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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H1540   
프리미엄 밀폐형 헤드폰

General Description
Building on over 85 years of audio experience, the SRH1540 Premium Closed-Back Headphones deliver world-class audio 
performance, comfort and durability to listeners of all kinds—professional engineers, musicians and audiophiles. Developed 
with premium materials and precision engineering, the SRH1540 utilizes 40 mm neodymium drivers for an expansive 
soundstage with warm bass and extended highs. A replacement set of ear pads, zippered travel case, and an additional cable 
ensure years of uninterrupted listening enjoyment.

40 mm neodymium drivers deliver superior acoustic performance for an expansive soundstage with warm bass and 
extended highs.
Closed-back, circumaural design rests comfortably over the ears and reduces background noise.
Lightweight construction featuring aircraft-grade aluminum alloy yoke and carbon fiber cap for enhanced durability.
Steel driver frame with vented center pole piece improves linearity and eliminates internal resonance for consistent 
performance at all listening levels.
Ergonomic dual-frame, padded headband is lightweight and fully adjustable for hours of listening comfort.
Oxygen-free copper cable (OFC) with Kevlar  reinforced jacket for superior performance and durability.
Dual-exit cables with gold-plated MMCX connectors provide secure connection and detachability for easy storage or 
replacement.
Replaceable ear pads made with Alcantara  and low density, slow recovery foam for exceptional comfort.
Additional cable, replacement ear pads, and zippered travel case included for years of listening enjoyment.
Legendary Shure durability to withstand the rigors of everyday use.

유지 관리
부드럽고 촉촉한 천으로 닦으십시오.

주의: 용제가 함유된 세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드라이버 개구부에 액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착탈식 케이블
보관이나 손상된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헤드폰에서 케이블을 분리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케이블 연결은 매일 사용을 위해 고안된 것

이 아니며, 예기치 않은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커넥터는 적당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케이블을 제거하거나 연결할 때 특별히 조심하십시

오.

플라이어(plier)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케이블을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비스듬한 각도 에서 잡아 당기지 마십시오.

주: 각도를 주고 잡아 당기면, 커넥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비틀지 마십시오, 케이블은 스냅피트(snap fit)방식이며 조여져 있지 않습니다.
연결 할 때 딸칵 소리를 들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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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을 다시 연결할 때, "L" 과 "R" 표시 및 색상을 맞추십시오(적색= 오른쪽).

사양
형식

밀폐형,귀 전체를 덮음

변환기 유형

다이내믹, 네오디뮴 마그네틱

드라이버 크기

40 mm

주파수 응답

5 ~ 25,000 Hz

감도
1 kHz에서

99 dB/mW

임피던스
1 kHz에서

46 Ω

차음
1 kHz에서

1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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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입력 파워

1000 mW

무게

자체 무게 (케이블 제외) 286 g (10.1 oz.)

포장시 무게 1.97 kg (4.33 lbs)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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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1.8 m, 듀얼-엑시트, 착탈식, OFC(oxygen-free copper)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지퍼가 달린 하드 휴대 케이스



Shure Incorporated

6/8

¼인치 홈 금도금 어댑터

교체용 이어컵 패드 1세트

2 듀얼-엑시트(Dual-Exit), 탈부착 가능 케이블

경고
지나치게 볼륨을 높여 오디오를 청취하면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볼륨에서 사용하십시오. 과도한 사

운드 레벨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청력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NIHL).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제시한 음압 레벨에 따른 최대 노출시간에 대한 다음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90 dB SPL

8시간

95 dB SPL

4시간

100 dB SPL

2시간

105 dB SPL

1시간

110 dB SPL

30분

115 dB SPL

15분

120 dB SPL

이러한 음압을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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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유의사항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경고”나 “주의” 두가지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위험의 절박한 정도나 피해의 심각성

에 따릅니다.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주의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가벼운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고
물이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의
고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절대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을 주거나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극한의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제한 보증
Shure Incorporated(“Shure”)는 아래에 기술한 예외를 제외하고, 제품을 최초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본 제품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해 Shure로부터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일시로부터 2 년 동안 사용 자재 및 제작기술 측면에서 제

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함께 포장된 모든 충전용 건전지는 소비자가 최초로 구입한 날로부터 1 년 간 보증됩니다. 하지만, 충전

용 건전지는 온도, 보관기간, 충전 주기 및 기타 요인에 의해 그 용량이 감소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용량의 감소는 재료 또는 제작기술

의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hure는 자체 결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돌려 드립니다. 이 보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돌려받는 시점에,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초 구입 영수증을 구입 증빙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Shure가 불량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Shure는 불량품을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 또는 Shure가 최소한 대

등한 기능과 품질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별도 모델의 제품으로 교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여, 보험에 들고 제품 구입 증빙과 함께 반환용 

우편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Shure Incorporated의 다음 부서로 반송하십시오: 서비스 부서, 주소는 하기 참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대리점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십시오. 반송 주소는 www.Shure.com의 목록을 참조

하거나 하기 주소로 Shure 에 연락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 보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은 제품을 규정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이 잘못된 경우, Shure가 제공한 지

침을 무시하거나, 사용누적에 따른 일반적인 성능 열화, 천재지변, 부주의한 사용,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을 통하지 않은 제품 

구입, 제품을 무단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성 또는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명백하게 표현된 바 없는 일체의 보증은 이에 인정

되지 아니하며, 단 관련법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증서의 유효기간 및 보증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SHURE는 또

한 일체의 우발적, 특정적, 또는 인과적 손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암묵적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문구는 귀하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귀하께 구체적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주에 따라 다른 여타의 권리를 가

질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명령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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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증은 본 제품과 연계되거나 포함된 모든 다른 종류의 보증을 대체합니다. 단, 본 제품에 포함되거나 함께 포장된 임의의 소프트웨

어가 본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대신 해당 소프트웨어에 동반된 Shure 의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서 제공된 보증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서비스 센터
미국, 캐나다,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Shure Incorporated
담당자: 서비스 부서

945 Chaddick Dr.
Wheeling, IL 60090-6449 U.S.A.

유럽, 중동, 아프리카

Shure Europe GmbH
담당자: 서비스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인도네시아공식 서비스 센터:

Jakarta Hotline (021) 612 6388
Medan (061) 6612550
Surabaya (031) 5032219
Jogjakarta (0274) 371710
Denpasar (0361) 766788
Makasar (0411) 3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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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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