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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4D   
듀얼 채널 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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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경고: 이 기기의 전압은 생명에 위험을 줍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검증된 서비스 담당자에게 받으십시오. 작동 전

압이 공장 설정치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안전 증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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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무선 관련 경고
경고: 이 기기는 ACMA 등급 라이센스에 따라 작동하며, 작동 주파수를 포함하여 라이센스의 모든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AD4D Axient Digital Two-Channel Wireless Receiver
The AD4D Axient Digital two-channel wireless receiver sets a new standard in transparent digital audio and maximum spectral 
efficiency. Groundbreaking performance features include wide tuning, low latency, and high density (HD) mode, ensuring solid 
performance in the most challenging RF environments. Networked control, AES3, AES67, and Dante output, and signal routing 
options bring a new level of management and flexibility to your entire workflow. Compatible with all Axient Digital transmitters.

Features

Audio
60 dB of gain adjustment offers compatibility with a wide range of input sources
Dante  networking for quick and easy channel management
Dante Browse feature for headphone monitoring of all Dante channels, including third party components
AES 256 encryption to protect audio channels

Automatic limiter function protects against signal clipping, allowing for higher gain settings and preventing unexpected 
signal peaks

Front panel connection for headphones with adjustable volume

I/O
2 transformer-balanced XLR outputs
AES3 Digital output
2 transformer-balanced 1/4'' outputs
2 Dante-enabled Ethernet ports, 2 network control Ethernet ports with PoE

Split-Redundant mode: 2 ports of Ethernet, 2 ports of Dante
Switched mode: 4 ports of Ethernet, 4 ports of Dante

Note: The receiver can only power 1 PoE device at a time.

Locking AC power connection
AC power cascade to additional components
Optional DC module available to support redundant power

RF
True digital diversity reception per channel
Up to 210 MHz of tuning range
Frequency diversity with selection (bodypack) or combining (handheld)
Channel Quality meter displays signal-to-noise ratio of RF signal
Antenna cascade for 1 additional receiver
Preprogrammed group and channel maps with options for custom groups
Search for open frequencies via receiver using group and channel scan
Perform full bandwidth scan for frequency coordination via Wireless Workbench
Register up to 8 transmitters to one receiver chann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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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Density transmission mode enables up to 47 active transmitters in one 6 MHz TV channel (up to 63 in one 8 MHz TV 
channel)

Network Control
Wireless Workbench  control software
ShurePlus  Channels mobile device control
Console integration
Control systems support

포함된 구성요소
수신기에는 다음 구성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키트 90XN1371

벌크헤드 어댑터, BNC 95A8994

1/2 파장 광대역 안테나 (2) 지역에 따라 다름

벌크헤드 장착용 BNC-BNC 동축 RF 케이블(짧은 길이) 95B9023

벌크헤드 장착용 BNC-BNC 동축 RF 케이블(긴 길이) 95C9023

동축 RF 케스케이드 케이블 95N2035

AC 전원 케이블, VLock 지역에 따라 다름

AC 전원 점퍼 케이블 지역에 따라 다름

이더넷 케이블 3피트 95A33402

이더넷 점퍼 케이블 95B33402

장착 지침
구성요소는 오디오 랙에 맞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경고: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기기를 랙에 안전하게 부착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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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수신기 전면 패널

① 헤드폰 볼륨 노브

선택한 채널의 헤드폰 볼륨을 제어합니다. 클립 표시등은 신호 과부하 또는 리미터 연결을 경고해 줍니다.

노브를 누르면 Dante 옵션과 헤드폰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② 모니터 잭

¼인치(6.3mm) 출력 잭.

③ 적외선(IR) 동기화 LED
IR Sync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신기와 송신기가 정렬되면 LED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④ 적외선(IR) 동기화 창

동기화할 송신기에서 IR 창을 정렬합니다.

⑤ 주변 조명 센서

외부 조명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⑥ 채널 선택 버튼

눌러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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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선택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간섭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빨간색 = 채널이 선택되지 않고, 간섭을 경험함

밝은 빨간색 = 채널이 선택되고, 간섭을 경험함

⑦ 동기화 버튼

송신기와 수신기를 정렬할 때 눌러서 동기화합니다. IR 동기화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어 올바른 정렬을 표시합니다.

⑧ 안테나 상태 LED
두 안테나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의 정상 RF 신호

빨간색 = 간섭이 탐지됨

Off = 수신기와 송신기 사이에 RF 연결이 없음

주: 수신기는 적어도 하나의 파란색 LED가 발광되어야만 오디오를 출력하게 됩니다.

⑨ RF 신호 강도 LED
송신기로부터의 RF 신호 강도를 표시합니다.

주황색 = 정상(-90dBm~-70dBm, 5dBm씩 증가)
빨간색 = 과부하(-20dBm 초과)

⑩ 오디오 LED
빨간색, 노란색, 녹색 LED는 평균 및 피크 오디오 레벨을 나타냅니다.

리미터가 연결되면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⑪ 디스플레이

선택한 채널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⑫ 기능 버튼

누르면 편집과 구성 옵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의 이름은(위에서 아래로) F1, F2, F3, F4이며 편집 옵션을 사용할 수 있

을 때까지 밝게 표시됩니다.

⑬ ENTER 버튼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⑭ EXIT 버튼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⑮ 컨트롤 휠

누르면 메뉴를 시작합니다.
휠을 눌러 채널 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휠을 돌려 메뉴 항목을 스크롤하거나 파라미터 값을 편집합니다.

⑯ 전원 스위치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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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후면 패널

① AC 전원 입력

IEC 잠금 커넥터, 100~240VAC.

② AC 전력 보호 퓨즈

AC 전원 캐스케이드의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③ AC 전원 캐스케이드(잠금)
IEC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 여러 장치에 반복적으로 전원을 공급합니다.

④ 이더넷 포트

이더넷 포트 4개는 다음 신호를 전달합니다.

ctrl 1: 네트워크 제어

ctrl 2: 네트워크 제어

Dante Primary: Dante 디지털 오디오

Dante Secondary: Dante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상태 LED(녹색):

꺼짐: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음

켜짐: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깜박임: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속도는 트래픽 양과 연관됩니다.

네트워크 속도 LED(황색):

꺼짐 = 10/100Mbps
켜짐 = 1Gbps

⑤ 워드 클럭 입력 스루 포트

입력부: 외부 워드 클럭에 연결하여 AES3 디지털 출력을 해석합니다.
스루: 워드 클럭 신호를 추가 구성요소에 전달합니다.

⑥ 워드 클럭 종료 스위치

신호를 추가 구성요소에 전달할 때 Thru로 설정합니다.
Thru 연결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Term 75Ω로 설정합니다.

