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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guide for the Shure AD600 Spectrum Manager. Includes specifications, networking, antenna configuration,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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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600   
Axient Digital Spectrum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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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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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 Incorporated

4/28

•
•

•
•
•
•
•
•
•
•
•
•
•
•

•
•
•
•

경고

물이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요
Shure AD600 Digital Spectrum Manager는 주파수 조정을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안내된 조정 기능을 사용하여 

주파수를 계획, 스캔해서 전체 시스템에 배포합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캡처하고, 네트워크의 호환 장치에서 오디오를 모

니터링하는 추가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600은 RF 스펙트럼을 관리하는 단일 도구 솔루션입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포괄적 고급 주파수 조정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검색하고 RF 작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빠른 실시간 스캐닝

RF 스펙트럼을 보고 분석하기 위한 대형 6.6인치(16.75cm) 컬러 디스플레이

까다로운 RF 환경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한 유도형 주파수 조정

주파수 작업을 보고, 분석하고, 듣기 위한 도구

튜닝 범위: 다중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174MHz ~ 2GHz
복수의 장치를 지원하고 적용 범위 옵션을 증가시키는 6개의 안테나 연결

분석용 RF 정보를 보관하기 위한 데이터 캡처 및 저장

대규모 시스템 배포를 위한 네트워크

스캔, 이벤트 로그 및 기타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저장을 위한 USB 연결

네트워크의 고급 오디오 모니터링을 위한 Dante
Wireless Workbench와 호환되어 제어 및 모니터링 옵션 확장

상자의 내용물
AD600
V-Lock이 있는 전원 케이블(지역에 따라 다름)
USB 연장 케이블

랙 마운트 하드웨어 키트(90YT1371)

장착 지침
구성요소는 오디오 랙에 맞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경고: 장비 손상을 방지하려면 이 기기를 랙에 안전하게 부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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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및 후면 패널

① 헤드폰 볼륨 노브

헤드폰 볼륨을 제어합니다. 클립 표시등은 신호 과부하를 알려 줍니다. 노브를 누르면 Dante 옵션과 헤드폰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

다.

② 모니터 잭, 헤드폰 잭

¼”(6.35mm) 오디오 출력 잭.

③ 디스플레이

RF 스펙트럼을 보고 분석하기 위한 컬러 디스플레이.

④ 기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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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밝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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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NTER 버튼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⑥ EXIT 버튼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⑦ 컨트롤 휠

누르면 메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누르면 매개변수 또는 메뉴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휠을 돌려 메뉴 항목을 스크롤하거나 파라미터 값을 편집합니다.

⑧ 전원 스위치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⑨ AC 전원 입력

IEC 잠금 커넥터, 100~240 V AC.

⑩ AC 전원 캐스케이드(잠금)
IEC 연장 케이블을 사용해 여러 장치에 캐스케이드 전원을 공급합니다.

⑪ 이더넷 포트

이더넷 포트 4개는 다음 신호를 전달합니다.

ctrl 1: 네트워크 제어; PoE 지원

ctrl 2: 네트워크 제어; PoE 지원

Dante 1차: Dante 디지털 오디오

Dante 2차: Dante 디지털 오디오

⑫ 네트워크 상태 LED

끄기: 네트워크 링크 없음

녹색: 네트워크가 연결됨

녹색 점멸: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속도는 트래픽 양과 연관됩니다.
황갈색 점멸: 연결이 1Gbps임을 나타냅니다. 속도는 트래픽 양에 해당합니다.

⑬ USB 포트

기록된 스캔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와 주고 받습니다.

⑭ 안테나 바이어스 표시 LED(안테나당 1개)

녹색: 안테나 바이어스를 활성화

빨간색: 안테나 오류

끄기: 안테나 바이어스를 비활성화

⑮ 안테나 A, B, C, D, E, F용 동축 입력

안테나 A, B, C, D, E, F용 RF 연결.

⑯ 냉각 통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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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을 위한 전면과 후면의 통풍구.

디스플레이 화면
홈 화면은 각 안테나에 대한 RF 작동을 표시합니다. 이 화면에서 메인 메뉴와 스캔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메뉴 선택 항목으로 이동하거나 안테나 플롯을 켜거나 끕니다.

