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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lund E H 
 
 
 
 
 
 
 
우리가 알고있는 거의 모든 콘덴서

직사각형 캡슐 Pearl and Milab 마이크

지 Audio-Technica 모델이 있습니다

도록 만들어졌지만, 이론적으로 마이크

것이 최선입니다. 바로 여기에, Ehrlund

 

오래된 Trixon Speedfire 베이스 드럼을

유명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작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

집니다. Ehrlund는 EHR-M으로 삼각

목표로 합니다. 

 

 

마이크를 나무상자에서 꺼내자마자

와 품질이 부풀려져 다소 크다는

없는 전자기기로 인해 아주 가볍게

있을 때 이 특성은 위치 결정의 

인해 쳐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소리에 대해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드레인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사운드는

 

저는 다시 한 번 감명받았고, 우리

다른지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EHR-M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게 “지금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 

니다. 저와 팀원들은 호기심에 AKG C 414

았습니다. 별개로 저는 그들이 상호보완적일지

용 보다는 혼자 사용되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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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rlund E H R – M Cardioid Condenser Mic 

콘덴서 마이크는 원형 캡슐을 사용합니다. 예외를 예로

마이크, Bock Elliptical 타원형 5ZERO7 및 작은 사각형을

있습니다. 심벌즈, 징, 드럼도 항상 원형입니다. 이 악기들은

마이크 캡슐이 음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 Ehrlund의 삼각형 콘덴서 캡슐 뒤에 숨겨진 논리가

드럼을 연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악기가 소리보다

것입니다. 악기의 특이한 모양 때문인지 Speedfire

삼각형 진동판은 원형 진동판처럼 작동하지 않고 

삼각형 디자인에 내재된 고도로 제어된 임펄스 반응을

꺼내자마자 M이 가진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크다는 점이 일반적인 편견이지만, EHR-M은 알루미늄 

가볍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탁월한 마이크의 경우 소스에서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고품질이 아닌 스탠드라도

표현하자면, 정말 다릅니다. 저는 넓은 저음과 강조된 고음

사운드는 정말 감명스럽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종종 사용하는 빈티지 노이만 U47

여전히 U47의 거대하고 이중적인 베이스 표현을

 ‘시원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들으면서

 가장 잘 들리는 베이스 소리를 듣고 있는거에요”

AKG C 414와 EHR-M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그것들을

상호보완적일지 아닐지 궁금했지만, Ehrlund는 다른

더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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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Mic  

예로 들자면, 스웨덴산 

사각형을 사용한 세 가

악기들은 공명이 잘 울리

받았을 때에만 움직이는 

논리가 있습니다. 

소리보다 디자인으로 더 

Speedfire는 다른 드럼처럼 동

진동이 더 빨리 사라

반응을 이용하는 것을 

종류의 마이크들은 무게

 본체와 트랜스포머가 

소스에서 중간 거리에 

스탠드라도 EHR-M의 무게로 

고음, 그리고 좁아진 미

U47과 소리가 얼마나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지만, 

들으면서 저는 팀원들에

” 하고 말하기도 했습

그것들을 모노로 결합해 보

다른 마이크와의 합동사



(주)엠에스솔루션ㅣ대표이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18, 우성캐릭터

 
 
 

대체로 EHR-M은 제가 가지고 있는

른 품질의 마이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면 M은 당신이 찾는 마이크가 아닐

밝고 맑은 소리의 에너지를 가진

크가 될 것입니다!  
 
 
 
 
 
 
 
 
 
 
 
 
*리뷰 원문: https://tapeop.com/reviews/gear/122/e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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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혹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 모든 마이크들과

여러분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전통적인’ 콘덴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고음과 저음을

가진 탁월한 마이크가 필요하다면, M은 당신에게 대단히

https://tapeop.com/reviews/gear/122/ehr-m-cardioid-condenser-mic/ 

감도에 대해 말하자면 10에서 20

우 유용할 것이고, Ehrlund가 버전

가치 있는 포함이 될 것이라고 

럼 밖에서 하는 짧은 테스트가 

습니다. 

 

Ehrlund가 발표한 사양을 한 번 

최대 125dBA의 SPL 입력을 주장하며

과 전자장치 사이에 패드가 없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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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들과 확연히 다

 마이크를 찾고 있다

저음을 뚜렷이 표현하는 

대단히 가치 있는 마이

20dB의 패드가 매

버전2를 만든다면 

 생각합니다. 킥드

 명백히 단축되었

 보면 M 마이크는 

주장하며, 마이크로캡

없는 상태에서 아주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