⑦ AES3 디지털 오디오 출력

AES3 디지털 오디오용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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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밸런스드 XLR 오디오 출력(채널당 1개)

변압기 밸런스드

마이크 또는 라인 레벨 입력에 연결합니다.

⑨ 마이크/라인 스위치 및 접지 리프트 스위치(채널당 1개)

마이크/라인: mic 위치에서 30dB 패드를 적용합니다.
접지 리프트: XLR 커넥터의 핀 1 과 ¼인치 오디오 출력의 슬리브에서 접지를 리프트합니다.

⑩ ¼인치 오디오 출력(채널당 1개)
변압기 밸런스드

⑪ 안테나 A와 안테나 B의 동축 입력

안테나 A 및 안테나 B용 RF 연결.

⑫ RF 캐스케이드 커넥터 C와 D
RF 신호를 안테나 A와 안테나 B에서 추가 수신기로 전달합니다.

⑬ 안테나 바이어스 표시등 LED

녹색: 안테나 바이어스를 활성화

빨간색: 안테나 오류

끄기: 안테나 바이어스를 비활성화

메뉴 및 구성
수신기는 2계층 메뉴 구조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단일 랙 공간에서 여러 채널을 지원합니다.

장치 구성 메뉴: 이 메뉴의 항목은 수신기의 전체 성능에 영향을 주고 모든 채널에 전역으로 적용됩니다.
채널 구성 메뉴: 각 채널에는 자체 메뉴가 있어 독립적인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장치 구성 메뉴 또는 채널 메뉴 액세스
홈 화면에서 다음 방법을 사용해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 액세스하거나 채널 메뉴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 들어가려면, 컨트롤 휠을 누릅니다.
Channel 메뉴에 들어가려면, 채널 번호를 선택하고 컨트롤 휠을 눌러 채널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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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화면
홈 화면에서 채널 4개 모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휠을 돌려서 홈 화면에 표시된 정보의 다른 보기(예: 채널 이름, 그룹 및 채널, 품질 측정기, 게인 및 주파수 포함)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Screen Icons
The following screen icons indicate receiver modes or settings:

Icon Meaning

STD Standard transmission mode

HD High density transmission mode

G: Frequency group

C: Channel

TV: TV band for selected frequency

AES3 AES3 output selected

View Selected home screen view

Scroll up for more choices

Scroll down for more choices

Scroll right for more choices

Scroll left for more choices

Network connection present to other Shure devices or 
Wireless Workbench

Power switch locked

Front panel controls lo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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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Meaning

Indicates that a transmitter is linked to the receiver channel

Indicates ShowLink control active between the receiver and 
the linked transmitter

Indicates the controls of a linked transmitter are locked.

Indicates that the linked transmitter's RF signal is on

Indicates an alert or warning

Combining Frequency Diversity enabled

Selection Frequency Diversity enabled

Encryption enabled

Access control enabled

Power source AC, DC power not available

Power source AC, DC power available

Power source DC

장치 구성 메뉴 및 파라미터
다음 메뉴 항목과 파라미터 설정을 사용해 장치 수준에서 수신기를 구성합니다.

팁: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 버튼을 사용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취소하려면 EXIT를 누릅니다.

장치 구성 메뉴 화면
홈 화면에서 컨트롤 휠을 눌러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Shure Incorporated

13/41

장치 구성 메뉴 맵

AD4D 장치 구성 파라미터

Device RF
RF 대역

수신기의 튜닝 대역을 선택합니다.

암호화

RF 신호의 암호화를 활성화합니다.

송신 모드

Standard 또는 High Density 송신기 간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그룹

사용자 지정 주파수 그룹을 구성, 편집 또는 로드합니다.

안테나 바이어스

활성 RF 안테나의 안테나 바이어스를 활성화합니다.

TV 형식

TV 대역폭을 조정하여 지역 표준과 일치시킵니다.

장치 오디오

AES3 오디오



Shure Incorporated

14/41

◦
◦

◦
◦

AES3 오디오 파라미터를 구성합니다.

DANTE 이름

네트워크 연결 Dante 구성요소의 이름을 보고, 편집하고, 복사합니다.

Dante 잠금 상태

Dante 장치 잠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Dante Domain Manager

Dante Domain Manager 설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장치 ID
장치 ID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ID를 할당하거나 편집합니다.

네트워크 구성
IP, 네트워크, Dante 설정을 구성합니다.

설정

이더넷 포트와 IP 설정을 구성합니다.

액세스

액세스 제어 상태를 봅니다(Enabled 또는 Disabled). Wireless Workbench 또는 다른 Shure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액세스 

제어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네트워크 브라우저
네트워크 브라우저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Shure 장치를 보십시오.

표시

네트워크상의 모든 장치를 표시합니다.

모두 점멸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장치의 전면 패널 LED가 깜박여 연결을 확인시켜 줍니다.

펌웨어 버전

선택한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설치된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잠금

전원 스위치

잠금

잠금 해제

전면 패널

잠금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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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팬

팬 모드

Auto: 수신기 온도가 상승하면 팬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On: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최대의 냉각 효과를 위해 팬이 계속 가동됩니다.

온도

내부 수신기 온도를 표시합니다.

디스플레이

밝기

디스플레이 밝기를 조절합니다.

반전

디스플레이의 색상을 반전시킵니다.

수면 표시

10초, 30초, 60초 이후 디스플레이와 전면 패널 조명을 끄는 옵션이 있습니다.

팁:

전면 패널 제어를 눌러 Display Sleep을 중단합니다.

DC 모듈 상태
DC 모듈(설치된 경우)의 작동 상태를 표시합니다.

Tx 펌웨어 업데이트
송신기 IR 창을 정렬하고 송신기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도록 선택합니다.

사용자 프리셋
사용자 프리셋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Restore User Preset: 기존 프리셋을 로드합니다.
Save User Preset: 현재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합니다.
Delete User Preset: 프리셋을 삭제합니다.

공장 초기화
모든 수신기 파라미터를 출고 시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정보
빌드 사양의 세부 목록과 수신기의 필수 통계를 제공합니다.

채널 메뉴
다음 메뉴와 파라미터를 사용해 수신기 채널을 구성합니다.

팁: 메뉴 파라미터를 구성할 때 채널 선택 버튼을 사용하여 인접한 채널을 탐색합니다. 변경사항을 저장하려면 ENTER 버튼을 사용하

거나 저장하지 않고 취소하려면 EXIT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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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메뉴 홈 화면

채널 메뉴 홈 화면을 사용하면 선택한 채널의 설정 및 해당 채널에 연결된 송신기 세부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메뉴에 액세스하려면 채

널을 선택하십시오.

