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710-HOUSING
MXA710의 기계식 하우징

User guide for the MXA710 housing accessory, which is an empty MXA710 mechanical housing for design purposes.
Version: 4 (20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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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10-HOUSING
MXA710의 기계식 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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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710-Housing(2피트 또는 4피트)
A710-Housing은 실제 MXA710 마이크처럼 보이는 빈 기계식 하우징입니다. 특정한 실내에서는 건축가 또는 디자이너가 미적 또는 시

각적 이유로 A710-Housing을 설치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A710-Housing에는 전기 부품, 상태 LED 또는 RJ-45 커넥터가 없습니다. MXA710 마이크와 동일한 장착 방법을 사용하여 A710 하우

징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상자의 내용물

2피트 또는 4피트 A710-Housing A710-2FT-HOUSING 또는 A710-4FT-HOUSING

벽 장착 브래킷(2피트 또는 4피트) RPM710-2M 또는 RPM710-4M

하드웨어 키트의 동봉품:

벽 커버 플레이트 및 나사(미국 및 영국 버전)
장착 아이릿(eyelet) 나사(2)
아이릿(eyelet) 나사용 와셔(2)
케이블 타이(2)

RPM710-H

모델 종류

SKU 설명

A710B-2FT-HOUSING 검정색 2피트 하우징 전용

A710W-2FT-HOUSING 흰색 2피트 하우징 전용

A710AL-2FT-HOUSING 알루미늄 2피트 하우징 전용

A710B-4FT-HOUSING 검정색 4피트 하우징 전용

A710W-4FT-HOUSING 흰색 4피트 하우징 전용

A710AL-4FT-HOUSING 알루미늄 4피트 하우징 전용

벽면 장착 브래킷 설치
접속함 바로 위에 또는 벽의 다른 위치에 브래킷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브래킷은 수직 또는 수평으로 배치됩니다.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업해야 합니다.

벽면 장착 브래킷

커버 플레이트(미국 또는 영국) 및 나사(사용 중인 경우)
건식 벽체 앵커 및 나사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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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버

드릴

접속함 위에 장착하는 경우 기존 커버 플레이트를 제거하십시오.
벽면 장착 브래킷을 배치하십시오. 벽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연필을 사용하여 건식벽 앵커와 나사의 위치를 벽에 표시하십시오. 접속함 위에 설치하는 경우 상자 위의 나사 2개와 그 아래의 

나사 2개로 브래킷의 균형을 맞추십시오.
브래킷을 제거하고 건식벽 앵커 구멍을 뚫습니다. 건식벽 앵커를 설치하십시오.
브래킷을 벽에 놓고 건식벽 나사를 앵커에 삽입하여 브래킷을 고정합니다.
접속함 위에 장착하는 경우, 브래킷 위에 커버 플레이트를 다시 설치하십시오.
마이크 하우징 뒷면의 구멍을 브래킷의 돌출된 기둥에 맞추고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고정 될 때까지 마이크 하우징를 브

래킷에 밀어 넣습니다.
마이크 하우징를 제거하려면 드라이버 또는 기타 도구로 브래킷 상단의 탭을 누르고 마이크 하우징을 위로 밉니다.

기타 장착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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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매달린 마이크

시작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업해야 합니다.

장착 아이릿(eyelet) 나사 2개

와셔 2개

연선 금속 케이블 또는 고강도 와이어*
케이블을 천장에 부착하는 하드웨어*

와셔를 마이크의 장착 구멍 위에 놓고 아이릿(eyelet) 나사를 마이크에 연결하십시오.
아이릿(eyelet)에 장착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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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절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천장에 부착하십시오.

* 포함되지 않음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고객 지원 부서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US/about-us/contact-u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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