참고: 이러한 옵션은 시각적 전용이며 조정 또는 백업 빈도 모니터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메인 메뉴: 메인 메뉴에 액세스

스캔 도구: 스캔 도구에 대한 액세스

스캔 상태: 현재 보기가 라이브 스캔인지 저장된 파일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안테나 A-F: 각 안테나는 RF 플롯에서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최대: 모든 안테나의 실시간 피크를 단일 플롯으로 결합

아이콘 키

아이콘 설명

USB: USB 포트에 저장 장치가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아
이콘을 선택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USB 드라이브를 꺼내

십시오.

경보: 하나 이상의 하드웨어 경보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활성 경

보를 보려면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전원 스위치 잠금: 실수로 차단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전원 잠금

이 활성화되고 전원 스위치가 토글되면 AD600은 계속 켜져 있습

니다.

전면 패널 잠금: 메뉴 변경을 방지합니다. 컨트롤 잠금이 활성화

되면 메뉴 옵션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액세스 제어: 액세스 제어가 활성화된 경우 나타납니다.

네트워크 상태 표시등: AD600이 네트워크에서 다른 장치를 발견

하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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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 및 컨트롤
기능 버튼, 컨트롤 휠, ENTER 및 EXIT를 사용하여 메뉴 선택 항목으로 이동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합니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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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컨트롤 휠

누르면 메뉴를 시작합니다.
눌러서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휠을 돌려 메뉴 옵션을 스크롤하거나 파라미터를 편집합니다.

③ ENTER
변경사항을 확인 또는 저장합니다.

④ EXIT
변경사항을 취소하고 메인 메뉴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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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맵

시스템 예

단일 주파수 대역 시스템
이 예에서 AD600에 연결된 모든 장치는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합니다.

연결된 각 수신기의 주파수 범위와 일치하도록 AD600 안테나를 설정하십시오.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추가 수신기를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팁: 수신기 안테나 캐스케이드 포트를 AD600의 안테나 입력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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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주파수 범위 시스템
이 예에서 AD600은 다른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수신기를 지원합니다.

연결된 각 수신기의 주파수 범위와 일치하도록 AD600 안테나를 설정하십시오.
동일한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추가 수신기를 네트워크에 추가하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팁: 수신기 안테나 캐스케이드 포트를 AD600의 안테나 입력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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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구성
AD600은 최대 6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중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고 복잡한 시스템에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합니다.

안테나 포트
AD600의 후면 패널에는 6개의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 각 포트는 연결된 안테나의 대역폭과 일치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안테나를 사용할 때 바이어스 전원을 켤 수 있습니다.

안테나 매개변수 설정
안테나가 연결되면 안테나 매개변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비가 470~534MHz 범위에서 작동하는 경우 적절한 안테나를 

선택하고 범위를 470~534MHz로 설정하십시오.

팁: 한 쌍의 안테나(AB/CD/EF)에 대한 매개변수를 설정하려면 구성 모드를 Paired로 설정하십시오.

주 메뉴 > 장치 구성 > 안테나

안테나를 활성화합니다. RF 작동을 표시하고 주파수 조정에서 안테나 데이터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만 보기 전용을 선택

하십시오.
사전 설정된 범위를 선택하거나 안테나 대역폭과 일치하도록 수동으로 범위를 선택하십시오.
액티브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Bias를 On으로 설정합니다.

참고: 액티브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구성 창에 Total Current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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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구성 예
다음 예는 AD600의 일반적인 안테나 구성입니다.

광대역 커버리지

광대역 커버리지는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장비를 지원합니다. 안테나는 각 장치 그룹의 주파수 범위와 일치하도록 구성됩니다. 이 예에

서 3개의 다른 주파수 범위에서 작동하는 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배치된 3쌍의 안테나가 있습니다.

넓은 영역의 커버리지

넓은 영역의 커버리지는 컨벤션 공간이나 스포츠 경기장과 같은 장소에서 사용됩니다. 안테나는 공간에 RF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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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또는 퍼레이드 경로 커버리지

선형 커버리지는 긴 복도, 런웨이 또는 도로와 같은 영역에서 사용됩니다. 안테나는 경로를 따라 커버리지의 갭을 방지하기 위한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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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AD600에는 4 포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Dante 기술은 디지털 오디오를 모니터링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ante
는 이더넷상에서 표준 IP를 사용하며 IT 및 제어 데이터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공존합니다. 선택 가능한 네트워킹 모드는 유

연한 네트워크 설정을 위해 포트 신호 경로를 지정합니다.

