되어 스튜디오 레코
딩 마이크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후 Audio-Technica는 50 시리
즈, 40 시리즈 및 20 시리즈에서 많은 전문 스튜디오 마이크를 계속 제작 및
보완하여 모든 애플리케이션 및 예산에 신뢰할 수 있는 고성능 마이크를 제공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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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Series | Studio Microphones

Bottom of Microphone

AT5047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디테일한 드럼 브러시 사운드 에서부터 파워풀한 보컬 퍼포먼스에 이르기까지
악기와 목소리의 풍부한 표현력을 제공하는 폭 넓은 우수한 다이내믹 레인지 (142dB)

ㆍ표준의 두 배가되는 표면적을 제공하기 위해 4 개의 사각형 다이어프램
(2 마이크론) 1 인치 원형 다이어프램

앰프 및 콘솔 입력과의 호환성을 위해 신중하게
ㆍ최대 성능 및 독립형 마이크 프리
선택되고 최적화 된 개별 부품

ㆍ변압기 결합 출력은 부드러운 음질을 제공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용 보호대, AT8480 충격 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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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of Microphone

AT5040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최첨단 엔지니어링 및 견고한 구조
ㆍAudio-Technica의 최고의 스튜디오 콘덴서 보컬 마이크
ㆍ심오한 리얼리즘과 깊이, 존재감 및 순도의 사운드를 제공하는 극도로 음악적인
고음질 성능

ㆍ4 개의 직사각형 진동판 (2 마이크론)은 Audio-Technica 스튜디오형 보컬에
이상적인 저소음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ㆍ최적의 캡슐 성능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는 개별 부품.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용 AT8480 충격 마운트;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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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d AT8481 Isolation Clamp

Optional AT8482 Shock Mount

AT5045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AT5045P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한 쌍의 AT5045 마이크)

cardioid

ㆍAudio-Technica의 최고의 스튜디오 콘덴서 악기 마이크
ㆍ오버 헤드, 타악기, 어쿠스틱 기타, 현악기 및 기타 어쿠스틱 악기를 위한 순수하고
사실적인 음질

ㆍ기존의 라지 다이어프램 보다 더 많은 다이어프램 표면적을 가진 사이드 어드레스,
스틱형 디자인 마이크로폰 마이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용 AT8481 클램프; AT8165 ; 보호 휴대용 케이
스 (AT5045P에는 2개의 마이크, 2개의 클램프 및 2개의 윈드 스크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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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080
팬텀 전원 방식의 양방향 리본 마이크로폰

ﬁgure-of-eight

ㆍ전문적인 녹음, 방송 및 사운드 강화를 위한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고음질 사운드

ㆍ우수한 내구성을 위한 독점 MicroLinear ™ 리본 각인
ㆍ향상된 감도를 위한 혁신적인 듀얼 리본 구조
ㆍ고출력을 위한 매우 강력한 N50 희토류 자석
ㆍ클래식 양방향 8 개의 극 좌표형) 극성 패턴은 요소의 앞면과 뒷면에서 동등하게
사운드를 집음합니다.

ㆍ높은 SPL 기능 및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자연스러운 오디오 재생을 위한 확장 된 주파수 응답.
주파수 응답 : 2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 SV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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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081
팬텀 전원 방식의 양방향 리본 마이크로폰

ﬁgure-of-eight

ㆍ낮은 프로 파일 스틱형 디자인으로 배치 옵션을 극대화합니다.
ㆍ악기 재생을 위해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ㆍ독창적인 MicroLinear ™ 리본 각인으로 뛰어난 내구성 제공
ㆍ혁신적인 듀얼 리본 구조로 향상된 감도 제공
ㆍ매우 강력한 N50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여 높은 출력 레벨
ㆍ높은 -SPL 기능 및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리본 주름, 임프린트 및 어셈블리를 포함한 수제 제작
ㆍ클래식 양방향 (8 개) 폴라 패턴은 요소의 앞면과 뒷면에서 동일하게 사운드를
픽업합니다.
주파수 응답 : 3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71 절연 마운트, 스레드 어댑터, 윈드 스크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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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060a
카디오이드 콘덴서 튜브 마이크

cardioid

ㆍ가장 까다로운 스튜디오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다양한 성능을 갖춘
빈티지 튜브 사운드

