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710-FM
MXA710 마이크용 매립형 마운트 키트

User guide for the A710-FM flush mount kit for MXA710 microphones. Learn how to install the 2-foot or 4-foot mic to sit flush in walls, tables, 
or ceilings.
Version: 4.1 (202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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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0-FM   
MXA710 마이크용 매립형 마운트 키트

MXA710 매립형 마운트 키트
A710-FM 매립형 마운트 키트를 사용하면 음향 성능을 유지하면서 MXA710 선형 어레이를 테이블, 벽 또는 단단한 천장 표면에 매립 

장착하여 외관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착은 마이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편리한 케이블 배선을 위한 녹아웃과 절단 템플릿을 

제공하여 설치를 간소화합니다. 매립형 마운트 키트 프레임은 원하는 경우 테이블 표면에 맞도록 페인트를 칠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타

사 공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음향이 투명하게 전달되는 천으로 프레임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MXA710 매립형 마운트 설치
테이블과 건식 벽체(벽 또는 천장)에 매립형 마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은 동일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장착 표면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9.5~50.8 mm(0.375~2in.) 두께

장착 표면 및 다른 구조물 뒤에 최소 92 mm(3.62in.)의 열린 공간

건식 벽체 장착 위치 뒤에 벽 스터드 없음

매립형 마운트 치수:

A710-FM-2FT: 93.25 x 115 x 691.03 mm(3.67 x 4.53 x 27.21 in.) H x W x L
A710-FM-4FT: 93.25 x 115 x 1302.76 mm(3.67 x 4.53 x 51.29 in.) H x W x L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업해야 합니다.

직소 또는 다른 절삭 공구

매립형 마운트

매립형 마운트 프레임

장착 템플릿

드라이버

Cat5e (이상의) 이더넷 케이블

장착 템플릿을 표면에 부착합니다. 템플릿을 가이드로 사용하여 표면에서 개구부를 절단합니다.
A710-FM-2FT: 666.75 x 88.90 mm(26.25 x 3.5 in.)
A710-FM-4FT: 1276.35 x 88.90 mm(50.25 x 3.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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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립형 마운트를 개구부에 배치합니다. 클램핑 브래킷이 매립형 마운트와 평행해야 합니다.

천장 설치: 연선 금속 케이블 또는 기타 고강도 와이어(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건물 구조와 4개의 연결 지점 중 하나 사이에 

안전줄을 연결하십시오. 현지 규정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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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형 마운트가 단단히 장착될 때까지 나사 2개를 조입니다. 나사를 조이면 클램핑 브래킷이 회전하여 매립형 마운트를 고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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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립형 마운트 하단의 구멍을 통해 이더넷 케이블을 끼우고 마이크에 연결합니다. 케이블을 느슨하게 하여 나중에 매립형 마운

트에서 마이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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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마이크 하단의 구멍을 매립형 마운트의 돌출된 기둥에 맞춥니다. 매립형 마운트의 금속 탭도 마이크 하단의 사각형 컷아웃과 정

렬됩니다. 매립형 마운트에 마이크를 배치하고 제자리에 밀어 넣으십시오.

매립형 마운트 프레임에는 매립형 마운트의 모서리에 있는 슬롯에 맞는 4개의 클립이 있습니다. 각 클립을 꽉 쥐어 슬롯에 끼웁

니다. 클립의 한쪽을 한 번에 슬롯에 연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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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
2.
3.
4.
5.
6.

매립형 마운트에서 마이크 제거
각 클립을 함께 꽉 쥐고 매립형 마운트 프레임을 제거하십시오. 프레임을 당겨서 테이프가 떨어지게 하고 들어 올려서 슬롯에서 

제거하십시오.
드라이버 또는 다른 공구를 사용하여 마이크 아래의 금속 탭을 누르십시오.
마이크를 탭쪽으로 민 다음 매립형 마운트에서 들어 올립니다.

중요 안전 지침
이 지침을 정독해 주십시오.
이 지침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기를 물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른 수건으로만 닦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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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적합한 환기를 위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개방된 화염, 난방기, 방열 조절기, 스토브, 기타 열을 발산하는 기기(앰프포함) 등의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 위에 

개방된 화염원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분극형 또는 접지형의 플러그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분극형 플러그에는 폭이 다른 두 개의 핀이 있습니

다.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핀과 하나의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핀이나 접지 단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을 경우,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여 구형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전원 코드는 밟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전원 플러그 사이, 접속 소켓 및 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전원 코드가 끼이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제조업체에서 지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받침대 또는 테이블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하

는 경우, 이동 시 카트와 기기가 넘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낙뢰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전원을 빼놓으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검증된 서비스 담당자에게 받으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기기에 액체를 흘리거나 물건을 떨어

뜨린 경우,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 등 기기가 손상된 경우에

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기기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뿌리지 마십시오. 화병과 같이 물이 담긴 물체를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MAINS 플러그나 기기용 커플러는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기의 공기매개 잡음은 70dB(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LASS I 구조의 기기는 MAINS 소켓 콘센트에 보호 접지 연결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이 기기를 빗물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명시된 작동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기기에 전기 쇼크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한 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이 기기와 함께 제공된 문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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