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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acteristics

Unpack your MXL POP LSM-9 Premium Dynamic Vocal Microphone package carefully and verify that all of the following items 

are included:

•  MXL POP LSM-9 Microphone

•  Hard Mount Mic Stand Adapter
If any of these items are missing or damaged, contact the company from which you purchased the microphone.

The MXL® POP LSM-9 Microphone is a brightly-colored dynamic stage mic that bridges the gap between the professional stage 
and at-home entertainment systems. Perfect for on-stage performers looking to stand out, the POP LSM-9 uses high-quality 
components to produce a remarkable sound, and is specially crafted to cancel vibrations and handling noise for a clean, clear 
performance. Bands, vocal groups, and pro karaoke singers alike will be impressed with the POP LSM-9’s clear sound and 
durable, all-metal construction that is built to last night after night.

Thank you for choosing the MXL POP LSM-9 Premium Dynamic Vocal Microphone. For best results, please take a few 
moments to read this manual and familiarize yourself with proper operation and care of this microphone.

Warranty

Care

MXL microphones are guaranteed against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purchase. If you encounter any problem with 
this unit, promptly contact the company from which you purchased it for assistance. The original dated sales receipt will be necessary for any warranty 
claim. Do not send any unit directly to us without prior authorization from our service department. Warranty coverage is limited to repair or replacement (at 
our option) of the microphone, and does not cover incidental damages due to use of this unit, nor damage caused by accidental misuse of this product.

Dust and foreign material can reduce the performance of a microphone over time, so you should store the MXL POP LSM-9 in its case when not in use.

Specifications

Polar PatternFrequency Chart

JR112717a

Type Dynamic

Frequency Response 50Hz -18kHz

Polar Pattern Super-Cardioid

Impedance 600 ohms

Sensitivity -74dB (0dB=1V/μbar at 1KHz)

Size 54.9mm x 200mm/2.16 in. x 7.87 in.

Weight 363g/0.80 lbs



내용

기본 성향

제품 패키지를 개봉하시면 아래의 내용물이 들어있습니다.

• MXL POP LSM-9 마이크로폰

• 하드 마운트 마이크로폰 스탠드 어댑터

만약 내용물이 손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제품 구매처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POP LSM-9 마이크로폰은 매우 밝은 색을 띄는 스테이지용 다이나믹 마이크로폰이며 전문가와 집에서 가볍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두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스테이지 위의 뮤지션들이 사용하기에 완벽한 PO LSM-9은 고품질의 부품을 사용해 환상적인 
소리를 뽐내며 깨끗한 사운드를 위해 진동이나 핸들링 노이즈를 완전히 억제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밴드, 그룹, 그리고 전문 공연 
가수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을 줄 수 있는 POP LSM-9은 고음역대가 오픈된 밝은 사운드를 내며 전체가 메탈로 이루어져 있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MXL POP LSM-9 프리미엄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을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잠시 시간을 내시어 이 
안내서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다이나믹 보컬 마이크로폰 

보증

주의

MXL 마이크로폰의 보증기간은 구매후로부터 1년 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구매처에 바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품 보증에는 구매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제품을 바로 저희 서비스 센터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대한 보증은 수리나 교체로 이루어지며 고의적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고장이 난 제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먼지나 이물질은 마이크로폰의 성능을 점차 저하시키는 요소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MXL POP LSM-9 전용 케이스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사양

폴라 패턴주파수 반응

JR112717a

종류 다이나믹

주파수 반응 50Hz -18kHz

폴라 패턴 슈퍼 카디오이드

임피던스 600 옴

감도 -74dB (0dB=1V/μbar at 1KHz)

크기 54.9mm x 200mm/2.16 in. x 7.87 in.

무게 363g/0.80 l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