ㆍ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낮은 자체 노이즈 및 높은 최대 SPL 성능
ㆍ2 마이크론 두께의 증착된 금 다이어프램은 5 단계의 에이징 공정을 거치므로 달성된
최적의 특성은 오랜 사용 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ㆍ듀얼 다이어프램 캡슐 디자인은 마이크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성 패턴
ㆍ정의를 유지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560a 전원 공급 장치, 랙 마운트 어댑터, AT8447 충격 마운트, 6
핀 XLR 유형 커넥터가 있는 25 '케이블, AC 전원 케이블,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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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050ST
스테레오 콘덴서 마이크로폰

stereo

ㆍ전문적인 레코딩, 방송 및 사운드 강화를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사이드 어드레스
미드 사이드 스테레오 마이크

ㆍ독립 카디오이드 및 8 개의 콘덴서 소자
ㆍ미드 사이드 모드 및 2 개의 내부 매트릭스 스테레오 모드의 스위치 선택
ㆍ듀얼 다이어프램 캡슐 유지 마이크로폰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성 패턴 정의

ㆍ트랜스포머가 없는 회로는 사실상 저주파 왜곡을 제거하고 과도 현상의 우수한
상관 관계를 제공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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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ﬁgure-of-eight

AT4050
다중 패턴 콘덴서 마이크로폰

cardioid

ㆍ풍부한 저음질의 균형 잡힌 투명한 윗 / 중음과 광범위한 성능과 최고의 품질을 위한
고급 음향 공학이 결합되었습니다.

ㆍ듀얼 다이어프램 캡슐 디자인은 마이크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성 패턴 정의를 유지합니다.

ㆍ2 마이크론 두께의 증착된 금형 다이어프램은 5 단계의 부식 방지 공정을 거치므로
최적의 특성으로 수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ㆍ3 개의 전환 가능한 극 패턴 : 전 방향성, 카디오이드,

양방향성.

주파수 응답 : 2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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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ﬁgure-of-eight

AT 4047MP
다중 패턴 콘덴서 마이크로폰

cardioid

ㆍ3 가지 전환 가능한 극 패턴 : 카디오이드, 무지 향성, 양방향성
ㆍ프로 녹음, 방송 및 사운드 강화의 중요한 음향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
ㆍ트랜스포머 결합 출력 및 특수 튜닝 된 엘리먼트는 초기 F.E.T를 연상시키는
음향 특성을 제공합니다.

ㆍ스튜디오 마이크 설계
ㆍ우수한 자체 잡음 제거, 넓은 동적 범위 및 높은 SPL 성능
ㆍ이중 다이어프램 캡슐 디자인은 마이크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성 패턴 정의를 유지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 SV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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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047/SV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중요한 스튜디오, 라이브 사운드 및 방송 응용 프로그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ㆍ변압기 결합 출력 및 특수 튜닝 된 요소는 초기 F.E.T를 연상시키는 음향 특성을 제공
합니다. 스튜디오 마이크 설계

ㆍ우수한 자체 잡음 , 넓은 동적 범위 및 높은 SPL 성능
ㆍ듀얼 다이어프램 캡슐 설계로 마이크의 전체 주파수 범위에서 정밀한 극성 패턴
정의 유지

ㆍ정밀 가공 된 니켈 도금 황동, 음향 요소 배플 제공 향상된 엘리먼트 안정성 및
최적의 감도

ㆍ마이크로폰과 쇼크 마운트에 빈티지 실버 마감처리
주파수 응답 : 20-18,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 SV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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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033a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트랜스포머가 없는 회로가 사실상 저주파 왜곡을 제거하고 과도 특성의 우수성을
제공합니다

ㆍ정밀 가공된 니켈 도금 황동, 음향 소자 배플은 향상된 소자 안정성과 최적의 감도를
제공합니다.

