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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사용 전에 반드시 “안전 주의사항”
을 읽어 주십시오.
본 설명서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여 향후에 
참조하도록 하십시오.

경고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감전, 누전, 손상, 화재 및 
기타 위험으로 인해 부상 및 사망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징후 발견 시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USB 
케이블을 뽑으십시오.
-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

- 제품 내부에 이물질이나 물이 들어간 경우

- 제품 사용 중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

- 제품에 균열 또는 기타 눈에 띄는 손상이 보
이는 경우

Yamaha 공식 AS 센터에 제품 점검 또는 
수리를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해 금지

• 본 제품의 내부 부품을 분해, 개조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부상 또는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수 경고

•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물 또는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쏟아질 우려가 있는 
액체가 담긴 용기(예: 화병, 병 또는 유리컵)를 
본 제품에 올려놓지 않도록 하십시오.

• 절대로 젖은 손으로 케이블을 꽂거나 빼지 
마십시오.

화재 경고

• 제품 근처에 연소성 물품이나 불꽃을 놓지 마
십시오.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아래에 열거되어 있는 기본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신체적 
부상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들이 있으나 이 사항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 및 연결

• 불안정한 장소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는 본 
제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체가 떨어져서 
고장이 나거나 사용자나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본 제품을 보관

하십시오. 본 제품은 어린이가 있을 만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부식성 가스 또는 염기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제품을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케이블을 모두 분리한 후 본 제품을 
옮기십시오.

• 장기간 제품을 사용할 때 마이크 스탠드의 
노브, 소켓, 조정기 및 레그 나사를 모두 꽉 
조이십시오. 헐거운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마이크가 떨어지거나 마이크 스탠드가 
기울어져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이 헐거워지면 다시 꽉 조이십시오.

유지보수

• 제품을 청소할 때 USB 케이블을 뽑으십시오.

취급상 주의

• 제품에 올라가거나 무거운 물체를 올려놓지 
마십시오.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안전 주의사항

한
국
어

주의사항
제품의 오작동/손상, 데이터 손상 또는 기타 
재산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준수하십시오.

 취급 및 유지보수
• TV, 라디오 또는 기타 전기 제품 부근에서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TV 또는 라디오에서 잡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먼지, 진동이 많은 곳, 극심한 저온 또는 고온

의 장소에 본 제품을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로 인해 패널의 외관 변형, 불안정한 작동 
또는 내부 부품의 손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온도 변화가 심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 내부나 표면에 응축 현상이 나타나 
제품이 파손될 수 있습니다.

• 물방울이 맺혔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제품 
파손 방지를 위해 물방울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제품을 켜지 말고 몇 시간 동안 
놔두십시오.

• 비닐, 플라스틱 또는 고무로 된 물체는 제품에 
올려 놓지 마십시오. 패널이 변형되거나 변색

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세척하는 경우 부드러운 마른 천을 
사용하십시오. 제품이 변형되거나 변색될 
수 있으므로 도료희석제, 용제, 세정액 또는 
화학약품 처리된 걸레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정보

 저작권
• 본 설명서는 Yamaha Corporation이 독점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기능/데이터

• XLR형 커넥터의 배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IEC60268 표준). 핀 1: 접지, 
핀 2: 핫(+), 핀 3: 콜드(-)

 본 사용설명서
• 본 설명서에 수록된 그림과 화면은 
설명용으로만 제시된 것입니다.

• 본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회사명과 제품명은 
각 회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 Steinberg, Cubase 및 WaveLab은 
Steinberg Media Technologies GmbH의 등록 
상표입니다.

 폐기
• 본 제품에는 재활용 가능한 구성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현지 
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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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개봉 후 가장 먼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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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구성(개봉 후 가장 먼저 확인)

팟캐스트 구성 개요
팟캐스트를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십시오. 

1. UR12 설정 안내서를 참조하여 콘솔 및 컴퓨터 구성을 완료합니다.

2. 본 책자를 참조하여 조립 및 연결을 완료합니다.