EDIT 기능 버튼을 사용하여 게인, 그룹, 채널 및 주파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 메뉴

채널 메뉴를 사용하여 메뉴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편집합니다. 컨트롤 휠을 눌러 채널 메뉴 홈 화면에서 채널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채널 메뉴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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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 메뉴 파라미터

새 주파수
ENTER를 눌러 스펙트럼 매니저를 주파수 서버로 사용할 때 새 주파수를 배치합니다.

참고: 수신기에 주파수 서버가 할당되어 있지 않으면 이 메뉴 옵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게인/음소거

수신기 게인을 조정합니다.

Gain: 게인이 1dB씩 증가합니다.
Output: 수신기 오디오 출력에 대해 On 또는 Mute를 선택합니다.

스위치 상태

접지 리프트와 레벨 스위치의 스위치 위치를 표시합니다.

시스템 게인

입력 패드, 마이크 오프셋, 수신기 게인 등 신호 체인에서 모든 게인 단계를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톤 제너레이터

테스트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오디오 신호 톤을 제공합니다.

미터 과부하 홀드

과부하 홀드를 활성화하여 신호 피크를 포착합니다.

무선

G: (그룹)

주파수 그룹을 할당합니다.

C: (채널)

채널을 할당합니다.

주파수

주파수를 직접 선택합니다.

TV

선택한 주파수에 대한 TV 대역을 표시합니다.

채널 이름

채널 이름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채널 이름을 할당하거나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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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스캔
선택한 그룹 내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을 찾습니다.

Find Next: 사용 가능한 채널 중 가장 가까운 채널을 선택합니다.
Find Best: 최상의 RF 노이즈 플로어가 있는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룹 스캔
선택한 그룹을 스캔하여 사용 가능한 채널을 모두 찾습니다.

송신기

송신기 슬롯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송신기 슬롯을 할당하고 확인합니다.

ACTIVATE(ShowLink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ADX 송신기)

컨트롤 휠로 송신기를 선택한 후 ACTIVATE를 눌러 RF 및 RF 음소거를 다른 모든 송신기에 전달합니다.

FLASH(ShowLink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ADX 송신기)

수신기에 연결된 송신기의 디스플레이가 깜박입니다.

UNLINK

선택한 슬롯에서 송신기를 제거합니다.

SYNC:

SYNC를 누르면 송신기가 선택한 슬롯에 할당됩니다.

송신기 세부 정보
선택한 송신기의 빌드 세부 정보와 필수 통계를 표시합니다.

IR 프리셋
송신기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편집하므로 IR 동기화 중에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고급

간섭 관리

채널의 간섭 감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

핸드헬드 또는 바디팩 송신기의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구성합니다.

토크 스위치/출력 라우팅

송신기에서 토크 스위치 제어를 위한 수신기 출력 신호 라우팅 옵션을 설정합니다. Axient 디지털 송신기에서 토크 스위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토크 스위치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pubs.shure.com/guide/AD651B/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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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3.
4.
5.

1.
2.
3.
4.

라디오 주파수 (RF) 설정

RF 튜닝 대역 설정
수신기에는 선택 가능한 튜닝 대역이 있어 로컬에서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 활용을 극대화합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Device RF >  RF Band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한 후 RF 대역을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주: RF 대역을 설정한 후 수신기에 연결되는 송신기를 다시 동기화합니다.

IR 동기화
IR 동기화를 사용하여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오디오 채널을 형성합니다.

주: 수신기 대역과 송신기 대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수신기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룹 스캔을 사용하여 채널을 가용한 주파수로 조정합니다.
송신기를 켜십시오.
수신기의 SYNC 버튼을 누릅니다.
수신기 IR 동기화 LED에 빨간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IR 창을 정렬합니다. 완료되면 Sync Success!가 나타납니다. 송신기와 수

신기가 이제 동일한 주파수로 조정됩니다.

주:

암호화 기능의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새로운 암호화 키 요청 등 수신기에서 암호화 상태를 변경하려면 송신기에 설정을 전송할 수 있는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주파수 수동 설정
특정 값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각 채널별로 주파수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하고 Radio 메뉴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FREQ (MHz)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한 후 회전하여 값을 변경합니다.
ENTER를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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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

4.

1.
2.
3.
4.

채널 스캔 및 그룹 스캔
수신기는 개별 채널을 스캔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찾거나 전체 그룹을 스캔하여 가장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찾습니다.

중요! 시작하기 전에:

설정하고 있는 시스템의 모든 송신기를 끄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주파수 스캔 도중에 혼선을 방지합니다.)

다음 간섭원을 켜서 프레젠테이션 또는 공연 중 작동되는 것처럼 하십시오(스캔이 간섭을 탐지하여 회피합니다).

기타 무선 시스템 또는 장치

컴퓨터

CD 플레이어

대형 LED 패널

이펙트 프로세서

채널 스캔
채널 스캔은 그룹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찾습니다.

선택한 채널 메뉴에서: Channel Scan
시작하려면, 컨트롤 휠을 사용해 스캔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Find Next: 그룹에서 다음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찾습니다.
Find Best: RSSI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한 최상의 주파수를 찾습니다.

ENTER를 눌러 주파수 선택을 확인합니다.

그룹 스캔
그룹 스캔은 그룹 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주파수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는 수신기 채널과 다른 네트워크 연결 구성

요소에 자동으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채널에서: Group Scan.
Start를 눌러 그룹을 스캔합니다.
스캔이 완료되면 찾은 주파수 개수가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Deploy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의 구성요소에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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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매니저에서 새 주파수 요청
스펙트럼 매니저를 수신기의 주파수 서버로 할당한 경우, New Frequency 메뉴 옵션을 사용하여 깨끗한 주파수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새 주파수 옵션은 스펙트럼 매니저를 수신기의 주파수 서버로 할당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새 주파수를 할당한 후, 연결된 모든 송신기의 주파수를 수동으로 또는 IR 동기화를 사용하여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채널 메뉴로 이동한 후 New Frequency를 선택합니다.
ENTER를 선택하여 스펙트럼 매니저에서 새 주파수를 가져옵니다.

송신 모드
수신기에서 2개의 송신 모드를 제공하여 송신기가 사용한 가용 스펙트럼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표준 모드

표준 모드는 채널 간격을 사용해 다양한 전력 수준에서 송신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표준 모드는 스펙트럼이 제한적이지 않은 상황이나 더 높은 전력 수준에서 송신기를 작동하여 범위를 증가시켜야 할 때 매우 유용

합니다.

