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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를 위한
USB 콘덴서
마이크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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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팟캐스트, 유튜브 등

스 콘트롤이 가능하며, 다양한 스탠

의 인기에 힘입어 1인 미디어 시장

드에 마운팅 할 수 있다. 플러그 앤 플

에 적합한 마이크로폰의 수요가 매우

레이(Plug & Play) 방식으로 설계된
Lyra는 USB Type-C을 지원해 PC

높다. 이번에 AKG에서 새롭게 출시
한 Lyra는 Ultra-HD 오디오 품질의

USB 콘덴서 마이크로폰으로서, 4가
지의 캡쳐 모드를 제공해 모든 상황에

와 MAC 그리고 Android, iOS까지
연결할 수 있다. 콤팩트한 구성으로

맞는 완벽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는 Lyra는 특히
1인 미디어 제작자들에게 새로운 대

완벽한 캡처를 위해 적응형 캡슐 어

안이 될 마이크로폰이 될 것이라는 기

레이를 장착하고, 헤드폰 출력 및 믹

대를 모은다.

1인 미디어를 위한 마이크로폰
크리에이터들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
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Lyra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기기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
다. 우선 USB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별도의 오디
오 인터페이스 없이 다이렉트로 PC와 연결해 녹음
할 수 있으며, USB Type-C 단자의 지원으로 PC
와 MAC부터, Android까지 호환 가능하며, iOS
의 경우에는 변환 단자를 사용해 연결할 수 있다.
특히 24bit/192kHz의 품질로 깨끗한 오디오
를 녹음할 수 있고, 4개의 레코딩 모드는 상황에
따라 마이크로폰의 지향성을 변경해 다양한 환경
에서도 편리하게 레코딩을 할 수 있다. 자체 조정
식 충격 마운트는 접촉 노이즈를 최소화하도록 설
계되었고, 내장된 사운드 디퓨저는 AKG의 과부하
방지 기술을 통해 노이즈를 최소화하여 깨끗한 소
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Lyra는 구입 시 제공되는
데스크톱 스탠드 이외에 다른 마이크 스탠드에도
마운트 할 수 있다.

AKG Lyra
• Transfer Protocol : USB 2.0
• Transducer : 4 proprietary, permanently polarized
back plate, condenser capsules
• Capture Modes : Selectable(Front, Front & Back,
Tight Stereo and Wide Stereo)
• Frequency Bandwidth : 20Hz~20kHz
• Bit Depth / Sample Rate : 24bit / 192kHz
• Maximum SPL : 129dBSPL(0.5% THD)
• Power Requirement / Consumption : 5V USB / 75mA

장소와 환경의 제약을 없애다

AKG Lyra는
4개의 적응형
캡슐 어레이를
사용하여 4가지의
캡처 모드를
지원한다.

Lyra는 적응형 캡슐 어레이를 사용하여 4가지의 캡처
모드를 지원한다. 보컬 또는 근접 마이크 녹음을 위한 프론
트(Front) 모드, 인터뷰나 팟캐스트에 적합한 프론트 & 백
(Front & Back) 모드, 악기 및 어쿠스틱 기타 녹음에 좋은
타이트 스테레오(Tight Stereo), 룸 엠비언스까지 녹음할
수 있는 와이드 스테레오(Wide Stereo)가 있다. 이 4가지
의 캡처 모드는 기기 후면부 패널에 배치돼 다이얼을 돌려
선택 가능하며 하단의 게인 노브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다.
전면부에는 캡처 모드를 나타내는 LED 및 음소거 버튼과
헤드폰 출력을 조정할 수 있는 단자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제품 구매시 전용 DAW 소프트웨어인 Ableton
Live 10 Lite를 제공하는데, 기존에 DAW를 사용하고 있
지 않거나 비싼 가격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용자들에게 희소
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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