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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3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젠하이저 라발리에 마이크 포트폴리오

프레젠테이션, 컨퍼런스 기조연설, 학생들로 가득한 강의실에서 강연하기 등 연사는 장비를 믿고 
편안하게 움직이며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견고한 클립온 마이크부터 다목적용 마이크에 이르기까지 젠하이저가 제공
하는 다양한 라발리에 마이크를 사용하면 이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젠하이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들은 작고 눈에 띄지 않으며 부착이 쉽고 강력한 성능 
을 발휘합니다. 목소리만 픽업하므로 다른 큰 노력 없이도 목소리를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
니다.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4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MKE 1
전문 프레젠테이션/컨퍼런스를 위한 첫 번째 선택 - 초소형 캡슐로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라발리에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KE 1-ew 502876 무지향성 블랙 3.5mm 잭 MKE 1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1-ew-3 502879 무지향성 베이지 3.5mm 잭 MKE 1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2
전문 프레젠테이션/컨퍼런스를 위한 탁월한 선택 -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라발리에 마이크. MKE 2는 방송과 강의실 용도로 개발된 방수 마이크입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KE 2 (BLACK EW) 009831 무지향성 블랙 3.5mm 잭 MKE 2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2 (BEIGE EW) 009832 무지향성 베이지 3.5mm 잭 MKE 2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40
까다로운 음향 세팅을 위한 탁월한 선택 -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는 라발리에 마이크. 캡슐 사이즈가 약간 더 
크므로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마이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KE 40-ew 500527 카디오이드 블랙 3.5mm 잭 KE 10 1.1m 제품 웹 
페이지

라발리에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miniature-clip-on-lavalier-microphone-musicals-live-shows-broadcast-mke-1
http://www.sennheiser.com/miniature-clip-on-lavalier-microphone-musicals-live-shows-broadcast-mke-1
http://www.sennheiser.com/miniature-clip-on-lavalier-microphone-musicals-live-shows-broadcast-mke-1
http://www.sennheiser.com/miniature-clip-on-lavalier-microphone-musicals-live-shows-broadcast-mke-1
http://sennheiser.com/clip-on-lavalier-microphone-live-speech-instrument-mke-2
http://sennheiser.com/clip-on-lavalier-microphone-live-speech-instrument-mke-2
http://sennheiser.com/clip-on-lavalier-microphone-live-speech-instrument-mke-2
http://sennheiser.com/clip-on-lavalier-microphone-live-speech-instrument-mke-2
http://sennheiser.com/lavalier-mikrofon-clip-on-mke-40
http://sennheiser.com/lavalier-mikrofon-clip-on-mke-40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5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MKE ESSENTIAL 합리적인 가격대로 탁월한 음질을 제공하는 라발리에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KE Essential 
Omni (Black)

508249 무지향성 블랙 3.5mm 잭 KE 4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Essential 
Omni (Beige)

 508250 무지향성 베이지 3.5mm 잭 KE 4 1.6m 제품 웹 
페이지

ME 4 합리적인 가격대로 탁월한 음질을 제공하는 보급형 카디오이드 라발리에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E 4 508936 카디오이드 블랙 3.5mm 잭 타사 캡슐 1.6m 제품 웹 
페이지

ME 2 안정적인 음질을 제공하는 보급형 라발리에 마이크. ew 시리즈의 표준 라발리에로 제공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E 2 508935 무지향성 블랙 3.5mm 잭 타사 캡슐 1.6m 제품 웹 
페이지

MKE Mini 마이크 장착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연설 및 강연용 초경량(7g) 프레젠터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캡슐 케이블 웹 링크

MKE mini 700179 무지향성 블랙 3.5mm 잭 KE 4 26mm 제품 웹 
페이지

라발리에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mke-essential-omni
http://www.sennheiser.com/mke-essential-omni
http://www.sennheiser.com/mke-essential-omni
http://www.sennheiser.com/mke-essential-omni
https://www.sennheiser.com/mini-lavalier-microphone-clip-on-live-speech-me-4
https://www.sennheiser.com/mini-lavalier-microphone-clip-on-live-speech-me-4
http://www.sennheiser.com/me-2
http://www.sennheiser.com/me-2
http://www.sennheiser.com/mke-mini
http://www.sennheiser.com/mke-mini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6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젠하이저 헤드 마이크(헤드셋 마이크) 포트폴리오 

