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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Wireless Go는 2.4GHz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는 소형 무선 마이크 
시스템입니다. 이 키트에는 내부 마이크가 장착된 송신기와 
3.5mm TRS 출력이 있는 수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정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RX(수신기)가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TX(송신기)가 켜집니다.

장치가 이미 페어링되어 오디오 전송을 시작하며, 
송신기는 내부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급된 윈드쉴드를 클립으로 부착하십시오.

원하는 경우 호환되는 외부 마이크를 연결하면 TX
가 자동으로 오디오 입력을 전환합니다.

RX의 3.5mm TRS 출력을 카메라의 마이크 입력 
또는 유사한 오디오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송신기 – TX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장치가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장치가 꺼집니다.

장치가 충전 모드일 때는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내장 마이크
외장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송신기는 내장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최적화된 온보딩 프로세싱

오디오 출력
표준 3.5mm TRS 마이크 입력

호환 가능한 마이크용 2.8V 플러그인 전력 공급

“전원” 및 “링크” LED

전원 LED
켜짐 = 내장 배터리가 20% 이상입니다.

느리게 깜박임 = 내장 배터리가 20% 이하입니다.

빠르게 깜박임 = 내장 배터리가 10% 이하입니다.

이중 깜박임 = USB를 통해 충전 중(100% 
충전에 도달하면 깜박임이 멈춤)

링크 LED
켜짐 = 페어링되어 RX로 전송 중

느리게 깜박임 = RX에 연결되지 않았거나 범위를 벗어남

빠르게 깜박임 = 페어링 모드(3초 후 시간 초과됨)

꺼짐 = TX가 충전 모드이며 수신기로 전송하고 있지 않음

USB-C
표준화된 USB-C 포트

USB 전원 공급장치로 충전하는 데 사용되며,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원 LED는 장치가 꺼져있는 동안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충전 모드를 나타내며, 전원 버튼을 
빠르게 한 번 누르면 TX가 켜집니다.

내장 마이크

LavMic 입력

청구 상태

연결 상태

USB-C

전원 버튼



수신기 – RX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장치가 켜집니다.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장치가 꺼집니다.

장치가 충전 모드일 때는 한 번 누르면 켜집니다.

“dB” 버튼
“dB”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오디오 출력 레벨
(0dB, -6dB, -12dB)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오디오를 수신하는 장치의 요건에 따라 레벨을 
설정하십시오(예: 휴대용 레코더, 스마트폰, 카메라 등).

RX는 추후 사용을 위해 선택사항을 기억해 둡니다.

링크 버튼
RX와 TX는 사전에 페어링되어 제공됩니다.

페어링이 필요한 경우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릅니다.

화면의 신호 강도 아이콘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TX의 전원 버튼을 한 번 누릅니다.

TX와 RX가 즉시 페어링됩니다.

오디오 출력

표준 3.5mm TRS 출력

다중 모노 신호

USB-C
표준화된 USB-C 포트

USB 전원 공급장치로 충전하는 데 사용되며, 추후 펌웨어 
업데이트를 위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장치가 꺼져있는 동안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화면에 충전 모드가 표시되며, 전원 버튼을 
빠르게 한 번 누르면 RX가 켜집니다.

RX TX

USB-C

TRS 출력

페어 버튼

“dB” 버튼

송신기 배터리 상태

수신기 배터리 상태

마이크 입력 레벨 미터 
(빨간색 = 클리핑)

페어링 상태 및 신호 강도
표시기
오디오 출력 레벨 3x 옵션

전원 버튼



SPECIFICATIONS

전송 유형: 2.4GHz 주파수
애자일 디지털 시스템

내부 캡슐
음향 원리:
극지 패턴:
동등한 입력 잡음
@ 최대 이득:
주파수 범위:

사전 분극 된 압력 변환기
전 방향

21.8dB (A 가중치)
50Hz - 20kHz

외부 마이크 입력
마이크 입력: 20Hz - 20kHz

최대 출력 
수평: +3dBu

최대 SPL (마이크): 100dB SPL (1kHz @ 1m)

동적 범위: 100dBA (마이크 프리 앰프) 

전력 요구 사항:

배터리 수명:

USB를 통해 충전 가능한 내장형 Li-po 
배터리
최대 7 시간

아날로그 입력:
아날로그 출력:

3.5mm TRS 핀 마이크 입력 (송신기)
3.5mm TRS (수신기)

컴퓨터 연결: USB (펌웨어 업데이트)

OS 요구 사항: (펌웨어 업데이트 전용) MacOS 10.11 
이상 Windows 10 이상

폼 팩터:
무게 (g):
치수 
(W×L×H, mm):

클립 온 팩
TX: 31 RX: 31
TX: 44 × 45.3 × 18.5 
RX: 44 x 46.4 x 18.5

포함 된 액세서리: 2 x 모피 윈드 실드, 1 x 파우치, 2 x 
USB-A to USB-C 케이블,
1 x SC2 케이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