네트워크 신호 유형
네트워크에서 지원되는 신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Shure control: Shure Wireless Workbench 소프트웨어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에 대해 종합적인 제어를 제공합니다.
Dante 1차: Dante 디지털 오디오 신호

Dante 2차: 추가 라우팅 옵션에 자주 사용되는 Dante 1차 오디오의 2차 사본(중복)

유도 네트워크 구성
AD600은 장비 네트워킹을 단순화하기 위해 유도 설정을 제공합니다.

설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스위치 모드

Shure 컨트롤

Dante 1차

Dante 2차

네트워킹 모드

네트워킹 모드는 포트로 라우팅되는 신호 유형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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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모드 포트 신호

① Shure 컨트롤 및 Dante 1차

② Shure 컨트롤 및 Dante 1차

③ Shure 컨트롤 및 Dante 1차

④ Shure 컨트롤 및 Dante 1차

분할/중복 모드 포트 신호

① Shure 컨트롤

② Shure 컨트롤

③ Dante 1차

④ Dante 2차

스위치 모드 설정

주 메뉴에서: 장치 구성 > 네트워크 설정 > 설정.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스위치 모드를 전환 또는 분할 중복으로 설정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저장하고 재부팅하십시오.

인터페이스 모드 설정(IP 주소)
IP 주소는 네트워크의 각 장치에 할당되어 구성요소 간의 통신과 제어를 보장해야 합니다. DHCP 서버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또는 유효

한 IP 주소의 목록에서 수동으로 유효한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Dante 오디오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Dante IP 주소도 각 Dante 
장치에 할당해야 합니다.

자동

DHCP가 가능한 이더넷 스위치를 사용한다면, DHCP 스위치를 ON으로 설정하십시오.
장치 구성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 > 설정 > 다음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Shure 컨트롤, Dante 1차 및 Dante 2차(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인터페이스 모드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완료되면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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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장치 구성 메뉴에서: 네트워크 설정 > 설정 > 다음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인터페이스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하십시오.
Shure 컨트롤, Dante 1차 및 Dante 2차(해당되는 경우)에 대해 유효한 IP 주소, 서브넷 값 및 게이트웨이를 설정합니다.
완료되면 뒤로 버튼을 사용하여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네트워크 브라우저
네트워크 브라우저 도구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Shure 장치를 봅니다. 주 메뉴 > 장치 구성 > 네트워크 브라우저에서 도구에 액세스

하고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장치를 선택합니다.

모두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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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고침

장치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펌웨어 버전

네트워크에서 찾은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모델을 선택하여 장치 모델을 봅니다.

팁: 컨트롤 휠을 누르면 이러한 장치의 장치 ID와 IP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주파수 조정
AD600은 유도 주파수 조정을 제공하여 시스템의 주파수를 찾는 프로세스를 간소화합니다.

조정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때 두 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되는 정기적인 조정

보다 복잡한 상황에서 매개변수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고급 조정

조정 생성 또는 수정
조정을 시작하려면 주 메뉴 > 주파수 조정으로 이동하여 새 조정을 만들거나 기존 조정을 수정합니다.

참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정기적인 조정이 적절합니다. 가상 채널을 추가하거나, 제외 또는 임계값을 수동으로 설정하거나, 조정을 사용자 정의해야 하는 경우, 고급 옵

션 또는 Wireless Workbench를 사용하십시오.

프롬프트 메시지를 따라 다음을 선택하여 각 단계를 진행합니다.

1단계: 장치 선택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조정에 포함할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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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스캔

스캔 시작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스캔이 길 수록 조정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롯이 안

정화되면 스캔 중지를 선택합니다.

3단계: 계산

AD600은 시스템의 주파수 조정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배포를 선택하여 장치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조정을 완료합니다.

팁: 필요한 경우 휴대용 장치를 다시 동기화하십시오.

고급 조정
일반 조정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급 조정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고급 조정에서는 제외, 임계값, 사용자 그룹 및 TV 채
널과 같은 추가 매개변수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팁: 고급 조정을 위해 Wireless Workbench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 메뉴 > 주파수 조정으로 이동하고 고급 옵션을 선택하여 조정을 생성하거나 수정합니다. 프롬프트 메시지를 따라 다음을 선택하여 

각 단계를 진행합니다.

