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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ure high-definition sound isolating earphones, SE315, SE425, and SE535, user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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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315 SE425 SE535   
Sound Isolating  Earphones

Sound Isolating  Earphones
Shure Sound Isolating  이어폰은 밸런스드 아마추어 스피커를 내장하였으며 외부 소음을 차단하여 정밀한 사운드스테이지를 제공합

니다. 강력하고 스타일리쉬한 Shure SE 이어폰은 탈부착이 가능한 케이블, 어댑터, 견고한 운반 케이스, 교환이 가능하며 편안하고 개

인 맞춤형인 Sound Isolating 슬리브와 함께 제공됩니다.

착탈식 케이블
선택사양인 콤포넌트를 부착하거나 손상된 케이블 교체를 위해 이어폰에서 케이블을 분리해야 할 수도있습니다. 실수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넥터에 스너그 피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폰과 커넥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십시오.

플라이어(plier)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결합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깝게 이어폰과 커넥터를 잡으십시오.
똑바로 잡아 당기십시오 - 비틀지 마십시오. 케이블은 스냅피트 방식이며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 각도를 주고 잡아 당기면,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잡아 당기거나 이어폰 노즐에 힘을 주지 마십시오.
연결 할 때 딸칵 소리를 들으십시오.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L" 과 "R"표시를 맞추십시오. 선명한 케이블과 이어폰을 위해, 색깔 도트(레드 = 오른쪽, 블루=왼쪽)를 

맞추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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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폰 착용하기
다음은 이어폰을 착용하는 몇 가지 제안 방법입니다.

귀를 감싸게 케이블을 착용한 다음 머리 뒤에서 고정시키면 운동 중에도 벗겨지지 않습니다.

케이블을 팽팽하게 당기고 케이블 신치(cinch)를 올려서 단단히 죕니다.

이어폰 삽입하기
이어폰을 삽입하여 밀착하도록 합니다. 이어폰의 밀착도는 음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 만약 주파수 반응(베이스)이 부족하다면, 이어폰 슬리브가 밀착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어폰을 귀 안쪽으로 더욱 깊이 밀어 넣거나 다른 슬리브를 이용해 보십

시오.

경고: 이어폰 슬리브를 귀도 입구보다 더 안쪽으로 밀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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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브 바꾸기
비튼 다음 잡아 당겨 슬리브를 노즐로부터 제거합니다.
새로운 슬리브를 집어넣어 바브와 노즐을 완전히 덮도록 합니다.

주의: 만약 바브나 노즐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슬리브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입니다. 슬리브가 노즐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슬리브를 교체하십시오. 
제대로 들어 맞는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Shure 에서 제공하는 슬리브만을 이용하십시오 (사용자 맞춤형 슬리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어폰 제거하기
이어폰 몸체를 잡고 부드럽게 돌리면서 빼내십시오.

노트: 이어폰을 빼기 위해 케이블을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Shure Incorporated

6/8

•
•

•
•
•
•

슬리브 선택하기
가장 잘 들어맞고 방음이 잘되는 이어폰 슬리브를 선택하십시오. 넣기 쉽고, 잘 맞으며, 쉽게 빠져야 합니다.

소프트 플렉스 슬리브: 소형, 중형 및 대형 슬리브가 있습니다. 유연한 고무로 제작되었습니다.

소프트 폼 슬리브: 손가락으로 폼 슬리브를 압착한 다음 귀도에 삽입하십시오. 폼이 팽창하는 10초 동안 잡

고 계십시오.

트리플-플랜지 슬리브: 필요할 경우 가위로 슬리브의 가장자리를 다듬으십시오.

이어폰 노즐 청소하기
음질에 변화가 있으면, 슬리브를 빼고 이어폰 노즐을 체크하십시오. 노즐이 막혀 있으면, 세척 도구의 와이어 루프 끝을 이용하여 뚫어 

줍니다.

노즐이 막히지 않았거나 음질이 나아지지 않으면 슬리브를 새로 교체하십시오.

주의: 노즐을 세척할 때에는 이어폰 노즐에 어떠한 물체도 강제로 삽입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로 삽입할 경우, 이어폰의 사운드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고: 해당 청소 도구는 이어폰을 청소할 때에만 사용하십시오. 그러한 도구로 귀를 청소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어폰의 케이블 커넥터는 암설이나 다른 저질을 모으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오디오 퀄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물질이 있을 경우, 케이블 연결을 해제하고 

마른 면봉으로 청소하십시오.

유지관리 및 청소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슬리브와 노즐이 단단히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음질과 제품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폰과 슬리브는 가능한 한 깨끗하고 건조된 상태로 보관합니다.
슬리브를 청소하려면, 이어폰에서 분리한 후, 따뜻한 물에서 부드럽게 헹군 다음 공기 중에서 말립니다. 폼 슬리브는 오랫동안 건

조시켜야 합니다. 손상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하다면 점검하십시오. 이어 슬리브는 반드시 완전히 말린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어폰과 슬리브가 오염되지 않도록 약한 소독제로 닦아 주십시오. 알코올 성분의 소독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어폰을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제대로 슬리브가 맞지 않는다면 교체하십시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보증은 무효가 되며 사람의 부상이나 제품의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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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변환기 유형

SE535/535LTD Red 트리플 Balanced-armature 드라이버

SE425 듀얼 balanced-armature 드라이버

SE315 HD 마이크로 드라이버

감도
1 kHz에서

SE535/535LTD Red 119  dBSPL/MW

SE425 109  dBSPL/MW

SE315 116  dBSPL/MW

임피던스
1 kHz에서

SE535/535LTD Red 36  Ω

SE425 22  Ω

SE315 27  Ω

주파수 범위

SE535 18  Hz~19  kHz

SE535LTD Red 18  Hz~19 .5  kHz

SE425 20  Hz~19  kHz

SE315 22  Hz~18 .5  kHz

입력 커넥터

금도금 3.5mm(1/8”) 스테레오 미니 잭 플러그 및 6.35 mm(1/4”) 스레드형 어댑터 제공

순중량

30  g (1  oz.)

작동 온도

-18°C ~ 57°C (0°F ~ 135°F)

보관 온도

-29°C ~ 74°C (-20°F ~ 165°F)

액세서리
이어폰 슬리브

교체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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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 케이스

뮤직 폰 부속품 케이블

볼륨 컨트롤

어댑터

이어폰 액세서리 및 기타 Shure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www.shure.com/en-US/products/accessories

인증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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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hure.com/en-US/products/access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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