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엠에스솔루션ㅣ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2009

 

Mikrofonen P110 Pop Filter
 
 
 
녹음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한 파열음 등이 마이크 캡슐에

때 아예 그러한 잡음들을 차단해버리는

이 난 금속 그릴, 그리고 셀 폼에

레이어 망이 아주 미묘하게 보컬

구멍이 난 금속은 귀에 좀 더 중립적으로

교적으로 큰 무게감이 종종 처짐을

 

저는 몇 년 전 Mikrofonen Hakan P110 

명한 음파와 반투과 효과에 엄청난

며 가볍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습니다.  

 

P110은 스웨덴 회사인 Mikrofonen

‘Gooseneck’ 버전이 막 소개되었다는

있겠지만 이 Gooseneck 팝필터가

고 예상합니다. 

 

 

P110 팝필터는 지름이 110mm, 

한 오픈 셀 폼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떠한 수분도 흡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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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rofonen P110 Pop Filter 

 알겠지만, 팝필터는 signal path의 필수적인 부분

캡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녹음 후 작업을 하느니

차단해버리는 것이 훨씬 좋겠죠. 팝필터는 단순한 멀티레이어

폼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형태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컬 사운드에 color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중립적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가격이

처짐을 야기합니다.  

Mikrofonen Hakan P110 ‘universal’ 팝필터를 소개받았고, 사용한 즉시

엄청난 감명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단순하지만 우아한

 유일한 문제는 마이크 장착 옵션이 하나에서 두

Mikrofonen에 의해 제조되었고, 저는 이 ‘universal’ 

소개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되어 기쁩니다. 신제품이라 시간이

팝필터가 아주 실용적이고 훌륭한 점이 입증되면서 인기가

110mm, 두께가 20mm인 다소 거칠고 소수성(물을 흡수하지

사용합니다.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 이는 모든 보컬들의

. 필요할 때마다 즉시 물로 빨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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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입니다.  Ps와 Bs로 

하느니 차라리 녹음할 

멀티레이어 망이나 구멍

그리고 저는 항상 멀티

대조적으로 멀티레이어 망과 

가격이 더 비싸고, 또 비

즉시 혁신적인 폼의 투

우아한 디자인에, 위생적이

 개 뿐이라는 것이었

 모델 외에 새로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인기가 아주 많아질거라

 

흡수하지 않는 성질)이 강

보컬들의 호흡으로부터 그 어

있는데, 이 ‘소수성’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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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건조시간도 매우 빠릅니다. 이는

폼 디스크의 가장자리를 고정함과

간단한 U자형 와이어 프레임으로

옵션으로 은색 마감을 요청할 수도

 

Universal 모델은 캡티브 3/8인치

탠드, 또는 스테레오 바에 직접

Gooseneck이 와이어 프레임 베이스에

에 고정하기 위해 유연한 목 하단에

하고 팝킬러 프레임과 폼은 굉장히

않을 것입니다. 

 

 

제 귀에 P110을 통한 사운드는 완전히

은 어떤 형태의 마이크와도 사용이

속하지만, 이는 다른 팝필터들에 

로 하고있다면, 저는 이보다 더 강력하게

 
 
 
 
 
* 리뷰 원문: https://www.soundonsound.com/reviews/ha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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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운드와 더불어 위생적인 관점에서도 모두 좋은

고정함과 동시에 필요할 때마다 즉시 디스크를 제거하여

프레임으로 지지됩니다. 와이어와 마운팅 브래킷은 검은색으로

수도 있습니다. 

인치 나사 소켓을 와이어 프레임 베이스에 용접하여

직접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형 Gooseneck 

베이스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단에 스크류 클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Gooseneck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수 년동안 사용한 후에도 처짐은

완전히 투명하고,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이 매우 쉽습니다. P110은 일반적인 팝킬러보다는

 비해 훨씬 더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강력하게 추천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에게 P110을

https://www.soundonsound.com/reviews/hakan-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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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입니다!  

제거하여 세척할 수 있도록 

검은색으로 도색되어 있지만, 

용접하여 팝킬러를 마이크 스

Gooseneck 버전에는 300mm의 

방법으로 마이크 스탠드 등

. Gooseneck 자체는 꽤 뻣뻣

처짐은 결코 문제가 되지 

 

새로운 Gooseneck 버전

팝킬러보다는 조금 더 비싼 편에 

당신이 팝필터를 필요

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