고밀도 모드

고밀도 모드는 2mW RF 전원에서 송신하고 변조 대역폭을 좁혀 혼잡한 RF 환경에서 더 많은 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역폭

을 생성합니다.

고밀도 모드는 제한된 영역에 많은 채널이 필요하고, 송신 거리가 짧으며,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수가 제한적인 경우에 이상적입니

다.

참고: 작동 모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고밀도 모드가 사용됩니다.

송신 모드 선택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Device RF > Transmission Mode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합니다. 휠을 돌려 모드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송신기 슬롯에 송신기 할당
각 수신기 채널에는 수신기가 전달한 RF 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송신기 슬롯 8개가 있습니다. 송신기를 채널 슬롯에 할당하거나 수신기

와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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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 차단 효과를 보강하기 위해 수신기는 경고를 보내거나 등록되지 않은 모든 송신기에서 오는 신호를 차단합니다.

송신기를 각 수신기 채널에 할당하는 방법:

Channel 메뉴에서: Transmitter(s) > Transmitter Slots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송신기 슬롯으로 스크롤합니다. 슬롯이 점유되면 동기화가 기존 송신기를 덮어씁니다.
송신기와 IR 동기화 창을 정렬한 다음 SYNC를 누릅니다.

동기화가 끝나면, 송신기는 슬롯에 할당됩니다. 송신기는 연결이 해제될 때까지 슬롯에 할당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슬롯에서 송신기를 

제거하려면, 컨트롤 휠을 사용해 슬롯을 선택한 후 UNLINK를 누릅니다.

팁: 빠르게 액세스할 때에는 F4 기능 버튼을 선택하여 채널 메뉴에서 슬롯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간섭 관리
신호가 저하되는 경우, 간섭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호환 가능한 주파수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받으면, 그에 따라 새 주파수를 수동으로 선택하거나 스펙트럼 매니저 또는 Wireless Workbench로 순간 간섭을 탐지하는 백업 

주파수를 자동으로 배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팁: 간섭 경고를 제거하려면 영향받는 채널을 선택한 후 Dismiss를 선택하십시오.

간섭 관리 구성
각 채널별로 간섭 관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감지 모드 설정
모드 설정을 통해 간섭 이벤트에서 수신기가 명확한 주파수로 전환되는 방법이 결정됩니다.

채널을 선택하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Advanced > Interference Management
다음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Manual: 간섭이 발생하면 주파수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Automatic: 수신기가 새 주파수를 자동으로 선택하도록 허용합니다.

미등록 송신기 작업
미등록 송신기 옵션은 수신기가 미등록 송신기 존재 시 반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며, 미등록 송신기는 잠재적인 간섭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간섭 관리 메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Allow: 수신기가 미등록 송신기에서 오디오를 전달합니다.
Warn: 수신기가 미등록 송신기를 탐지하면 경고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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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수신기는 등록되지 않은 송신기를 간섭으로 간주하여 오디오를 차단합니다.

주파수 서버
주파수 서버 옵션을 통해 간섭 이벤트에서 선명한 주파수를 위해 네트워크 연결 스펙트럼 매니저를 서버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Interference Management 메뉴에서 Freq. Server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한 후 네트워크에서 스펙트럼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Channel Quality Meter
The home screen displays a channel quality meter, providing a visual indicator of the signal-to-noise ratio of the RF signal. 
When the RF signal is strong with a low level of noise, all five segments of the meter are filled or the number 5 is displayed.

Meter:

Number:

If the noise ratio increases, the fewer segments are displayed or the quality number drops. Low levels of channel quality 
provide an early warning of potential problems, allowing you to switch to a clear frequency.

주파수 다이버시티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한결 같고 끊김 없는 오디오를 보장하도록 두 개의 독립된 주파수를 동시에 전송합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는 한 

개의 ADX2FD 주파수 다이버시티 핸드헬드 송신기 또는 두 개의 AD/ADX 시리즈 송신기에서 발생하는 두 개의 독립적인 주파수에서 

오디오를 전송함으로써 구현됩니다.

주파수 다이버시티 모드에서 작동되면, 수신기는 단일 채널의 오디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한 개의 주파수에서 

간섭이 있으면 다른 주파수에서 나오는 오디오를 사용하여 드롭아웃 또는 오디오 간섭을 방지합니다.

간섭 탐지와 함께 주파수 다이버시티를 사용함으로써 오디오 신호의 보호를 한 층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채널 메뉴에서: Advanced > Frequency Diversity.
다음 주파수 다이버시티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Combining: 단일 ADX2FD 핸드헬드 송신기에서 사용

Selection: 한 쌍의 AD1 또는 ADX1 시리즈 송신기에서 사용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수신기와 송신기 간 IR 동기화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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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바이어스
모든 안테나 포트는 DC 바이어스로 활성 안테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패시브 (전원 미사용) 안테나를 사용할 때 DC 전원을 끔으로 설

정하십시오.

안테나 바이어스를 끄는 방법:

장치 구성 메뉴에서: Device RF > Antenna Bias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한 후 Off를 선택합니다.

팁: 안테나 바이어스 화면에는 개별 안테나별 전류 요구량과 모든 안테나의 총 전류 요구량이 표시됩니다.

RF 캐스케이드 포트
이 수신기는 후면 패널에 2개의 RF 캐스케이드 포트가 있어서 안테나의 RF 신호를 1개의 추가 수신기와 공유합니다.

쉴드된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첫 번째 수신기의 RF 캐스케이드 포트를 두 번째 수신기의 안테나 입력에 연결하십시오.

중요: 두 개의 수신기 모두 주파수 모델(A, B, C)이 동일해야 합니다.

펌웨어
펌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각 구성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최신 버전의 펌웨어를 설치하면 수신기를 업데이트하여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성능을 적용합니다. Shure Update Utility 도구를 사용하여 새 버전의 펌웨어를 업로드하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Shure Update Utility 페이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펌웨어 버전
수신기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송신기를 동일한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장치의 펌웨어는 대규모.소규모.패치(예: 1.2.14)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송신기 포함)의 메

이저 및 마이너 펌웨어 버전 번호(예: 1.2.x)가 동일해야 합니다.

수신기 펌웨어 업데이트

주의! 수신기 전원과 네트워크 연결이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동안 유지되도록 하십시오. 업데이트가 끝날 때까지 수신기를 끄지 마십

시오.

Shure 업데이트 유틸리티를 엽니다.
Check Now를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 버전을 확인합니다.
업데이트를 선택한 다음 download를 클릭합니다.
수신기와 컴퓨터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최신 펌웨어를 수신기에 다운로드합니다.

