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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제가 Ehrlund 마이크들이

그렇게 놀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공진을 덜 받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이용한 테스트에서 저는 마이크가

경우에는 최소한의 차이였고, 어떤

 

스웨덴 마이크 제조업체인 Ehrlund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캡슐 설계와

87kHz(!), 7dBA 미만의 자가 노이즈

frequency response 등입니다. 이

항공기 등급의 알루미늄으로, 어떤

 

 

EHR-M 은 별도의 쇼크 마운트가

마운트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EHR-M 을 드럼 룸의

응답은 빠르고 엄격한 고급 응답과

표현되었습다. 보컬리스트는 명확하고

근접성 효과를 제외하고는 추가된

놀라웠습니다. 

 

저는 EHR-M 이 cardioid 보다 조금

알았습니다. M 은 그저 cardioids

알았습니다. 즉, 가까운 곳이든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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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lund E H R – M Condenser Microphone
 

마이크들이 트라이앵글 다이아프램을 사용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직사각형이 보편적이라는

모릅니다. 원형의 다이아프램은 공진 특성이 가장

반응을 갖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가 LDC 의 표준과는 다른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는 차이였습니다.  

Ehrlund 는 6 개의 마이크 제품과 다수의 transducer, 

설계와 관련 전자장치에는 몇 가지 인상적인 사양이

노이즈, 125dB 의 최대 SPL 및 모든 작동,  모든 

이 마이크의 몸은 니켈 도금 스테인리스강 메시 

어떤 종류의 패드, 필터 또는 패턴 스위치도 없습니다

마운트가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위치 선정에 레버를

만든 튼튼한 보관상자 안에 마이크를 보호하기 위한

룸의 세션에, 그 후에는 남성 보컬의 녹음에 사용했습니다

응답과 더불어 slow decay, 더욱 자연스럽고 밝은 

명확하고 정확한 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쉽게 조절할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EHR-M 과 테스트를

조금 더 조밀한 패턴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했던 

cardioids 마이크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마이크가 거리에

먼 곳이든 소리가 상당히 일관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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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hone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보편적이라는 사실에 

가장 높고, 삼각형이 

것입니다. Ehrlund EHR-M 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transducer, 그리고 픽업을 

사양이 있습니다. 7Hz ~ 

 임피던스에서 동일한  

 윈드스크린을 장착한 

습니다. 

레버를 이용하는 스탠드 

위한 덮개도 포함되어 

사용했습니다. 드럼룸의 

 소리로 결합되어 잘 

조절할 수 있는 약간의 

테스트를 진행할수록 더욱 

 것이 틀렸다는 것을 

거리에 무감각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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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EHR-M이 바리톤 색소를

션의 일환으로, 90도와 270도 오프

horn 및 "브레이피" 디테일을 환상적으로

LDC보다 훨씬 정확하며, 공명이 

 

EHR-M을 테스트하며 익숙해지고

사실 저는 EHR-M이 뛰어날 수 있다고

쌍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 또한

Ehrlund의 또 다른 마이크 EHR–T

 

EHR-M은 약 1,699 달러의 가격으로

하지만 이 마이크는 제가 시도했던

한 반응을 가진 마이크입니다. 만약

찾고 있다면, 이 EHR-M은 단지 당신의
 
 
 
 
 
 
 
 
 
*리뷰 원문: https://www.prosoundnetwork.com/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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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는 EHR-M이 스네어, 심벌즈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떨어진 위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매우 만족스러운 과도현상도 얻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보컬, 손 타악기(탐보

비브라슬랩, 박수)가 모두 사실적이고

확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왜곡되지

현상을 쉽게 잡아냈으며 절단과 두

은채 꽤 잘 어울렸습니다. 

색소를 위한 완벽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4인조 그룹

오프 축에서 다른 horn 에 대한 충분한 거부감(및 즐거운

환상적으로 포착하고, "깊고 완전하지만 기울어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익숙해지고 나자 저는 M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발견하지

있다고 생각하는 드럼 오버헤드,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한 여러가지 패턴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T에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격으로 저렴하지 않고, 쇼크 마운트와 같은 부속품도

시도했던 다른 어떤 마이크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운 독특하고

만약 여러분의 기존의 수동식 리본 마이크와 완전히

당신의 강력한 비밀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prosoundnetwork.com/gear-and-technology/review-ehrlund-ehr-m-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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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벌즈, 드럼 등의  키트에 

다. 저는 16인치 정도 

 소리를 얻었고, 또한 

얻었습니다.  

탐보, 아고고고, 마라카,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정

왜곡되지도 않고, 과도

두 가지를 모두 잘 섞

그룹 horn-tracking 세

즐거운 톤 포함), 모든 

" 베이스 응답은 일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연주에 한 

하지만 제가 바란 점들은 

부속품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독특하고, 투명하고 정확

완전히 반대되는 마이크를 

condenser-microph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