3. UR12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UR12, 마이크 및 주변장치 구성을 완료합니다.

4. WaveLab Cast를 구성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라이센스를 다운로드하여 활성화합니다.
https://new.steinberg.net/go/

다음 URL에서 WaveLab Cast, UR12 및 Cubase AI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steinberg.help

UR12 본체 1개 ST-M01
콘덴서 마이크 1개

마이크 스탠드 
레그 1개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 1개

XLR 케이블 1개 USB 케이블 1개마이크 마운트 1개 팝 스크린 1개

UR12 Podcast 
Starter Pack 패키지 
안내서(본 책자) 1본

UR12 구성 안내서 1본 CUBASE AI 
DOWNLOAD 

INFORMATION 1본

WAVELAB CAST 
DOWNLOAD 

INFORMATION 1본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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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및 관련명
부품 및 관련명 

부품의 실제 모양은 생산 날짜에 따라 위 그림과 다를 수 있습니다.

ST-M01
콘덴서 마이크

마이크 마운트 마이크 스탠드 
레그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

팝 스크린

XLR 커넥터

클램프

마이크 
고정 소켓

틸트 조정 노브

높이 조정 
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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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조립 방법

6

제품 조립 방법
표준 조립의 예시 

마이크 스탠드 조립

1. 마이크 스탠드 레그의 높이 조정 
소켓을 돌려 풉니다. 

2. 마이크 스탠드의 샤프트를 아래에서
부터 마이크 스탠드의 샤프트 구멍에 
끼워 넣습니다. 샤프트 구멍 내부의 
평평한 표면과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의 평평한 표면이 겹치도록 
합니다. 

3.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를 밀어 원하는 
높이*로 조정합니다. 

4. 높이 조정 소켓을 돌려 고정합니다. 

5.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에 마이크 
마운트를 장착합니다.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마이크 
마운트를 돌려 끼웁니다. 

6. 3개의 마이크 스탠드 레그를 열고 
평평한 표면에 스탠드를 놓습니다.

주의
데스크나 다른 높은 장소에 놓을 때 마이크 
스탠드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평평한 표면

평평한 표면

*25 mm 이상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제품 조립 방법
주의사항
최적의 제품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를 접지시키지 마십시오. 올바른 
상태는 삼각대의 세 지점으로만 마이크 스탠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마이크(ST-M01) 설치

7. 마이크 마운트의 틸트 조정 노브를 
조입니다. 

주의
마이크를 설치할 때 틸트 조정 노브를 조이십시오. 
틸트 조정 노브가 헐거우면 마이크 스탠드가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8. 마이크 마운트에 ST-M01을 놓으면서 
마이크 고정 소켓을 돌려 조인 후 
마이크 마운트에 ST-M01을 
고정합니다. 

주
Steinberg 로고가 부착된 쪽이 마이크 앞쪽입니다.

9. 마이크가 설치된 상태에서 조립한 
스탠드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7



제품 조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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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스크린 설치

10. 클램프를 돌려 풉니다. 

11. 클램프를 제 위치로 설정하여 마이크 
스탠드 샤프트를 고정합니다.

12. 클램프를 돌리고 조여 팝 스크린을 
고정합니다. 

13. 이에 따라 팝 스크린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도움말
마이크와 팝 스크린 사이에 약 주먹 너비의 틈을 
남겨 두십시오.

14. 팝 스크린이 설치된 상태에서 어떤 
흔들림도 없는지 확인합니다. 
불안정한 경우 12단계로 되돌아가 
팝 스크린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10 cm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연결의 예시
연결의 예시 
 

주
UR12를 iOS 기기에 연결할 때 Apple 액세서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

R

L

L

ST-M01
콘덴서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할 
때에는 연결한 후 
스위치를 켜십시오.
(분리하기 전에 
스위치를 끄십시오.)

USB 케이블

UR12 본체

XLR 케이블

iPhone/iPad

전면 패널

후면 패널

확인!

USB 어댑터/
USB 모바일 배터리

(외부 전원용)

[5V DC] 
잭 사용

[USB 2.0] 
포트 사용

컴퓨터 모니터 스피커
 UR12 팟캐스트 스타터 팩 패키지 안내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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