젠하이저 헤드셋 마이크는 강연장이나 강의실에서 자연스럽게 발표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강력하고 견고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무게가 가벼워 머리에 딱 맞게 조절 가능하며 컬러와 크기가 다양하므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젠하이저는 높은 스피치 명료도가 헤드셋 마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피드백 리젝션, 탈착식 윈드스크린/팝필터, 왼쪽 또는 오른쪽에 부착할 수 있는 비틀림 
방지 붐 등의 기능을 갖춘 젠하이저 헤드 마이크를 사용해 보면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핸즈프리 시스템을 찾고 계신다면 젠하이저 헤드셋 마이크가 적절한 솔루션입니다.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7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SL HEADMIC 1
고품질 사운드가 필요한 모든 연설 상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발표자가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헤드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SL HEADMIC 
1 BE

506272 무지향성 베이지 MKE 1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SL HEADMIC 
1 BK

506271 무지향성 블랙 MKE 1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SL HEADMIC 
1 SB

506904 무지향성 실버 MKE 1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HSP 2 전문 연사/고위 임원용으로 개발된 헤드 마이크. HSP 2 설치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HSP 2-ew 009866 무지향성 앤트러사이트 MKE 2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HSP 2-ew-3 009872 무지향성 베이지 MKE 2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헤드 마이크(헤드셋 마이크) 포트폴리오

https://www.sennheiser.com/sl-headmic-1
https://www.sennheiser.com/sl-headmic-1
https://www.sennheiser.com/sl-headmic-1
http://www.sennheiser.com/headworn-microphone-gooseneck-headset-live-performance-hsp-2
http://www.sennheiser.com/headworn-microphone-gooseneck-headset-live-performance-hsp-2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8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HSP 4
전문 사용자를 위한 최고의 카디오이드 헤드 마이크. 가볍고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매우 편안한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HSP 4-ew 009867 카디오이드 앤트러사이트 KE 4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HSP 4-ew-3 009873 카디오이드 베이지 KE 4 예 – 각 부품  
개별 교체 가능

제품 웹 페이지

HSP ESSENTIAL 고품질 사운드가 필요한 모든 연설 상황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합리적인 가격대의 헤드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HSP Essential Omni (Black) 508245 무지향성 블랙 MKE 2 예 – 대부분의  
부품 개별 교체 
가능. 비분리형 
케이블

제품 웹 페이지

HSP Essential Omni (Beige) 508246 무지향성 베이지 MKE 2 예 – 대부분의  
부품 개별 교체 
가능. 비분리형 
케이블

제품 웹 페이지

헤드 마이크(헤드셋 마이크)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wireless-headworn-microphone-headmic-headset-live-performance-hsp-4
http://www.sennheiser.com/wireless-headworn-microphone-headmic-headset-live-performance-hsp-4
www.sennheiser.com/hsp-essential-omni-condenser-omnidirectional-microphone-with-ergonomic-neckband-and-windshield
www.sennheiser.com/hsp-essential-omni-condenser-omnidirectional-microphone-with-ergonomic-neckband-and-windshield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9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HS 2
전문 AV 지원 없이 마이크를 관리해야 하는 연설 및 미팅 상황을 위해 개발된 견고한 헤드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HS 2 BK 508883 무지향성 블랙 MKE 2 아니요 제품 웹 페이지

HS 2 BE 508882 무지향성 베이지 MKE 2 아니요 제품 웹 페이지

ME 3 일반적인 미팅 및 강연에 적합한 보급형 헤드 마이크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캡슐 모듈성 웹 링크

ME 3 508928 카디오이드 블랙 KE 10 아니요 제품 웹 페이지

헤드 마이크(헤드셋 마이크)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singers-speakers-wireless-headset-microphone-live-hs-2
http://www.sennheiser.com/singers-speakers-wireless-headset-microphone-live-hs-2
www.sennheiser.com/me-3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0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젠하이저 구즈넥 포트폴리오 

컨퍼런스 기조연설 및 대학교 강연 등에서 구즈넥 마이크를 사용하면 최고의 오디오 품질을 제
공하도록 마이크 위치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므로 손을 쓰지 않으면서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
습니다. 

