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4 DC
AD4 DC 전원 모듈

Shure AD4 DC power module user guide. Includes information about how to run a unit in the DC power mode, including input voltage range 
and power consumption.
Version: 3 (201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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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4 DC
AD4 DC 전원 모듈

DC 전원 모듈
DC 전원 모듈은 AD4D 및 AD4Q 수신기가 AC 또는 DC 전원에서 작동하게 해주는 업그레이드 모듈입니다. DC 모듈은 AC 전원이 차

단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원을 공급합니다. AC와 DC 사이의 전환은 원활하며, 수신기 작동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특징

DC 전원으로 작동

과전압 및 저전압 차단

역극성 차단

전원 연결
DC 모듈이 작동할 수 있는 입력 모드:

AC 및 DC
AC만

DC만

수신기 전원 스위치가 꺼짐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AC 전원을 AC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DC 전원을 DC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수신기 전원 스위치를 켜짐으로 설정하십시오.

참고: AC 전원이 차단되지 않았거나 연결이 끊어져 있지 않으면 수신기는 AC 전원을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작동 모드 및 아이콘
홈 화면의 아이콘은 작동 모드 및 수신기의 전원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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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작동 모드 전원

DC 전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AC 전원을 사용 중이며, DC 전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DC 전원으로 작동하는 수신기입니다.
수신기가 DC 전원을 사용 중입니다. AC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차단되어 있

습니다.

DC 전원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DC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전압 레

벨이 최저 요건보다 낮습니다.

참고: 배터리를 최소 10.9V DC로 충전하여 안정적인 DC 작동을 보장하십시오.

DC 전원 상태 모니터링
DC 모듈 상태는 수신기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DC Power Status을 선택합니다.
DC 모듈 화면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표시합니다.

DC MODULE INSTALLED: Yes 또는 No
DC POWER AVAILABLE: Yes 또는 No
POWER SOURCE: AC 또는 DC

4핀 XLR에 연결된 DC 커넥터 배선도
커넥터용 권장 케이블 게이지:

15피트 이하: 18 AWG(1mm )
16~25피트: 16 AWG(1.5mm )
26~32피트: 14 AWG(2.5mm )

중요: 전체 케이블 길이가 32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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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DC 입력 전압 범위

10.9 ~ 14.8V DC

최대 DC 입력 전류

AD4D 3.3 A

AD4Q 4.0 A

보호 모드

과전압, 저전압, 역극성

커넥터 유형

4핀 XLR

핀 1 음

핀 2 연결 안 됨

핀 3 연결 안 됨

핀 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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