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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anovic –

 

 

 

리뷰를 작성한 Jason Finkel은 미국

하우스 엔지니어였던 그는 ARMS, Hundred Waters, Mainland, Dev Hynes, Secret Weapons, The 

Age와 같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Mesanovic 모델 2A는 모델 2와

"customs, in-house wound, toroidal transforme

더 많은 게인을 내며,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게인은 마이크로 출력 능력의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페이스와

모두 동일하게 음성이 표시됩니다

리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모델 2A에 대한 기대가 무척

녹음하지 않지만, 아직 액티브 리본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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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A Ribbon Microphone
 

미국 뉴욕출신의 프로듀서 겸 엔지니어입니다. Rubber Tracks Studio

ARMS, Hundred Waters, Mainland, Dev Hynes, Secret Weapons, The 

 일해왔으며, 지금은 자신만의 믹싱 스튜디오인 Weird Field Recording

 
 

 
 

와 설계 및 음 특성이 동일하지만, 투명한 팬텀

house wound, toroidal transformer"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써 2A는

일치하는 출력 단계를 갖게 됩니다. 

능력의 최대치가 아닌 정상 작동 범위에서 사용할 수

인터페이스와 함께 말입니다. 극성패턴은 양방향에서 고정되며

다. 마이크의 뒷부분이 전면에서 극성을 띠는 동안

무척 컸습니다. 저는 리본 마이크를 좋아하고, 리본이

리본마이크를 사용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마이크는

있습니다. 화려한 목재나 알루미늄으로 된 고급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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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2A Ribbon Microphone 

. Rubber Tracks Studio의 

ARMS, Hundred Waters, Mainland, Dev Hynes, Secret Weapons, The Teen 

Weird Field Recording

 

팬텀 파워 버퍼 회로와 

는 이전 모델보다 13dB 

 있게 해주기 때문에 

고정되며, 전면과 후면 

동안 양쪽 모두 같은 소

리본이 없는 밴드는 거의 

마이크는 손잡이가 내장된 

고급스러운 케이스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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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좋지만, 저는 고급스러움보다

다 중요한 이 마이크의 몸체는 은으로

 

 

 

 

 

저는 보컬녹음에는 크게 탁월하지

연에 양방향 마이크를 사용하는 

시에 얼마나 잘 포착하는지에 놀랐습니다

 

메사노빅이 다른 많은 옵션보다 

앞에 놓았고,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형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두 달에 걸쳐 2A가 매우 다재다능하다는

플랫 미드레인지의 강조를 통해 

기, 드럼에 리본믹스를 사용할 예정인데

등)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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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러움보다 관리가 편리한 이 케이스의 기능에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은으로 된 마감이 되어있고, 튼튼한 체격은 고품질의

 

 

저는 2개월 동안 2A를 약 20개 세션에

2A로 가장 먼저 관심을 끌었던 것

얼마나 잘 들렸냐는 것이었습니다. 

드레인지 전반에서 과장된 소리를

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용하면, 플로시브 없는 멋진 소리를

니다.  

 

아마도 제가 발견한 이 마이크의 

는 어쿠스틱 기타일 것입니다. 다시

미드레인지 전반에 걸친 평탄한 반응은

이도 무엇이 있는지 포착할 수 있게

 

 

탁월하지 않은 일반 기타 마이크들의 특성 때문에 보컬과

 것을 좋아하는데, 2A의 off-axis rejection이 어쿠스틱

놀랐습니다.  

 미드레인지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을 알아챈 저는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시면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현재 2A를 정말 좋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선택입니다. 저는

예정인데, 2A가 보컬과 하이파이 어쿠스틱 기타(피아노

의미가 아주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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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했습니다. 케이스보

고품질의 느낌을 줍니다. 

세션에 사용했습니다. 

것 중 하나는 보컬이 

. 마이크의 소리는 미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멋

유지하거나 적당한 팝필터를 사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

 가장 인상적인 용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반응은 어떤 과장 없

있게 해줍니다.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 공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을 동

는 마이크를 드럼 키트 

보시면 심벌즈와 드럼의 균

좋아합니다. 로우엔드 및 

 앞으로도 기타, 타악

피아노, 어쿠스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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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이 스튜디오에서 보컬과

목적에 정확하게 부합할 것입니다

 

 

 

 

 

* 동영상리뷰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 동영상리뷰 (일렉기타): https://www.youtube.com/watch?v=ILZQQgSOCPs&feature=youtu.be

* 동영상리뷰 (드럼, 심벌즈): https://soundcloud.com/sonicscoop

* 리뷰원문: https://sonicscoop.com/2016/12/21/new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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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과 악기 모두에 사용할 다재다능한 마이크를 

것입니다. 

보컬): https://www.youtube.com/watch?v=YwTg7CGx2d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LZQQgSOCPs&feature=youtu.be

https://soundcloud.com/sonicscoop-1/dave-heilman-mesa-mono

https://sonicscoop.com/2016/12/21/new-gear-review-mesanovic-model-2a-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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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있다면, 2A는 그 

https://www.youtube.com/watch?v=YwTg7CGx2ds&feature=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LZQQgSOCPs&feature=youtu.be 

mono-rm 

ribbon-microphone-au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