젠하이저의 유연한 구즈넥은 강력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스피
치가 중요한 모든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었으며 무선 장치 및 휴대폰의 
혼변조로부터 무선 주파수 간섭(RF)을 차단합니다. 

젠하이저 구즈넥 마이크를 사용하면 어떤 오디오 상황에도 안심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최고 수
준의 스피치 명료도와 안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1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구즈넥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색상 커넥터 추가 정보 호환 가능한 테이블 

스탠드
웹 링크

MZH 3015 005074 블랙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 길이: 
15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33-S,  
MAT 133,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ZH 3015 W 504608 화이트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 길이: 
150mm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ZH 3040 005076 블랙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 길이: 
40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33-S,  
MAT 133,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ZH 3042 009384 블랙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플렉시블 
섹션 2개 포함), 길이: 
40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33-S,  
MAT 133,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ZH 3062 500652 블랙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플렉시블 
섹션 2개 포함), 길이: 
60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53-S,  
MAT 133-S,  
MAT 133,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ZH 3072 500653 블랙 XLR-3 ME 34, ME 35 및  
ME 36 마이크 헤드용 
메탈 구즈넥(플렉시블 
섹션 2개 포함), 길이: 
70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33-S,  
MAT 133,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15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15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15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15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40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stand-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40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42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42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62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62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72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ference-mzh-3072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2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구즈넥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색상 커넥터 추가 정보 호환 가능한 테이블 

스탠드
웹 링크

MEG 14-40 B 504791 블랙 XLR-3 젠하이저 KE10 
마이크 캡슐 일체형 
구즈넥, 일반적인 
마이크 사용을 위한 
카디오이드 지향성, 
길이: 450mm

SL TABLESTAND  
133-S DW,  
MAT 133,  
MAT 133-S,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EG 14-40-L B 504792 블랙 XLR-5 젠하이저 KE10 
마이크 캡슐 일체형 
구즈넥, 일반적인 
마이크 사용을 위한 
카디오이드 지향성, 
적색 링 라이트, 길이: 
450mm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MEG 14-40-L-II B 506398 블랙 XLR-5 젠하이저 KE10 
마이크 캡슐 일체형 
구즈넥, 일반적인 
마이크 사용을 위한 
카디오이드 지향성, 
녹색 링 라이트, 길이: 
450mm

SL TABLESTAND  
153-S DW,  
MAT 153-S B, 
MZT 30, 
MZS 31

제품 웹 
페이지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http://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apsule-conference-meg-14-40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3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테이블 스탠드 포트폴리오

SL TABLESTAND 
133-S DW

XLR-3 구즈넥 마이크에 안정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견고한 무선 테이블 스탠드. SL TABLESTAND 
133-S에는 2가지 색상으로 상태를 표시해 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마이크 버튼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선 
또는 USB를 통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밑면의 TTL 로직 출력을 사용하여 카메라 또는 미디어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SL TABLESTAND 133-S는 젠하이저 Control Cockpit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품목 번호 케이블 색상 커넥터 지역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SL TABLESTAND 
133-S DW-3

506610 무선 블랙 XLR-3 유럽 및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MEG 14-40 B,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33-S DW-4

506626 무선 블랙 XLR-3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MEG 14-40 B,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33-S DW-5

506649 무선 블랙 XLR-3 일본 MEG 14-40 B,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33-S DW-6

506639 무선 블랙 XLR-3 대만 MEG 14-40 B,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table-stand-discussions-speeches-lectures-sl-133-s-dw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table-stand-discussions-speeches-lectures-sl-133-s-dw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table-stand-discussions-speeches-lectures-sl-133-s-dw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table-stand-discussions-speeches-lectures-sl-133-s-dw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4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테이블 스탠드 포트폴리오