송신기 펌웨어 업데이트

수신기의 장치 구성 메뉴에서: Tx Firmware Update.
송신기를 켜고 송신기와 수신기의 IR 동기화 창을 정렬합니다. 올바르게 정렬되면 빨간색 정렬 LED가 켜집니다.
정렬을 유지하고 수신기에서 ENTER를 눌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shure_update_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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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데이트 주기 동안 정렬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신기 디스플레이에 업데이트 진행률이 나타납니다. 완료되면 수신기 디스

플레이에 Complete!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디오 설정

채널 게인 및 오디오 출력 조정
게인 및 오디오 출력이 채널마다 개별적으로 실시간 제어될 수 있습니다.

채널을 선택하고 Audio 메뉴로 이동한 후 Gain/Mute를 선택하십시오.

게인을 조정하려면: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GAIN 옵션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돌려서 실시간으로 게인을 -18dB~+42dB로 조정합니다.
종료 시 EXIT을 누릅니다.

팁: 일반적인 오디오 입력 신호 레벨을 사용하여 사운드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게인을 조정하고 오디오 미터 LED를 모니터링합니다. 빨
간색 LED가 반복적으로 켜지면, 게인을 줄입니다.

오디오 출력을 제어하려면: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OUTPUT 옵션을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On 또는 Mute를 선택합니다.
종료 시 EXIT을 누릅니다.

톤 제너레이터
수신기의 내장 톤 제너레이터는 연속 오디오 신호를 제공하며, 이것은 사운드 점검과 시스템 문제 해결에 유용합니다. 톤의 레벨과 주파

수는 조절 가능합니다.

주: 톤 제너레이터는 시스템 게인 전에 신호 체인으로 들어갑니다. 전체 시스템 게인이 톤의 레벨에 영향을 미칩니다.

채널 메뉴에서: Audio > Tone Generator
컨트롤 휠로 톤의 레벨과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팁: Level을 Off로 설정하여 제너레이터를 중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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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모니터링
헤드폰 모니터링 잭에는 선택한 수신기 채널로 청취하는 옵션이 있거나 네트워크의 Dante 지원 장치에서 오는 오디오에 액세스하고 모

니터링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수신기 채널을 청취하려면, 채널 번호를 선택하고 볼륨 노브를 사용해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헤드폰 모니터링 옵션
고급 헤드폰 옵션을 통해 네트워크상의 Dante 장치에서 오는 오디오를 모니터링하고 헤드폰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 노브를 눌러 Headphone Monitor 메뉴에 접속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Dante 찾기

컨트롤 휠을 눌러 네트워크에서 Dante 채널을 검색합니다. 스크롤하여 헤드폰을 지원하는 장치를 선택하고 모니터링합니다.

Dante 큐

컨트롤 휠을 사용해 수신기를 Cue Station으로 구성하면 수신기가 시스템의 중앙 모니터링 지점으로 작동합니다. Cue Groups에 

추가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소스 수신기의 채널 버튼을 길게 눌러 Cue Group의 채널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설정

구성 옵션:

LIMITER THRESHOLD: 헤드폰 리미터의 트리거 지점을 조정하여 예기치 못한 신호 레벨 증가를 방지합니다.
FD-S PRE/POST SELECTION: 헤드폰의 주파수 다이버시티 처리 이전과 이후에 신호 경로에서 오디오 모니터링 지점을 선택합

니다. 이 설정은 소음원이나 간섭원을 분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시스템 게인
시스템 게인 기능을 통해 입력 패드, 오프셋, 수신기 게인 등 신호 체인에서 모든 게인 단계를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출

력 레벨은 게인이 조정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선택한 Channel 메뉴에서: Audio > System Gain
디스플레이에 송신기와 수신기 게인 설정에 적합한 패드와 오프셋이 나타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해 수신기 게인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면서도 ¼인치(6.3mm) 출력부와 XLR 출력부에서 순 출력 레벨을 모니터

링합니다.
종료 시 EXIT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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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Networking Receivers
The receiver features a 4-port network interface. Dante technology provides an integrated solution to distribute digital audio. 
Dante uses standard IP over Ethernet and safely coexists on the same network as IT and control data. Selectable networking 
modes route port signals for flexible network set up.

Network Control Software
Receivers can be controlled by Shure Control (Wireless Workbench) for remote management and monitoring. The Dante 
Controller manages digital audio routing. Signals for AMX and Crestron controllers are carried on the same network as Shure 
Control.

Shure Control

Wireless Workbench (WWB) software provides comprehensive control for wireless audio systems. Wireless Workbench 
enables remote adjustments to networked receivers for real-time changes to gain, frequency, RF power, and control locks. 
A familiar channel strip interface displays audio meters, transmitter parameters, frequency settings, and network status.

Dante

The Dante Controller is a free software program created by Audinate  to configure and manage networks of Dante-
enabled devices. Use the Controller to create audio routes between networked components and to monitor the status of 
online devices.

Dante Controller and Lock Settings
Version 1.2.X introduces support for Dante Device Lock for AD4D and AD4Q. Dante Device Lock is a feature of Dante 
Controller that allows you to lock and unlock supported Dante devices using a 4-digit PI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When a device has a Dante lock turned on, Dante audio will continue to flow according to existing subscriptions, but its 
subscriptions and settings can't be controlled or configured.

If you forget your Dante Device Lock PIN, see the Device Lock section of the Dante Controller User Guide for instructions on 
how to proceed.

Dante Domain Manager
Version 1.2.X introduces support for Dante Domain Manager (DDM) for AD4D and AD4Q. DDM is network management 
software that enables user authentication, role based security, and audit capabilities for Dante networks and Dante-enabled 
products.

Considerations for Shure devices controlled by DDM:

When you add Shure devices to a Dante domain, leave the local controller access setting in Read Write. Otherwise, 
access to Dante settings, device factory reset, and device firmware updates will be disabled.
When a device is managed by a Dante Domain and the Dante Domain is disconnected, access to Dante settings, device 
factory reset and device firmware updates will be disabled. When a device reconnects to the Dante Domain, it follows the 
policy set for it in the Dante Domain.

See the Dante Domain Manager User Guide for more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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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orking Modes and Switch Configuration
The receiver offers two selectable networking modes:

Split/Redundant: This mode places Dante audio and Shure control on separate networks, while allowing you to take 
advantage of Dante redundancy.
Switched: In Switched mode, the receiver acts as a 4-port network switch. Shure control and Dante audio are present on 
all network ports.

Network 
Mode

Port Function and Signals

Application
Port 1 Port 2

Port 3 
(Primary)

Port 4 
(Secondary)

SWITCHED

Shure 
control, 
Dante 
primary

Shure 
control, 
Dante 
primary

Shure 
control, 
Dante 
primary

Shure control, 
Dante primary

For single network installations of star or 
daisy-chained networks.

