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900-GM
실링 어레이 마이크용 Gripple 서스펜션 장

착 키트

A900-GM Gripple Suspension Mount Kit user guide. Learn how to suspend Shure's MXA920 series microphones from the ceiling.
Version: 0.2 (202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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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00-GM   
실링 어레이 마이크용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

A900-GM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
A900-GM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에는 MXA920 시리즈 마이크를 천장에 매달기 위한 액세서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트를 사

용하면 마이크를 매달고 서스펜션 케이블의 길이를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 케이블을 천장에 연결하는 하드웨어는 포함되

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 종류:

A900-S-GM: 사각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

A900B-R-GM: 검정색 커버가 있는 원형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

A900W-R-GM: 흰색 커버가 있는 원형 Gripple 서스펜션 장착 키트

상자의 내용물
A900-S-GM 키트:

Gripple Angel 사이드 후크 커넥터(4)
10피트 강철 케이블(4)
케이블 타이(8)

A900-R-GM 키트:
Gripple Angel 사이드 후크 커넥터(3)
10피트 강철 케이블(3)
케이블 타이(8)
후면 커버(흰색 또는 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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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 마이크
이 액세서리는 모든 MXA920 시리즈 마이크에서 작동합니다.

Gripple 커넥터로 마이크 매달기
시작하려면 다음과 사항이 필요합니다.

A900-GM 키트

케이블을 천장에 부착하는 하드웨어*
이더넷 케이블*

* 포함되지 않음

모든 Gripple 측면 후크 커넥터를 마이크의 아이릿(eyelet)(12mm 직경)에 연결합니다.

그림과 같이 동봉된 강철 케이블을 커넥터를 통해 끼웁니다. 케이블 길이를 조정하려면 커넥터의 측면을 꽉 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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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에서 Gripple 작업의 부하 제한: 15kg(33파운드)

최소한 25mm(1인치)를 남겨 두고 케이블을 잘라냅니다.
적절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케이블의 루프 엔드를 천장에 장착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마이크에 연결합니다.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서스펜션 케이블에 고정합니다.
원형 마이크: 후면 커버를 부착합니다. 커버의 4개 클립은 마이크의 4개 정사각형 구멍에 끼워집니다.

팁: 커버를 제거하려면 양각 삼각형에 신용 카드를 삽입하여 클립을 해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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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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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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