SL 테이블 스탠드 
153-S DW

MEG 14-40-L-II B 구즈넥 마이크와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설계된 무선 테이블 스탠드입니다. 무선 또는 
USB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젠하이저 Control Cockpit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품목 번호 케이블 색상 커넥터 지역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SL TABLESTAND 
153-S DW-3 B

506612 무선 블랙 XLR-5 유럽 및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MEG 14-40-
L-II B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53-S DW-4 B

506628 무선 블랙 XLR-5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MEG 14-40-
L-II B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53-S DW-5 B

506651 무선 블랙 XLR-5 일본 MEG 14-40-
L-II B

제품 웹 페이지

SL TABLESTAND 
153-S DW-6 B

506641 무선 블랙 XLR-5 대만 MEG 14-40-
L-II B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sl-tablestand-153-s-dw
https://www.sennheiser.com/sl-tablestand-153-s-dw
https://www.sennheiser.com/sl-tablestand-153-s-dw
https://www.sennheiser.com/sl-tablestand-153-s-dw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5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테이블 스탠드 포트폴리오

MAT 153-S
XLR-5 구즈넥 마이크에 안정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견고한 유선 테이블 스탠드. 2가지 색상으로 상태를 
표시해 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마이크 버튼을 탑재했습니다. 밑면의 TTL 로직 출력을 사용하여 카메라 
또는 미디어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케이블 색상 커넥터 지역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MAT 153-S 505626 유선 블랙 XLR-5 전체 MEG 14-40-
L-II B

제품 웹 페이지

MAT 133 XLR-3 구즈넥 마이크에 안정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견고한 유선 테이블 스탠드

품목 번호 케이블 색상 커넥터 지역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MAT 133 505622 유선 블랙 XLR-3 전체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MEG 14-40 B

제품 웹 페이지

MAT 133-S
XLR-3 구즈넥 마이크에 안정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견고한 유선 테이블 스탠드. 2가지 색상으로 상태를 
표시해 주는 사용자 친화적인 마이크 버튼을 탑재했습니다. 밑면의 TTL 로직 출력을 사용하여 카메라 
또는 미디어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케이블 색상 커넥터 지역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MAT 133-S 505624 유선 블랙 XLR-3 전체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MEG 14-40 B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mat-153-s
https://www.sennheiser.com/mat-133
https://www.sennheiser.com/mat-133-s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6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젠하이저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바운더리 마이크는 미팅, 회의실 및 컨퍼런스 홀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납작하고 단순한 디자인
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바운더리 마이크의 핵심은 위치입니다. 테이블 상판과 같은 경계 표면(또는 내부)에 놓을 때 반향
과 에코가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스피치 명료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젠하이저 바운더리 마이크 시스템의 디자인과 기술은 연사가 돌아다녀도 목소리가 끊기지 
않게 해주며 케이블 유무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음향학적으로는 강력한 젠하이저의 다양한 바운더리 마이크는 
심플하면서도 안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7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MEB 114-S
하프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과 최적의 스피치 명료도를 제공하는 유선 테이블 바운더리 마이크. MEB 114-S
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마이크 버튼과 2가지 색상의 상태 표시 LED 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밑면의 TTL 
로직 출력을 사용하여 카메라/미디어 제어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14-S B

 

505615 카디오이드 블랙 미니어처 XLR-3, 
클립 컨택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14-S W

 

505616 카디오이드 화이트 미니어처 XLR-3, 
클립 컨택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14
하프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의 유선 테이블 바운더리 마이크. 견고한 하우징과 고품질 마이크 캡슐이 최적의 
스피치 명료도를 보장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14 B 505612 카디오이드 블랙 미니어처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14 W 505613 카디오이드 화이트 미니어처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http://www.sennheiser.com/meb-114-s
http://www.sennheiser.com/meb-114-s
http://www.sennheiser.com/meb-114
http://www.sennheiser.com/meb-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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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바운더리  
114-S DW

SL 바운더리 114-S DW는 하프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의 무선 테이블 바운더리 마이크입니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마이크 버튼(PTT, PTM, 토글식 켜기/끄기, 계속 켜짐)과 2가지 색상의 상태 표시 LED 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 또는 USB를 통해 충전할 수 있으며 Sennheiser Control Cockpit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배터리 팩은 최대 13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SL BOUNDARY 
114-S DW-6 B