SPLIT/
REDUNDANT
(Factory 
setting)

Shure 
control

Shure 
control

Dante 
primary

Dante 
secondary

Primary and secondary ports are 
configured are separate networks to 
provide isolation between control signals 
and audio signals.

To configure the switch mode:

Device Configuration > Network Configuration.
Select Setup to enter the Switch Configuration menu.
Use the control wheel to change the mode.
Press ENTER to reboot the receiver and change the mode.

Diagram of switched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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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ddress Configuration
An IP address must be assigned to each device in the network to ensure communication and control between components. 
Valid IP addresses can be assigned automatically using a DHCP server or manually from a list of valid IP addresses. If using 
Dante audio, a separate Dante IP address must also be assigned to the receiver.

Automatic IP Addressing Mode

If using a DHCP capable Ethernet switch, set the DHCP switch to ON.
From the Device Configuration menu: Network Configuration > Next
Press the control wheel to enable editing of the Mode, and then set the mode to Automatic.

Manual IP addressing Mode

From the Device Configuration menu: Network Configuration > Next
Press the control wheel to enable editing of the Mode, and then set the mode to Manual
Set valid IP addresses and subnet values, and then press ENTER to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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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브라우저
네트워크 브라우저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장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장치 ID, IP 주소, 펌웨어 버전, 모델 이름 등 검색한 장

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Network Browser
선택하면, 네트워크 브라우저가 네트워크상의 장치를 검색하고 나열합니다.
컨트롤 휠로 장치를 스크롤하고 선택합니다.

다음 정보와 작업은 네트워크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how: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Flash: 전면 패널 LED가 깜박입니다.
Info: 장치 ID, 모델, IP 주소,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Flash All: 모든 장치의 전면 패널에서 깜박입니다.

네트워크 문제해결
네트워크당 오직 하나의 DHCP 서버만 사용

모든 장치는 반드시 동일한 서브넷 마스크를 공유해야 함

모든 수신기는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펌웨어 수정판을 설치해야 함

각 장치의 전면 패널이나 디스플레이에서 점등된 네트워크 아이콘을 찾습니다.

아이콘이 점등되지 않으면, 케이블 연결과 네트워크 잭의 LED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LED가 켜져 있지 않지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케이블을 교체한 후 LED와 네트워크 아이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에 대한 WWB6 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Wireless Workbench 소프트웨어를 시작하여 인벤토리 보기로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를 확인합니다.
네트워크상의 장치 중 하나로부터 IP 주소를 찾은 뒤 Wireless Workbench를 실행하는 컴퓨터에서 그 주소를 핑(ping)할 수 있

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MAC 명령 프롬프트에서, 해당 장치의 주소에 대해 ‘IP 주소 핑(ping)’(예; ‘ping 192.168.1.100’)를 입력합니다.
만약 핑이 (패킷 손실 없이) 성공적으로 회신된다면, 해당 컴퓨터에서 네트워크상의 해당 장치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핑이 회

신되지 않으면(100% 패킷 손실), 해당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장치와 동일한 서브넷에 있도록 하십시오.
핑에 성공하였지만 해당 장치가 여전히 WWB6 인벤토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방화벽이 비활성화되어 있거나 WWB 네트

워크 트래픽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과시키는지 확인하십시오. 방화벽 설정이 네트워크 액세스를 차단하고 있는 지 확인하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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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장치 ID 할당
사용자 지정 이름 또는 ID를 할당하면 수신기가 대형 시스템의 일부일 때 모니터링 및 구성에 유용합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Device ID
컨트롤 휠을 누르고 회전하여 ID를 편집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채널 이름 할당
고유한 이름을 각 채널에 할당하면 수신기가 대형 시스템의 일부일 때 식별과 구성에 유용합니다.

채널을 선택한 후 Channel Name으로 이동합니다.
컨트롤 휠을 눌러 편집을 활성화한 후 휠을 돌리고 눌러 편집합니다.
작업을 마친 후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컨트롤 잠금 및 잠금해제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컨트롤 및 설정의 예상치 못한 변경 또는 무단 변경을 방지합니다. 전면 패널과 전원 스위치를 각각 독립적으로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Locks
컨트롤 휠을 사용해 전면 패널 컨트롤이나 전원 스위치의 잠금 상태를 변경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화면 옵션 표시
수신기에는 다음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습니다.

Brightness: Low, Medium, High, Auto
Invert: 검정색 바탕의 흰색 텍스트 또는 흰색 바탕의 검정색 텍스트

Display Sleep: 10초, 30초, 60초 이후 디스플레이와 전면 패널 조명을 끄는 옵션입니다.

팁: 전면 패널 제어를 눌러 Display Sleep을 중단합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Display
컨트롤 휠을 사용해 Brightness와 Invert 또는 Sleep Display 설정을 편집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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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프리셋으로 수신기 설정 저장
사용자 프리셋을 사용하면 현재 수신기 설정을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모든 수신기 설정을 저장하여 수신기를 구성하

거나 여러 가지 설정 사이를 전환하는 빠른 방법을 제공합니다. 최대 4개의 프리셋을 수신기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User Presets로 이동하여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Restore a User Preset: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이전에 저장된 프리셋을 선택합니다.
Save a User Preset: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현재 수신기 설정을 프리셋으로 저장합니다.
Delete a User Preset: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프리셋을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IR 프리셋을 사용하여 송신기 프로그래밍
IR 프리셋을 구성하면 모든 송신기 파라미터가 IR 동기화 중에 수신기에서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IR Presets 메뉴에서 개별 파라미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각 프리셋에는 No Change 기본값이 있고, 이 값은 설정이 IR 동기화로 인

해 변경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채널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IR Presets
컨트롤 휠을 사용해 프리셋 목록에서 파라미터를 선택하고 편집합니다. No Change를 선택하여 기존 설정을 유지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암호화
수신기는 고급 암호 표준(AES-256)을 사용하여 송신기에 맞추어진 수신기만 오디오 콘텐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암호화 기능이 활성화되면 모든 수신기 채널에 적용됩니다. 암호화는 Dante 오디오 신호, 오디오 품질 또는 채널 간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치 구성 메뉴에서: Device RF > Encryption.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On을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IR 동기화를 수행하여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암호화를 완료합니다. 암호화 키 아이콘이 수신기와 송신기 모두의 디스플레이

에서 나타납니다.

주:

암호화 기능의 활성화/비활성화 또는 새로운 암호화 키 요청 등 수신기에서 암호화 상태를 변경하려면 송신기에 설정을 전송할 

수 있는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팁: 암호화를 제거하려면, 컨트롤 휠을 사용해 Off를 선택하고 송신기를 다시 동기화하여 암호화를 제거합니다.

