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설명
55SH 시리즈 II는 Shure의 클래식한 UNIDYNE 디자인과현대의음향구성
부품들이결합되어오늘날공연수준을충족시킬수있도록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이크는특성화된 Shure presence peak 기술을이용하여매우훌륭한
보컬수음력을갖고있습니다.

55SH 시리즈 II는 마이크후면으로부터의수음을최소화시키는카디오이드
(단일지향성) 극성패턴을가집니다. 이는 55SH II 시리즈가피드백문제없
이스피커와아주근접하게사용될수있도록해주고, 전지향성마이크가할
수없는불리한음향조건아래서도공연할수있도록합니다.

55SH시리즈 II는마이크입력정격 75 ~ 300 ohms 와연결할수있도록디자
인되었고, 안정적인저-임피던스출력장치를장착하고있습니다. 이 마이크
에는스탠드노이즈를줄이기위한카트리지쇽마운트와, On/Off 스위치, 부
착식셀프텐셔닝 5/8인치 27쓰레드스위블마운트등이장치되어있습니다.

이 마이크는대중연설이나공연무대음향시스템, 그리고방송, 녹음, 및 그
외의스탠딩마이크의클래식한외관이필요한곳에음향장비로사용되기
적합합니다.

특징
• 놀라운피드백이전게인과뛰어난비축 (off-axis) 사운드거부를위한균

일한단일지향성패턴
• 맞춤화된주파수응답은연설이나보컬그리고악기를쓰는음악에맞는

형태임
• 내구성이강한크롬다이캐스트메탈구조와메카니컬디자인
• 클래식한외관과현대적성능
• 스탠드노이즈를최소화하여잡음없는동작을보장하는쇽마운트카트

리지
• 전면으로45도에서후면으로80도까지기울일수있는셀프-텐셔닝스위

블마운트
• 온/오프스위치
• Shure의 품질, 내구성과신뢰성

사양
형식
다이나믹 (무빙코일)

주파수응답
50 ~ 15,000 Hz

극성패턴
카디오이드

출력임피던스
EIA 정격 150 Ω (270 Ω 실제)

감도
1 kHz에서, 개방회로전압

-58.0 dBV/Pa[1]

극성
다이어프램상의양압은핀 2에서핀 3 대비양전압을생성합니다.

무게
0.624 kg (1.37 lb)

외장케이스
크롬도금된다이캐스팅
0

98765432 98765432

+20

+10

0

–10

–20

dB

20 50 100 1000 10000 20000

Hz

주파수응답

50 Hz
200 Hz
500 Hz

1000 Hz
5000 Hz

일반적인극성패턴

0 [1] 1 Pa = 94 dB S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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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mm
(3 15/16 in.)

77.8 mm
(3 1/16 in.)

34.1 mm
(1 11/32 in.)

27 mm
(1 1/16 in.)

5/8 - 27  TH’D 42.1 mm
(1 21/32 in.)

55.6 mm
(2 3/16 in.)

115 mm
(4 17/32 in.)

73 mm
(2 7/8 in.)

23.8 mm
(15/16 in.)

Off

전체치수

카트리지

스위치

검정색

검정색
노란색

파란색
코드 터미널

액세서리

액세서리선택사양
C25J7.6 m (25 ft.) 케이블 (XLR-XLR)

교체용부품
R11555SH 시리즈 II 전용카트리지
R115SSuper 55 전용카트리지

인증
이제품은관련된모든유럽지침의필수요건을충족하며CE마크를사용할
자격이있습니다.

CE 적합성선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유럽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본부
부서: EMEA 승인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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