506636 카디오이드 블랙 무선 대만 제품 웹 페이지

SL BOUNDARY 
114-S DW-5 B

506646 카디오이드 블랙 무선 일본 제품 웹 페이지

SL BOUNDARY 
114-S DW-4 B

506623 카디오이드 블랙 무선 미국,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제품 웹 페이지

SL BOUNDARY 
114-S DW-3 B

506607 카디오이드 블랙 무선 유럽 및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제품 웹 페이지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www.sennheiser.com/conference-rooms-wireless-microphone-sl-114-s-dw
www.sennheiser.com/conference-rooms-wireless-microphone-sl-114-s-dw
www.sennheiser.com/conference-rooms-wireless-microphone-sl-114-s-dw
www.sennheiser.com/conference-rooms-wireless-microphone-sl-114-s-dw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19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MEB 102 무지향성 픽업 패턴의 유선 바운더리 마이크. 테이블이나 천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02 B 505600 무지향성 블랙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2 W 505601 무지향성 화이트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2-L
무지향성 픽업 패턴의 유선 바운더리 마이크. 2가지 색상의 상태 표시 LED 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천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02-L B 505603 무지향성 블랙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2-L W 505604 무지향성 화이트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www.sennheiser.com/meb-102
www.sennheiser.com/meb-102
www.sennheiser.com/meb-102
www.sennheiser.com/meb-102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20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MEB 104
테이블이나 천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유선 바운더리 마이크.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의 마이크 캡슐은 
최적의 스피치 명료도를 보장하며 견고한 하우징으로 완벽하게 보호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04 B 505606 카디오이드 블랙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4 W 505607 카디오이드 화이트 XLR-3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4-L
테이블이나 천장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유선 바운더리 마이크.  
MEB 104-L은 사용자 친화적인 2가지 색상의 상태 표시 LED 링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적의 스피치 
명료도를 보장하는 카디오이드 픽업 패턴의 마이크 캡슐이 함께 제공됩니다  

품목 번호 패턴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EB 104-L B 505609 카디오이드 블랙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EB 104-L W 505610 카디오이드 화이트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meb-104
http://www.sennheiser.com/meb-104
www.sennheiser.com/meb-104
www.sennheiser.com/meb-104


  젠하이저 비즈니스 솔루션    21목차 페이지로 돌아가기

MAS 1
절제된 디자인과 직관적인 픽토그램이 돋보이는 강력한 마이크 버튼. MAS 1은 MAS 133 인라인 스위치 
박스와 연결하여 XLR을 통해 연결된 모든 마이크를 전환식 활성화 모드(PTT, PTM, 토글식 켜기/끄기, 
계속 켜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품목 번호 제품 색상 커넥터 지역 웹 링크

MAS 1 B 505618 마이크 버튼 블랙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AS 1 W 505619 마이크 버튼 화이트 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MAS 133 505621 XLR inline 
switch box

블랙 XLR-3/XLR-5 전체 제품 웹 페이지

바운더리 마이크 포트폴리오

http://www.sennheiser.com/mas-1
http://www.sennheiser.com/mas-1
https://www.sennheiser.com/ma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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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젠하이저 캡슐 포트폴리오 

마이크를 사용할 때,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젠하이저의 마이크 캡슐 포트폴리오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라발리에부터 스타일리시한 테이블 마
운트 구즈넥까지 높은 스피치 명료도를 자랑하며 특히 음성이 중요한 모든 환경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작동하며 어떠한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커뮤니케이
션 경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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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캡슐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패턴 마이크 유형 색상 추가 정보 호환식 구즈넥 웹 링크

ME 34 005060 카디오이드 콘덴서 블랙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헤드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ME 34 W 005061 카디오이드 콘덴서 화이트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헤드

MZH 3015 W 제품 웹  
페이지

ME 35 005063 슈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블랙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캡슐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ME 35 W 005064 슈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화이트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캡슐

MZH 3015 W 제품 웹  
페이지

ME 36 005065 샷건 콘덴서 블랙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캡슐, 샷건형 튜브 
미니 마이크 헤드 

