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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rodemic.com/nt-usb

스튜디오 품질의 다목적 
USB 마이크

NT-USB



184 185특징

• Apple iPad®와 호환

• 카디오이드 지향 패턴

• 최신 표면 실장 기술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설계

• 2년간 완벽 보증 서비스* 

* 온라인 등록 필요

제품 구성

• NT-USB 마이크

• 삼각대 마운트(스탠드)

• 팝 필터

• USB 케이블(6m)

• 설명서

• 마이크 파우치

• 마이크 클립/마운트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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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 원리 압력 구배

액티브 전자 장치 양극성 출력 완충 기능을 가진 JFET 임피던스 변
환기, A/D converter: 16 bit, 48kHz, 헤드폰 
앰프

지향 패턴 카디오이드

주파수 대역 20Hz~20kHz

동적 범위 96dB

최대 음압 110dB SPL

전원 요구 사항 USB 5VDC

출력 연결 USB

순 무게 5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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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Response

지금 귀하의 NT-USB를 등록하시고 무
료 2 년 보증을 인증 받으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다음 주소를 
방문하세요. www.rodemic.com/warranty

보증

NT-USB의 보증 기간은 구입한 날짜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의 웹사이
트에서 제품을 온라인 등록하시면 보증 기간은 추가 비용 없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전원 요구 사항

NT-USB는 기기의 USB 포트로부터 전원 공급을 받으므로 기기에 마이크를 꽂는 즉시 
빠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USB 포트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전원을 공급받는 
USB 허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T-USB는 "플러그 앤 플레이" Windows기기로서 Windows, Mac 컴퓨터와 모두 
호환되며, Apple iPad에서도 USB 카메라 연결 키트(Apple에서 직접 공급)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NT-USB의 마이크 케이지 내부에는 마이크의 전원 상태를 나타내는 보라색 LED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컴퓨터 또는 사용하려는 기기에 꽂은 뒤에도 이 등이 켜지
지 않는다면 NT-USB에 충분한 전원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NT-USB를 전원 공급 USB에 연결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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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NT-USB 마이크를 함께 
제공된 삼각대 스탠드에 장착하기

NT-USB는 고품질의 삼각대 마운트와 함
께 제공됩니다.
 
조립을 위해서는 삼각대 베이스에 마운트 
링을 돌려 끼워 주십시오(그림 1)마운트 링
은 마이크 또는 붐대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
다. 마운트 링에 NT-USB를 설치하시려면 
마이크를 마운트 위쪽 방향에 대고 마운트 
링에 끼워 주십시오(팝 필터 사용은 선택 
사항). 마이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
면 바닥에 있는 다이얼이 꽉 조여질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그림 1).

그림 2 - 마이크 위치 조절하기

마이크의 방향을 바꾸려면 스탠드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언제나 조절 손잡이를 먼
저 풀도록 합니다.

보컬을 녹음할 때는 함께 제공된 팝 필터를 
항상 마이크 앞에 설치하도록 합니다. 팝 필
터는 파열음(강한 ㅍ, ㅂ, ㅌ, ㅋ 소리) 때
문에 마이크 캡슐의 과부하가 일어나는 것
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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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USB의 표면에 보이는 금장로고는 마
이크의 전면부라는 표시인 동시에 캡슐의 
픽업 부위임을 나타냅니다. 마이크(그리고 
금장로고)는 언제나 녹음하고자 하는 음원 
쪽을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NT-USB에는 2개의 조절 노브가 있습
니다.

그림 3 - 모니터 믹스 제어 및 헤드폰 
볼륨 제어

모니터 믹스 제어 
 모니터 믹스 제어(맨 위쪽 노브)는 마이크로 직접 입력되는 신호(예를 들어 목소리)와 
컴퓨터 및 기타 기기의 오디오 레코딩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 신호(배경 연주 음악)의 ‚
믹스‘ 작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반대로 컴퓨터/기기로부터
의 신호가 커지고 마이크 신호는 줄어듭니다. 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반대로 컴퓨
터/기기로부터의 신호가 커지고 마이크 신호는 줄어듭니다.

노브는 정중앙에 놓고 믹스를 시작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야 직접 입력 신호
와 컴퓨터/기기 신호 사이의 동일한 균형을 들어본 후 신호 간의 이상적인 균형점을 찾
을 수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 제어
헤드폰 볼륨 제어(아래쪽 노브)는 NT-USB의 헤드폰 잭을 통해 연결된 헤드폰의 재생 
볼륨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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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 녹음하기
모든 보컬 녹음에 함께 제공되는 팝 필터의 사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팝 필터는 파열음
(강한 ㅍ, ㅂ, ㅌ, ㅋ 소리)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공기 분출이 ‘팝핑’ 소리를 만들어 내 마
이크 캡슐에 과부하를 일으키는 것을 최소화합니다. 