ㆍ2 마이크론 두께의 증착된 금형 다이어프램은 부식 방지 공정을 거치므로 최적의
특성으로 수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ㆍ플로팅 - 건설 캡슐 어셈블리는 소음 및 진동으로부터 격리를 제공합니다.
주파수 응답 : 3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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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040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향 특성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긴장된 기술적으로 진보된 대형
다이어프램

ㆍ외부 극성 (DC 바이어스) 진정한 콘덴서 디자인
ㆍ우수한 저잡음,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및 최고의 SPL 기능으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ㆍ트랜스포머가 없는 회로로 인해 사실상 저주파 왜곡이 제거됩니다 고속 과도 특성의
우수한 상관 관계 제공

ㆍ정밀 가공 된 니켈 도금 황동, 음향 소자 배플은 안정성과 최적의 감도를 제공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49a / SV 쇼크 마운트, 더스트 커버,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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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900b-48

AT4049b-EL
AT4051b-EL
AT4053b-EL

AT 4053b
하이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로폰

hypercardioid

AT 4051b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전문 레코딩 및 중요한 방송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인 이 콘덴서 마이크는 AT4053b-

cardioid

EL 하이퍼 카디오이드 엘리먼트, AT4051b-EL 카디오이드 엘리먼트 또는 AT4049bEL 무 지향성 엘리먼트를 갖춘 AT4900b-48 바디로 구성됩니다. 각 마이크는 전환 가
능한 80Hz 하이 패스 필터를 특징으로 합니다.

AT 4049b
무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로폰

주파수 응답 : 20-20,000Hz

omni

포함 액세서리 : AT8405 스탠드 클램프, AT8159 프런트, 휴대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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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4041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고주파수 영역에서 약간의 상승이 있는 부드럽고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드럼 오버 헤드,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혼 및 스네어에 이상적입니다.
ㆍ낮은 질량의 다이어프램은 과도 응답을 향상시키고 응답 대역폭을 높이며 취급 및
기계 소음 전송을 줄입니다.

ㆍ트랜스포머가 없는 회로는 사실상 저주파 왜곡을 제거하고 과도 특성의 우수함을
제공합니다.

ㆍ최첨단 설계 및 제조 기술로 Audio-Technica의 엄격한 일관성 및 신뢰성 표준을
준수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AT8159 윈드스크
린;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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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4022
무 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로폰

AT4021
omni

ㆍ우수한 성능과 견고한 구조로 중요한 스튜디오 및 라이브 어플리케이션에 이상적
ㆍ높은 SPL 처리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ㆍ평탄하고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80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dB 패드 전환 가능
ㆍ무 지향성 극 패턴으로 최대 주변 픽업 제공
ㆍ낮은 자기 소음 디지털 레코딩 장비에 완벽하게 적합
ㆍ저주파수 사운드의 탁월한 재현
ㆍ우수한 과도 응답을 위한 낮은 질량 부품.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ㆍ우수한 성능 및 견고한 구조
ㆍ높은 SPL 핸들링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ㆍ평탄하고 확장된 주파수 응답
ㆍ80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dB 패드 전환 가능
ㆍ높은 전후방 제거비 - 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으로 원하는 음원 격리 향상
ㆍ디지털 레코딩 장비에 완벽하게 적합한 낮은 자기 소음
ㆍ저주파수 사운드의 우수한 재현.
주파수 응답 : 20-20,000Hz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바람막이; 보호용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05a 스탠드 클램프; 바람막이; 보호용

휴대용 케이스.

휴대용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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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ni

ﬁgure-of-eight

AT2050
다중 패턴 콘덴서 마이크로폰

cardioid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그룹 보컬, 피아노

ㆍ3 개의 전환 가능한 극성 패턴 : 전 방향, 카디오이드, 양방향
ㆍ전환 가능한 80Hz 고역 통과 필터 및 10dB 패드
ㆍ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저소음을 위한 라지 다이어프램
ㆍ최첨단 표면 실장 전자 장치로 컴플라이언스 보장 Audio-Technica의 엄격한
일관성 및 안정성 표준이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58 쇼크 마운트;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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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35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오버 헤드, 기타 캐비닛, 팟 캐스팅