MZH 3015, 
MZH 3040, 
MZH 3042, 
MZH 3062, 
MZH 3072

제품 웹  
페이지

ME 36 W 005066 샷건 콘덴서 화이트 젠하이저 MZH  
구즈넥용 편향  
콘덴서 마이크  
캡슐, 샷건형 튜브 
미니 마이크 헤드 

MZH 3015 W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4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4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4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4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5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5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5
https://www.sennheiser.com/gooseneck-microphone-condenser-microphone-head-conference-me-35
https://www.sennheiser.com/mini-shotgun-microphone-directional-lobar-me-36
https://www.sennheiser.com/mini-shotgun-microphone-directional-lobar-me-36
https://www.sennheiser.com/mini-shotgun-microphone-directional-lobar-me-36
https://www.sennheiser.com/mini-shotgun-microphone-directional-lobar-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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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캡슐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패턴 마이크 유형 색상 추가 정보 호환식 핸드헬드 웹 링크

MMD 835 BK 502575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다양한 응용 분야를  
위한 일관된 픽업 패턴 
(카디오이드) 및 강력한 
사운드의 마이크 모듈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 435 508829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섬세한 사운드를 위한 
미묘한 차이의 해상도와 
투명성을 자랑하는 다이나믹 
마이크 캡슐(카디오이드). 
시끄러운 환경에 적합합니다. 
젠하이저표준 캡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젠하이저 무선 
시스템과 호환 가능

EW-D(X)-SKM-S, 
SKM 300 G4-S, 
SKM 500 G4,  
SKM 6000

제품 웹 
페이지

MM 445 508830 하이 리젝션 
슈퍼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하이 리젝션 슈퍼 카디오 
이드 픽업 패턴의 MM 445
는 모든 응용 분야에서 
주의를 집중시키고, 볼륨 
레벨이 아무리 높아도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방지해 
줍니다. 젠하이저표준 캡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젠하이저 무선 
시스템과 호환 가능

EW-D(X)-SKM-S, 
SKM 300 G4-S, 
SKM 500 G4,  
SKM 6000

제품 웹 
페이지

MMD 42-1 506772 무지향성 다이나믹 블랙 바람과 핸들링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특수 설계로 
야외 프레젠테이션에 
이상적입니다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D 845 502576 슈퍼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피드백 리젝션이 특히  
높고 일관된 픽업 패턴(슈퍼 
카디오이드)을 가진 마이크 
캡슐. 보컬에게 엄청난  
공간과 볼륨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mmd-835-bk
https://www.sennheiser.com/mmd-835-bk
https://www.sennheiser.com/mm-435
https://www.sennheiser.com/mm-435
https://www.sennheiser.com/mm-445
https://www.sennheiser.com/mm-445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head-dynamic-omnidirectional-mmd-42-1
https://www.sennheiser.com/microphone-head-dynamic-omnidirectional-mmd-42-1
https://www.sennheiser.com/mmd-845
https://www.sennheiser.com/mmd-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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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캡슐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패턴 마이크 유형 색상 추가 정보 호환식 핸드헬드 웹 링크

MMD 935 502577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우수한 음향 특성과 균일한 
정축(on-axis) 및 비축
(off-axis) 응답을 제공하는 
카디오이드 마이크 헤드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D 945 502579 슈퍼 
카디오이드

다이나믹 블랙 피드백 리젝션이 특히 높고 
일관된 픽업 패턴(슈퍼 
카디오이드)을 가진 마이크 
캡슐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E 865 502581 슈퍼 
카디오이드

콘덴서 블랙 커패시터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 모듈. 높은 프레젠 
스와 피드백 리젝션으로 
보컬과 음성 전송에 
이상적입니다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K 965-1 BK 502582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전환 가능

콘덴서 블랙 듀얼 멤브레인 기술로 픽업 
패턴을 카디오이드나 슈퍼 
카디오이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구 
없이도 쉽게 설치 가능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MMK 965-1 NI 502584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전환 가능

콘덴서 실버 듀얼 멤브레인 기술로 픽업 
패턴을 카디오이드나 슈퍼 
카디오이드로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공구 
없이도 쉽게 설치 가능