마이크 캡슐의 습기는 NT-USB와 같은 컨덴서 마이크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나 팝 
필터의 사용은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보컬리스트와 마이크 배치의 위치 관계는 녹음실의 음향 상태, 보컬 능력, 보컬리스트 목
소리의 높고 낮음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팝 필터가 부착된 NT-USB으로 먼저 시도해 볼 만한 이상적인 배치는 보컬리스트의 정
면 방향으로 대략 15cm (6”) 거리에 마이크를 마운트시키는 것입니다. 팝 필터는 보컬
리스트가 마이크와 최소한의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적절한 녹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컬리스트가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서면 보컬 소리는 보다 직접
적이고 꽉 찬 느낌으로 녹음되고, 반대로 보컬리스트가 뒤로 물러나면 보컬 소리는 보다 ‘
공간감’이 느껴지게 되는 한편, 근접 효과(음원이 매우 가까울 때 나타나는 저음/저주파 
대역 강조 효과)는 줄어듭니다. 

보컬리스트가 마이크(그리고 금장로고)로부터 축 이탈‘을 하면 녹음 결과도 달라지기 때
문에, 배치 실험은 마이크와의 각도를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5cm (6”)

그림 4 - 보컬 녹음을 위한 NT-USB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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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레벨 설정:
NT-USB는 이미 내부적으로 이상적인 수음 레벨에 맞춰져 있으므로 마이크 자체의 물
리적인 레벨 조절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녹음 레벨에 맞는 추가 레벨 조절이 필요
한 경우에는 컴퓨터 레코딩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시스템 설정을 이용하십시오.

레코딩 소프트웨어 내에서 레벨을 조절하는 방법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설명서를 참고
하십시오.

컴퓨터 시스템 설정 내에서 입력 레벨을 수동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기기 플랫폼/운영
체제에 따라 다음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Mac OS 체제 컴퓨터에서 입력 레벨 조절하기:

1.  화면 왼쪽 위에 있는 Apple 심볼을 클릭한 후, 시스템 설정을 선택합니다.

그림 5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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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리‘를 클릭해 사운드 옵션을 여십시오.

그림 6 - ‘소리’ 옵션 열기

3. .‘입력 탭‘ 열기.

4.  장치 목록에서 'RØDE NT-USB'를 선택한 후, 슬라이더를 이용해 입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그림 7 - NT-USB 입력 레벨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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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s 체제 컴퓨터에서 입력 레벨 조절하기:

1. .시작 메뉴를 열고 '제어판‘을 클릭합니다.

일반 작동 및 제어

그림 8 - Windows 제어판 열기 그림 9 - ‘소리’ 옵션 열기

2.  제어판 폴더 내의 '소리' 설정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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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녹음‘ 탭을 선택하고 장치 목록에서 'RØDE NT-USB'를 찾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림 10 - 입력 장치로 NT-USB 선택하기

일반 작동 및 제어

4.  슬라이더를 이용해 입력 레벨을 조절하십시오.

그림 11 - NT-USB 입력 레벨 조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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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는 iPad 버전에 맞는 USB 카메라 연결 키트를 사용해 NT-USB를 iPad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Apple 소매점에서 구입 가능).

iPad에서 NT-USB를 이용해 녹음하려면 iPad에 NT-USB를 카메라 연결 키트로 연
결합니다. 연결이 되면 iPad는 내부 오디오 회로를 자동적으로 입력과 출력원으로 변경
할 것입니다.

이제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NT-USB로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추천 애플리케
이션으로는 'RØDE Rec'(RØDE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앱), Apple의 'GarageBand' 
앱 또는 Imageline의 'FL Studio Mobile' 앱 등이 있습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사용 후에는 NT-USB를 삼각대 마운트에서 해제한 후 부드러운 마른 천으로 닦아, 함께 
제공된 보호 파우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습기 방지를 위해 반드시 결정형 제습제(함께 제공됨)를 마이크의 머리 쪽에 놓아두도록 
하십시오. 이 결정형 제습제는 후에 건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결정의 색이 분홍색으로 
변하면 건조시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습제는 오븐에 넣고 100°~150°의 온도에서 
10분 가량 가열하면 쉽게 재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결정의 색이 푸른색으로 돌아오면 제
습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팝 필터를 사용 후에는 수분 누적을 막기 위해 마른 천으로 깨끗하게 닦아서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206 207지원

사용하시는 RØDE 마이크와 관련해 문제를 경험하거나 질문을 하고 싶다면 먼저 판매
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본사의 공식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판매자가 반품 절차를 진행해 드릴 것입니다.

당사는 광범위한 유통망/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필요한 조언이나 도움을 받
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언제든 본사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연락처 정보를 얻거나 자주 묻는 질문들의 리스트를 보시려면 www.rodemic.com/
support에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수입자 & 유통업자
국제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의 전체 명단을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 www.rodemic.
com/distributors를 방문하십시오.

국제 거래 
107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Australia

미국 
2745 N Raymond Ave 
Signal Hill CA 90755 
미국

PO Box 91028 
Long Beach CA 90809-1028 
미국

RØDE 연락처



208
제

품
 설

명
서

한
국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