1단계: 장치 선택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조정에 포함할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네트워크에 없는 장치의 주파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 가상 채널을 추

가하십시오.

2단계: 빈도 요청

각 장치에 대한 호환성 수준과 원하는 백업 빈도 수를 선택합니다.

3단계: 예외

설정을 선택하여 다음 제외 항목을 선택합니다.

스캔: 스캔 파일 로드

임계치: 스캔 피크 임계값 및 제외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TV 채널: TV 형식을 설정하거나 TV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예외 목록: 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계산에서 제외할 빈도와 범위를 추가합니다.

스캔 시작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링합니다. 스캔이 길 수록 조정을 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롯이 안

정화되면 스캔 중지를 선택합니다.

4단계: 고급 옵션

사용자 그룹 선택: 지역 사용자 목록 및 그룹을 선택합니다.

조정 순서 변경: 장치를 이동하여 우선 순위를 변경하십시오.

주파수 목록 분석: 분석을 선택하여 RF 환경에서 주파수 호환성을 확인합니다. 호환 주파수 잠금을 선택하여 모든 호환 가능한 주

파수를 잠급니다.

5단계: 계산

시작을 선택하여 시스템의 주파수를 계산합니다.

6단계: 할당 및 배포

배포를 선택하여 장치에 주파수를 할당하고 조정을 완료합니다.

팁: 필요한 경우 휴대용 장치를 다시 동기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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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도구
AD600에는 스펙트럼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캡처하고, 디스플레이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 화면

의 탭에서 스캔 도구에 액세스합니다.

커서

커서는 RF 플롯에 위치하는 이동 가능한 수직 라인을 추가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플롯의 모든 지점에 커서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선택한 점의 주파수 값과 신호 강도가 커서 옆에 표시됩니다.

확대/축소

확대/축소는 RF 플롯을 확대하여 스펙트럼의 부분을 자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확대/축소를 사용하여 혼잡한 RF 환경에서 

개별 주파수를 식별하십시오.

범위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에 대한 플롯 한계를 정의하거나 다음 사전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안테나 범위: 플롯은 안테나 범위와 일치합니다.
주파수 목록 범위: 플롯은 주파수 목록과 일치합니다.

캡처

AD600은 RF 작동 기간을 스캔하고 저장하여 RF 스펙트럼의 작동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스캔 파일은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저장하거나 고급 주파수 조정을 위해 로드할 수 있습니다.

스캔 열기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내부 드라이브 또는 USB 드라이브에서 저장 또는 캡처한 스캔을 로드합니다.

실시간 스캔

저장된 파일을 보고 있는 경우 실시간 검색 활동을 표시하는 디스플레이를 반환합니다.

듣기

헤드폰을 사용하여 스펙트럼의 RF 작업을 듣습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안테나를 선택하고 신호 유형을 정의합니다.

스냅샷 저장

현재 디스플레이의 스캔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파일을 디렉토리나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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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에 색상으로 구분된 마커를 추가하여 사용 주파수(흰색), 백업 주파수(녹색) 및 저하된 백업 주파수(빨간색)에 맞춥니다. 컨
트롤 휠을 사용하여 표시할 마커 유형을 선택합니다.

관리 및 모니터링

청취 기능을 사용한 오디오 모니터링
청취 기능을 사용하면 헤드폰 잭에서 호환되는 장치의 복조된 오디오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청취 기능은 다음 신호 유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Axient Analog, UHF-R, ULX, SLX, BLX, PSM1000, PSM900, PSM300과 같이 Shure 제품의 아날로그 FM
타사 무선 시스템의 아날로그 FM
암호화되지 않은 Axient 디지털 신호(표준 및 고밀도)

스캔 도구 메뉴 또는 주파수 목록에서 청취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안테나를 선택하고 스펙트럼의 한 지점으로 이동합니

다. 커서 옆에 주파수 번호가 나타납니다.

Dante 탐색을 사용하여 오디오 청취
Dante 탐색을 사용하여 네트워크의 Dante 지원 장치에서 오디오를 청취합니다.

