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310-FM
설치 안내서

User guide for the A310-FM flush mount tray accessory for Shure MXA310 table array microphones.
Version: 2.2 (202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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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10-FM   
설치 안내서

매립형 마운트 설치
MXA310 마이크에는 랙 트레이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튜브와 윙 너트가 들어 있습니다. 교체 부품 정보는 MXA310 사용 설명서를 참

조하십시오.

팁: 이 프로세스를 통해 네트워크 케이블의 양 끝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튜브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꽂기 전에(2단계) 네트워크 케이

블의 다른 쪽 끝에 액세스 불가능하면, 케이블을 다음 순서로 하드웨어 구성요소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윙 너트(올바른 방향은 이미지 참조)
브래킷(테이블 아래)
테이블

트레이(테이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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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마이크 하단 중앙에 있는 3개 나사를 제거합니다.

마이크에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중앙 엑시트 경로를 관통시킵니다. 케이블이 고정되면 튜브를 관통시킵니다.

주: 필요한 경우 고정 탭을 제거하여 보다 두꺼운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케이블에 설치된 후 탭을 교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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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이크 중앙의 들어간 부분에 튜브를 맞춥니다. 1단계에서 제거한 3개 나사를 설치하여 튜브를 고정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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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이블에 143mm(5 5/8인치) 구멍을 뚫은 후 트레이를 구멍으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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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이 중심에 있는 구멍으로 케이블을 관통시킵니다. 그런 다음 튜브를 테이블 구멍으로 통과시키고 마이크를 트레이 안으로 

가볍게 누릅니다. 마이크에 있는 Shure 로고와 트레이에 있는 Shure 로고를 나란히 정렬합니다. 마이크 하단에 있는 고무 발 4
개를 트레이의 작은 구멍 4개에 끼웁니다.

테이블 아래에 브래킷을 배치하고, 튜브를 구멍에 통과시킵니다. 두꺼운 테이블(55mm 이상)의 경우, 브래킷을 거꾸로 회전하

여 추가 여유 간격을 확보합니다.

주: 최대 테이블 두께 = 73mm(2.87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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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케이블을 윙 너트에 끼우고 윙 너트를 테이블 아래에서 튜브로 부착합니다. 그런 다음 윙 너트를 손으로 조여 테이블에 브래킷

을 고정합니다. 과도하게 조이거나 다음 토크 값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12.5kgf·cm.

옵션: 윙 너트의 구멍을 사용하여 케이블 관리용 케이블 타이트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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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인증

CE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수입업체/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EMEAsupport@shure.de

UKCA Notice:
Hereby, Shure Incorporated declares that this product with UKCA Marking has been determined to be in compliance with 
UKCA requirements. The full text of the UK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available at the following site: https://www.shure.com/
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Shure UK Limited - UK Importer
Unit 2, The IO Centre, Lea Road,
Waltham Abbey, Essex, EN9 1 AS, UK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https://www.shure.com/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https://www.shure.com/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Table of Contents
	A310-FM   설치 안내서
	매립형 마운트 설치
	설치 절차

	Dimensions
	Dimensions
	인증
	CE 공지: 
	UKCA 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