수신기를 출고 시 설정으로 복원
Factory Reset 기능은 현재 설정을 지우고 출고 시 설정을 복원합니다.

주의: 재설정 중에는 모든 현재 설정이 지워지므로 수신기를 재부팅해야 합니다.

Device Component 메뉴에서: Factory Reset
ENTER를 눌러 수신기를 재설정하거나 EXIT를 눌러 Device Configuration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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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팬
수신기에는 냉각 팬이 내장되어 있어 과열 상태를 방지합니다.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Fan
다음 팬 설정 옵션에서 선택합니다.

Auto: 수신기 온도가 상승하면 팬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On: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최대의 냉각 효과를 위해 팬이 계속 가동됩니다.

팁: 내부 수신기 온도가 Fan 디스플레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을 참조하십시오...

음이 없음 전원, 케이블, 라디오 주파수, 암호화 불일치

음이 미약하거나 왜곡됨 게인, 케이블

범위 부족, 원하지 않는 소음 발생 또는 드롭아웃 라디오 주파수(RF)

송신기를 끌 수 없거나 주파수 설정을 변경할 수 없거나 수신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음
인터페이스 잠금

암호화 불일치 메시지 암호 불일치

펌웨어 불일치 메시지 펌웨어 불일치

송신기 배터리 과열 메시지 Tx 배터리가 과열됨

안테나 오류 빨간색 LED RF

핸드헬드 송신기가 사용 중 종료 배터리 접점 청소

전원
반드시 송신기와 수신기에 충분한 전압이 공급되도록 하십시오. 송신기의 배터리 표시기를 점검하고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게인
수신기 전면에서 시스템 게인을 조절합니다. 수신기 뒷면의 출력 레벨이 믹싱 콘솔, 앰프 또는 DSP의 마이크/라인 입력 설정과 일치해

야 합니다.

케이블
모든 케이블과 커넥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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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잠금
실수로 인한 또는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잠금 기능 또는 버튼을 사용하면 LCD 패널에 
Locked 화면이 나타나거나 잠금 아이콘이 송신기에서 깜박입니다.

암호 불일치
암호화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시킨 다음에 수신기와 송신기를 다시 싱크합니다.

펌웨어 불일치
쌍을 이룬 송신기와 수신기는 일관된 동작을 위해 설치된 펌웨어 버전이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절차에 대한 펌웨어 주

제를 참조하십시오.

Tx 배터리가 과열됨
송신기 배터리가 식지 않으면 송신기가 종료됩니다. 장치를 식힌 후 송신기 배터리를 교체하여 계속 작동하십시오.

전송기에 대한 가능한 외부 열원을 파악하고, 이러한 외부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송기를 작동하십시오.

모든 배터리는 최상의 성능을 위해 적절한 온도 조건에서 외부 열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관 및 작동해야 합니다.

라디오 주파수(RF)

RF LEDs.
파란색 RF 다이버시티 LED가 점등되지 않으면, 수신기가 송신기의 존재를 감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황색 RF 신호 강도 LED는 수신되고 있는 RF 전원의 양을 표시합니다. 이 신호는 송신기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 방

송 같은 간섭원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송신기가 꺼져 있는 동안 두 개가 넘는 주황색 RF LED가 여전히 점등되고 있으면, 그 채

널이 간섭을 받고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빨간색 RF LED는 RF 과부하를 나타냅니다. 과부하는 여러 시스템 설비에서 간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부하가 발생하면, 수신기를 

끄고 수신기가 다른 구성요소와 간섭을 일으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숫자 채널 선택 버튼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간섭을 나타냅니다.

어두운 빨간색 = 채널이 선택되지 않고, 간섭을 경험함

밝은 빨간색 = 채널이 선택되고, 간섭을 경험함

호환성

송신기와 수신기가 동일한 그룹과 채널로 설정되도록 스캔 및 싱크를 수행하십시오.
송신기에서 대역 라벨을 확인하고 수신기가 동일한 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섭 줄이기

그룹 또는 채널 스캔을 수행하여 가장 좋은 개방 주파수를 찾으십시오. 동기화를 수행하여 설정을 송신기로 전송하십시오.
여러 대의 시스템에 있어서는, 모든 시스템이 같은 그룹의 채널에 설정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서로 다른 대역에 있는 시스템들을 

같은 그룹에 설정할 필요가 없음).
송신기와 수신기 안테나 사이는 직선의 가시거리를 유지합니다.
수신기 안테나를 금속 물체 또는 기타 RF 간섭원(LED 벽, 컴퓨터, 디지털 이펙트, 네트워크 스위치, 네트워크 케이블 및 퍼스널 스

테레오 모니터(PSM) 무선 시스템) 등으로부터 멀리하여 놓거나 방향을 돌리십시오.
RF 과부하를 제거하십시오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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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늘이기

송신기가 수신기 안테나로부터 6~60 m (20~200 피트) 이상 떨어져 있으면, 사용자는 다음 중 한 가지를 수행하여 범위를 늘일 수도 있

습니다:

간섭을 줄입니다 (위 참조).
송신기 RF 파워 레벨을 올립니다.
고밀도 모드 대신에 정상 모드를 사용합니다.
액티브 방향 안테나, 안테나 분배 시스템, 또는 기타 안테나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RF 범위를 늘입니다.

RF 과부하 제거

수신기에 빨간색 RF LED가 있으면, 다음을 시도하십시오:

송신기의 RF 전원 레벨을 줄입니다.
송신기를 수신기로부터 더 멀리(6m(20ft) 이상) 이동합니다.
액티브 안테나를 사용 중이면 안테나 또는 앰프 게인을 줄이십시오.
전지향성 안테나 사용

안테나 오류

Antenna Fault 빨간색 LED는 안테나 포트의 단락 상태 또는 과부하를 나타냅니다.

안테나와 케이블의 손상을 확인하십시오.
안테나 포트가 과부하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안테나 바이어스 전압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패시브 안테나를 사용 중이라면 전압을 끄십시오.