헤드폰 노브를 누르고 Dante 탐색을 선택하거나 메인 메뉴 > 헤드폰 > Dante 탐색으로 이동합니다.
Shure 장치만 표시하려면 Shure를 선택하고 Dante 지원 장치를 표시하려면 모두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목록에서 장치와 채널을 선택합니다.
헤드폰 볼륨을 조정합니다.

주파수 목록 모니터
주파수 목록 모니터는 네트워크의 장치와 할당된 주파수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네트워크의 장치는 주파수 상태와 함께 주파수 풀에 나

타납니다.

사용: 장치에 할당된 주파수

준비: 백업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품질저하: 품질이 좋지 않아 백업 빈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역 이름: Wireless Workbench에서 할당된 영역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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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목록 모니터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풀 추가: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주파수 목록에 장치를 추가하고 구성합니다.
임계치 편집: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주파수가 저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을 결정하는 모니터링 임계값을 편집합니다.
재배포: 모든 관리 채널에 새 주파수 또는 업데이트된 주파수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목록 지우기: 모든 장치에서 주파수 목록을 지우는 데 사용합니다.

스캔 파일 관리
스캔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AD600의 내부 드라이브 또는 USB 포트에 연결된 외부 드라이브에서 스캔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팁: 외부 저장 장치를 꺼내려면 홈 화면에서 USB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컨트롤 휠을 누르십시오.

날짜 및 시간 설정
AD600에는 스캔 파일, 스냅샷 및 이벤트 로그 항목에 타임스탬프를 추가하는 내부 클럭이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의 파일 공유 섹션에서: 장치 구성 > 날짜 및 시간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날짜, 시간 및 시간대를 설정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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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 메뉴 > 장치 구성 > 잠금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잠금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헤드폰 설정
AD600에는 오디오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헤드폰 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폰 노브를 누르거나 주 메뉴에서 탐색: 헤드폰 > 헤드폰 설정

볼륨 노브를 사용하여 헤드폰의 볼륨을 제어합니다.
리미터 임계값을 조정하여 오디오 피크를 감쇠합니다. 오디오 리미터 기본 설정은 -10d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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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조정
밝기와 절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시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rightness: Low, Medium, High, Auto
디스플레이 절전(초): 10, 30, 60, 끄기

주: 절전 모드는 홈 화면에서만 활성화됩니다.

화면 맨 아래의 파일 공유 섹션에서: 장치 구성 > 디스플레이

컨트롤 휠을 사용하여 밝기를 설정하거나 절전 시간을 설정합니다.
ENTER를 눌러 저장합니다.

냉각 팬 설정
Device Configuration 메뉴에서: 팬
다음 팬 설정 옵션에서 선택합니다.

Auto: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 자동으로 켜집니다.
On: 온도가 높은 환경에서 최대의 냉각 효과를 위해 계속 가동됩니다.

팁: 화면에서 내부 온도를 확인하십시오.

문제 해결
네트워크 당 오직 하나의 DHCP 서버만 사용.
모든 기기는 반드시 동일한 서브넷 마스크를 공유해야 함.
모든 기기는 반드시 동일한 수준의 펌웨어 수정판을 설치해야 함.
각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있는 네트워크 아이콘을 살펴 보십시오:

만약 아이콘이 없으면, 케이블 연결과 네트워크 잭의 LED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LED가 켜져 있지 않지만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면, 케이블을 교체한 후 LED와 네트워크 아이콘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보려면 모두 찾기 유틸리티(유틸리티 > 네트워크 > 모두 찾기)를 사용하십시오.

Find All 보고서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기기를 나열합니다.
Find All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기기의 IP 주소를 확인하여 해당 기기가 동일한 서브넷에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Wireless Workbench와 관련된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려면 Wireless Workbench 도움말 시스템의 네트워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는 스펙트럼 매니저와 이 스펙트럼 매니저가 관리하는 다른 기기들의 동작을 기록합니다. 각 이벤트에는 문제 해결에 도움

이 되는 ID, 타임스탬프, 범주 및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그에는 최대 9999개의 이벤트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이벤

트가 로그 상부에 나타납니다. 저장 한계에 도달하면, 가장 오래된 이벤트에 덮어씁니다.