ㆍ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사운드와 저소음을 위한 대형 다이어프램
ㆍ높은 SPL 핸들링과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우수한 다용도 성을 제공합니다.
ㆍ커스텀 쇼크 마운트는 우수한 절연 기능을 제공합니다.
ㆍ80Hz 하이 패스 필터 및 10dB 패드 전환 가능
ㆍ카디오이드 폴라 패턴은 측면 후방으로 원하는 음원의 집음을 향상시킵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 용 AT8458 쇼크 마운트; ⅝ "-27 ~ 3/8"-16
나사 어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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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2020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AT2031
cardioid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컬, 오버 헤드, 어쿠스틱 악기, 팟 캐스팅

ㆍ사이드 어드레스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로폰 기술의 가격 / 성능 표준
ㆍ프로젝트 / 홈 스튜디오 애플리케이션에 이상적
ㆍ높은 SPL 처리 및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우수한 다 기능성을 제공합니다.
ㆍ주문 제작 된 저 질량 다이어프램은 확장 된 주파수 응답 및 우수한 과도 응답을 제공
합니다.
주파수 응답 : 20-20,000Hz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현악기

ㆍ우수한 성능 및 견고한 구조
ㆍ높은 SPL 처리 및 넓은 동적 범위
ㆍ부드럽고 확장 된 주파수 응답
ㆍ전환 가능한 150Hz 6dB / oct 하이 패스 필터
ㆍ디지털 레코딩 장비에 완벽하게 적합한 낮은 자체 노이즈
ㆍ현악기에 이상적

포함 액서서리 : ⅝ "-27 스레드 스탠드용 스탠드 마운트; ⅝ "-27 ~ 3/8"-16 나사 어

주파수 응답 : 20-20,000Hz

댑터;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포함 액세서리 : 스탠드 클램프; 바람막이;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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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2
X / Y 스테레오 마이크

stereo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일반적인 스테레오 녹음, 필드 사운드 캡처

ㆍ최고의 유연성을 위한 독특한 피봇팅 형 일렉트 렛 콘덴서 캡슐이 있는
X / Y 스테레오 마이크

ㆍ라이브 사운드 필드의 공간적인 영향 및 사실감 제공
ㆍ배터리 작동으로 대부분의 녹음 장치 사용 가능
ㆍ전환 가능한 저주파수 롤오프로 원하지 않는 저주파수 소음의 픽업 최소화
ㆍ좁고 넓은 픽업 패턴을 위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90 ° 또는 120 ° 스테레오 작동.
주파수 응답 : 20-20,000Hz
포함 액세서리 : AT8405a 스탠드 클램프 ⅝ ＂-27 나사 식 스탠드; 퍼지 프런트 ; 배터
리; 부드러운 보호 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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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20USBi
USB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AT2020USB+
cardioid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이스 오버, 팟 캐스팅, 홈 스튜디오 녹음

ㆍ편리한 고해상도 레코딩을 위한 디지털 출력의 콘덴서 마이크
ㆍ24 비트 / 96kHz 샘플링 속도의 고품질 A / D 컨버터로 뛰어난 고해상도 오디오 제공
ㆍWindows 7 이상, Mac OS 10.6 이상, iOS 7.02 이상 (Lightning 커넥터 필요).
주파수 응답 : 20-20,000Hz

USB 카디오이드 콘덴서 마이크

cardioid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 보이스 오버, 팟 캐스팅, 홈 스튜디오 녹음

ㆍ디지털 레코딩을 위한 USB 출력이 있는 콘덴서 마이크로폰
ㆍ우수한 오디오를 위한 16 비트, 44.1 / 48kHz 샘플링 속도의 고품질 A / D 컨버터
ㆍ볼륨 컨트롤이 있는 헤드폰 잭을 통해 지연없이 마이크 신호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ㆍ믹스 컨트롤을 사용하면 마이크 신호와 미리 녹음 된 오디오를 혼합 할 수 있습니다.

포함 악세서리 : 피벗 스탠드 마운트 ⅝ "-27 스레드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주파수 응답 : 20-20,0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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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 악세서리 : 피벗 스탠드 마운트 ⅝ "-27 스레드 스탠드; ⅝ "-27 ~ 3/8"-16 나사

트닝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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