배터리 접점 청소
도금 접점용으로 설계되고 플라스틱에 안전한 전기 접점용 클리너로 배터리 접점을 청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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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시스템 사양

RF 반송파 주파수 범위

470~960 MHz, 지역에 따라 다름 (주파수 표 참조)

작동 범위

100 m ( 330 ft)

주: 실제 범위는 RF 신호 흡수, 반사 및 간섭에 따라 다름.

https://www.shure.com/en-US/about-us/contact-u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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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가변 스텝 크기

25 kHz, 지역에 따라 다름

채널 간 간격

표준 모드 350 kHz

고밀도 모드 125 kHz

지역에 따라 다름

채널 간 간격

표준 모드 350 kHz

고밀도 모드 125 kHz

지역에 따라 다름

이미지 리젝션

>70 dB, 일반

RF 감도

−98 dBm 10  BER

지연아날로그출력

STD 2.08 ms

HD 2.96 ms

오디오 주파수 응답

AD1 20 ~ 20 kHz (±1 dB)

AD2 주: 마이크 유형에 따라 다름.

신호 대 잡음비(다이내믹 레인지)
일반, 20 Hz ~ 20 kHz, 수신기 게인 설정 = -12dB

A-Weighted 비가중

XLR 라인 출력 120 dB 117 dB

디지털(AES3/Dante) 130 dB 126 dB

전 고조파 왜율
-6dBFS, 1kHz, 시스템 게인 @ +10

<0.0 1%

시스템 오디오 극성

마이크 다이어프램에 대한 정압은 핀 2 (XLR 출력의 핀 3 에 대해) 및 6.35mm (1/4 인치) 출력의 끝단에 정전압을 

생성.

작동 온도 범위

-18°C (0°F) ~ 50°C (122°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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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배터리 특성에 따라 이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음.

저장 온도 범위

-29°C (-20°F) ~ 65°C (149°F)

오디오 출력

게인 조정 범위

−18 ~ +42 dB 1 dB 단계에서 (뮤트 설정 추가)

구성

XLR
변압기 연계 Balanced (1 = 접지, 2 = 오디오 +, 3 = 
오디오 −)

TRS
변압기 연계 Balanced (팁 = 오디오 +, 링 = 오디오 -, 
슬리브 = 접지)

임피던스

100 Ω,  일반,  XLR 라인 출력

풀 스케일 출력 ( 200K Ω부하)
LINE 설정 +18  dBV

MIC 설정 −12  dBV

TRS +8  dBV

Mic/Line 스위치

30 dB 패드

팬텀 전력 보호

예

크기

44 x 483 x 333 mm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4.6 kg (10.1 lbs), 안테나 제외

외장 케이스

스틸; 압출 성형 알루미늄

전력 사양

100 ~ 240 V AC, 50-60 Hz, 0.55 A 최대

열 전력 소모

최대 23  W  ( 78  BTU/hr)

유휴 15  W  ( 51  BT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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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전원 요구사항

10.9 ~ 14.8V DC,3.3   A 최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 Mbps, 1Gbps, Dante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처리 용량

DHCP 또는 수동 IP 주소

최대 케이블 길이

100 m (328 ft)

캐스케이드 출력

커넥터 유형

BNC

참고사항: 동일한 대역의 추가 수신기 연결용

구성

언밸런스드, 패시브

임피던스

50 Ω

삽입 손실

0 dB, 일반

RF 입력

스퓨리어스 제거 (Spurious Rejection)
>80 dB, 일반

커넥터 유형

BNC

임피던스

50 Ω

바이어스 전압

12 ~ 13.5 V DC, 150 mA 최대, 안테나 당

스위치 on-off

RF 반송파 주파수 범위모델에 따라 다름

AD4D=A 470~636 MHz

AD4D=B 606~81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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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4D=C 750~960 MHz

표와 도면

오디오 출력

XLR에서 ¼인치 출력
다음 배선도를 사용하여 XLR 출력을 ¼인치 출력으로 변환하십시오.

수신기 주파수 대역
대역 주파수 범위( MHz)

G53 470 ~ 510

G54 479 ~ 565

G55† 470 ~ 636*

G56 470 ~ 636

G57 (G57+) 470 ~ 616* (614 ~ 616*** )

G62 510 ~ 530

H54 520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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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 주파수 범위( MHz)

K53 606 ~ 698*

K54 606 ~ 663**

K55 606 ~ 694

K56 606 ~ 714

K57 606 ~ 790

K58 622 ~ 698

L54 630 ~ 787

L60 630.125 ~ 697.875

P55 694 - 703, 748 - 758, 803 - 806

R52 794 ~ 806

JB 806 ~ 810

X51 925 ~ 937.5

X55 941 ~ 960

Z16†† 1,240 ~ 1,260

*608~614MHz에 간격 있음.

**608~614MHz의 간격과 616~653MHz의 간격이 있음.

***G57+ 대역을 선택하면 614~616MHz 사이에서 2MHz의 추가 스펙트럼으로 G57 대역이 확장됩니다. 최대 송신기 전력은

614~616MHz 사이에서 10mW로 제한됩니다.

†작동 모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브라질에서는 고밀도 모드가 사용됩니다. 페루의 최대 전력 레벨은 10mW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만 Z16

เครื่องโทรคมนาคมและอุปกรณ์นี้มีความสอดคล้องตามมาตรฐานหรือข้อกำหนดทางเทคนิคของ กสทช.

인증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FCC Part 15의 적합성 선언 (DoC) 규정에 의거 승인.

IEC 60065-1 을 기반으로 전기 안전 요건 준수.

유럽 지침 기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34/EC로 수정한 WEEE 지침 2012/19/EC
RoHS 지침 EU 2015/863

참고: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활용 제도를 따르십시오.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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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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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무선 관련 경고
이 기기는 비보호, 비간섭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동일 TV 대역에서 작동하는 다른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보호 기능을 원하면, 라디오 라

이선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산업부의 문서 CPC-2-1-28, Voluntary Licensing of Licence-Exempt Low-Power Radio 
Apparatus in the TV Bands(TV 대역에서 라이선스 면제 저전력 라디오 기구에 대한 자발적 라이선싱)를 참조하십시오.

（一）本产品符合“微功率短距离无线电发射设备目录和技术要求”的具体条款和使用场景；

（二）不得擅自改变使用场景或使用条件、扩大发射频率范围、加大发射功率（包括额外加装射频功率放大器），不得擅自更改

发射天线；

（三）不得对其他合法的无线电台（站）产生有害干扰，也不得提出免受有害干扰保护；

（四）应当承受辐射射频能量的工业、科学及医疗（ISM）应用设备的干扰或其他合法的无线电台（站）干扰；

（五）如对其他合法的无线电台（站）产生有害干扰时，应立即停止使用，并采取措施消除干扰后方可继续使用；

（六）在航空器内和依据法律法规、国家有关规定、标准划设的射电天文台、气象雷达站、卫星地球站（含测控、测距、接收、

导航站）等军民用无线电台（站）、机场等的电磁环境保护区域内使用微功率设备，应当遵守电磁环境保护及相关行业主管部门

的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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