컨트롤 휠로 이벤트를 스크롤하여 확인합니다. 기능 키를 사용하여 로그를 내보내거나 로그를 지웁니다.

https://content-files.shure.com/Pubs/WWB6/en-US/index.html
https://content-files.shure.com/Pubs/WWB6/en-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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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그 항목은 전원 주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각 구성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개발됩니다. Shure Update Utility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hure.com에서 Shure Update Utility를 다운로드하십시오.

공장 초기화
모든 파라미터를 출고 시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주 메뉴 > 장치 구성 > 공장 초기화

출고시 초기 설정값으로 복구하려면 ENTER를 선택하십시오.

용어집
액세스 제어

Wireless Workbench 또는 다른 Shure 제어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차단하는 PIN 
할당이 가능합니다.

백업 주파수

RF 환경과 호환되며 장치에 할당되지 않은 주파수입니다. 간섭 발생 시 백업 주파수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상태:

사용 중: 장치에 할당된 주파수입니다.
준비: 사용할 준비가 된 백업 주파수입니다.
품질저하: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배포할 수 없는 백업 주파수입니다.

호환가능 주파수

사용자 환경에서 사용 중인 다른 주파수와 충돌하지 않는 주파수입니다.

호환성 레벨

호환성 레벨을 조정하면 상호 변조 제품을 포함한 합성 주파수와 다른 주파수 사이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환성 설정 또는 호

환성 프로필이라고도 합니다. 3가지 호환성 레벨이 있습니다.

표준: 기본 채널 간격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을 사용하여 안정적인 작동과 주파수 개수 사이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https://www.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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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ust: 간섭을 피하기 위해 주파수 사이에 큰 간격을 사용합니다. 이 설정은 주파수 간 간격이 가장 커야 하기 때문에 Standard 
또는 More Frequencies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지정된 스펙트럼 분량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주파수가 충분하면, 이 설정이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추가 주파수: 더 좁은 간격을 사용하여 더 많은 주파수를 할당합니다. 가능한 한 주파수 개수가 많이 필요할 때 이 설정을 사용합니

다. 이 설정은 가장 가까운 주파수 간격을 허용하기 때문에 송신기-수신기 안테나 거리와 최소 송신기-송신기 거리를 포함하여 시스

템의 작동 범위는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장비 프로필

특정 제조업체 및 모델의 모든 장치에 적용되는 조정 설정의 그룹입니다. 장비 프로파일은 Wireless Workbench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

다. 장치 프로필이라고도 합니다.

예외

주파수 조정의 일부로서 주파수 계산에서 피할 단일 주파수와 범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외라고 합니다.

주파수 목록

Wireless Workbench 또는 Spectrum Manager에서 계산된 사용 가능한 기본 및 백업 주파수 목록입니다. 호환 주파수 목록 또는 CFL
이라고도 합니다.

주파수 풀

주파수 목록은 특정 장치와 호환되는 주파수 그룹인 풀로 구성됩니다. 풀의 주파수는 공통 장치 시리즈(ULX-D, QLX-D 등), 대역, 때로

는 RF 프로파일, 포함 그룹 또는 영역을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통점 때문에 주파수 서버는 장치의 풀에서 해당 장치로 모든 주파수를 배

포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서버

AD600 및 AXT600은 장치에 호환 가능한 주파수를 배포하고 새 주파수에 대한 장치 요청(예: 간섭 발생 시)에 응답하는 주파수 서버 역

할을 합니다.

상호변조 결과물

변조의 부산물로, 잠재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작은 RF 스파이크를 말합니다. 상호 변조 왜곡(intermods)이라고도 하는 이 주파

수는 스펙트럼 내 공간을 차지하는 추가적인 주파수입니다.

관리된 장치

관리된 장치는 스펙트럼 관리자가 제공하는 장치입니다. Wireless Workbench 속성 패널에서 장치 목록을 모니터링하여 RF 채널이 계

획된 주파수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모니터 임계값

주파수가 저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수준(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입니다. 이 수준 이상의 주파수는 저하된 것으로 표시됩니다.

재계산

장치에 대한 다른 주파수를 찾기 위해 계산을 다시 실행합니다.

재배포

하드웨어에 대한 조정 변경 사항을 제공합니다.