EW-D(X)-SKM-S, 
SKM 6000,  
SL Handheld DW, 
SKM 100 G4,  
SKM 300 G4,  
SKM 500 G4

제품 웹 
페이지

https://www.sennheiser.com/vocal-microphone-capsule-head-cardioid-mmd-935
https://www.sennheiser.com/vocal-microphone-capsule-head-cardioid-mmd-935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head-super-cardioid-mmd-945
http://www.sennheiser.com/microphone-head-super-cardioid-mmd-945
http://www.sennheiser.com/mme-865-1-bk
http://www.sennheiser.com/mme-865-1-bk
https://www.sennheiser.com/mmk-965-1
https://www.sennheiser.com/mmk-965-1
https://www.sennheiser.com/mmk-965-1
https://www.sennheiser.com/mmk-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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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캡슐 포트폴리오

품목 번호 패턴 마이크 유형 색상 추가 정보 호환식 핸드헬드 웹 링크

ME 9002 502587 무지향성 콘덴서 블랙 영구 편향 콘센서 마이크 
캡슐(무지향성)은 탁월한 
사운드 명료성을 제공하면서 
핸들링 노이즈와 팝 감도를 
최소화합니다. 마이크 
헤드에 내장된 유니크한 쇼크 
마운트가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처럼 캡슐을 고정해 
줍니다

EW-D(X)-SKM-S, 
SKM 6000

제품 웹 
페이지

ME 9004 502588 카디오이드 콘덴서 블랙 영구 편향 콘센서 마이크 
캡슐(카디오이드)은 탁월한 
사운드 명료성을 제공하면서 
핸들링 노이즈와 팝 감도를 
최소화합니다. 마이크 
헤드에 내장된 유니크한 쇼크 
마운트가 스튜디오 콘덴서 
마이크처럼 캡슐을 고정해 
줍니다

EW-D(X)-SKM-S, 
SKM 6000

제품 웹 
페이지

http://www.sennheiser.com/me-9002
http://www.sennheiser.com/me-9002
http://www.sennheiser.com/me-9004
http://www.sennheiser.com/me-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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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마이크 픽업 패턴

픽업 패턴 설명 마이크 예시

무지향성

일반적으로 사운드를 픽업하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이크 위치는 실제로 어떤 사운드가 어떻게 
픽업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드백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지향성 마이크는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거나 유리벽이 있는 공간 등  
반사가 많은 민감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E 9002  
MMD 42-1 
MKE 1  
MKE 2  
SL Headmic 1

카디오이드

피드백에 민감한 환경(유리벽, 스피커 설치, 소음이  
많은 환경)에 가장 적합한 마이크.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 음질이 달라집니다. 여러 명의 연사가 이야기하는 
경우(토론, 여러 대화자 간의 대화 등) 이를 분리하는  
데 가장 적합합니다

ME 34  
MMD 835  
MM 435  
MMD 935  
ME 9004 
MEB 104 
MEB 114  
MEG 40 
HSP 4

슈퍼 카디오이드

볼륨만 약간 조정하면 되므로 움직임이 많은 경우  
구즈넥 마이크가 주로 사용됩니다. 슈퍼 카디오이드 
마이크는 다른 마이크에 비해 연사가 마이크에서 더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ME 35 
MM 445 
MMD 845 
MME 865 
MMD 945

샷건

샷건 마이크는 가장 지향적인 마이크로, 측면 소음 
제거가 탁월합니다. 샷건 마이크는 연사/발표자/
교육자가 마이크 바로 앞에 서 있지 않고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M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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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마이크 유형

다이나믹 콘덴서

일렉트리트 트루 콘덴서

견고성 • • • • • • • 
감도 • • • • • •

48V 팬텀 파워 – 필수 필수

예산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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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of Audio

Sennheiser electronic GmbH & Co. KG
Am Labor 1, 30900 Wedemark, Germany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및 프로 오디오용 
젠하이저 마이크 및 액세서리를  
모두 살펴보시려면 웹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www.sennheiser.com

http://www.sennheiser.com
www.sennheis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