RF 구역

대규모 행사장에서 여러 영역에 걸쳐 RF를 조정할 때 사용 가능한 주파수의 수를 최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일

반적으로 스포츠 경기장, 캠퍼스 및 기업 환경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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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영역은 주파수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장치 간의 거리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캠퍼스의 다른 부분에 있는 2개의 건물에 시스템

이 있는 경우, 주파수 사이에 충분한 거리가 있는 한 주파수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건물은 조정에서 자체 영역이 됩니다.

AD600은 단일 영역을 관리하도록 설정됩니다. 여러 구역을 조정하려면 Wireless Workbench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RSSI

수신된 신호 강도 표시기 또는 해당 주파수에 존재하는 RF 에너지의 양입니다.

피크 임계치 스캔

계산에서 활성 송신기가 있다고 가정하는 주파수입니다.

Shure 컨트롤

Wireless Workbench와 같은 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Shure의 소프트웨어.

사용자 그룹

지역 또는 국가 내에서 무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위치를 제어하도록 설계된 사전 정의된 주파수 세트입니다.

가상 채널

가상 채널은 네트워크에 추가할 계획인 오프라인 장치나 온라인 상태가 되지 않는 네트워크 불가능(및 타사) 장비를 나타내기 위해 생

성됩니다. 가상 채널은 조정 중에 자리 표시자 역할을 하므로 오프라인 장치는 조정에 주파수가 포함됩니다. 가상 장치라고도 합니다.

사양
RF 튜닝 주파수 범위

174 ~ 2000MHz

RF 가변 스텝 크기

25 kHz/200kHz

노이즈 플로어
분해능 대역폭

25KHz -109dBm, 일반

200KHz -100dBm, 일반

이미지 리젝션

> 90dB

스퓨리어스 응답

< -100dBm, 일반

치수

43.2 x 482.6 x 285.7mm(1.7 x 19.0 x 11.25인치), H x W x D

무게

3.7kg(8.15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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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

스틸

전력 사양

110~240V AC, 50~60 Hz

전류 드레인

1.2 A

작동 온도 범위

-18°C~50°C(0°F~122°F)

보관 온도 범위

-29°C~74°C(-20°F~165°F)

RF Input
커넥터 유형

BNC

임피던스

50Ω

최대 입력 레벨

+10dBm

바이어스 전압

12 ~13.5V DC

안테나당 최대 150mA, 장치당 최대 450mA

헤드폰 모니터 오디오 출력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Hz~20kHz, +/- 3dB

구성

¼" / 6.3mm 커넥터, 언밸런스드 스테레오

임피던스

63Ω

최대 신호 수준

350mW

핀 지정

팁: 오디오 + , 왼쪽: | , 링: 오디오 + , 오른쪽: | , 슬리브: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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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쿼드 포트 이더넷 10/100/1000Mbps

중복 Dante 지원

제어 포트에서 지원되는 PoE

네트워크 처리 용량

DHCP 또는 수동 IP 주소

DC 모듈 사양

DC 입력 전압 범위

10.9 - 16V

최대 DC 입력 전류

5.5 A

보호 모드

역극성, 과전압

커넥터 유형

4핀 XLR(수)

DC 입력 XLR 커넥터의 쉘은 섀시 접지에 연결됩니다.

권장 케이블 게이지

6피트 이하 18AWG(1mm )

7~15피트 16AWG(1.5mm )

16~25피트 14AWG(2.5mm )

중요: 전체 케이블 길이가 25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 정보
본 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

정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림: FCC 규정에서는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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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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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한은 주택에서 설치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

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판매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호주의 무선 관련 경고
경고: 이 기기는 ACMA 등급 라이센스에 따라 작동하며, 작동 주파수를 포함하여 라이센스의 모든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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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Shure Incorporated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본사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클래스 B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This device contains licence-exempt transmitter(s)/receiver(s) that comply with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s licence-exempt RSS(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유럽 연합 및 영국에서, 이 라벨은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지침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유럽 연합(EU) 및 영국(UK) 화학 물질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Shure 제품에 중량 대비(w/w) 0.1% 이상의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고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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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 유럽 수입업체/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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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CA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UKCA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UKCA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UK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영국 수입업체/대리점:
Shure UK Limited
Unit 2, The IO Centre, Lea Road,
Waltham Abbey, Essex, EN9 1 A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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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무선설비는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

https://www.shure.com/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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