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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4IN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개요

일반 설명
Shure ANI4IN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아날로그 오디오의 채널 4개를 Dante  네트워크에 있는 독립 디지털 오디오 채널로 변

환합니다. 각 채널당 조정 가능한 게인과 +48V의 팬텀 파워와 함께 마이크, 보조 및 라인 수준 장치가 지원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를 사용해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의 시스템에 아날로그 장비(예: 무선 마이크)를 오디오 네트워크에 간단히 연결할 수 있습니

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신호 라우팅과 채널 설정을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어합니다.

모델 종류
ANI4IN-XLR: XLR 입력부 4개(균형 잡힌 오디오만 해당)
ANI4IN-BLOCK: 6핀 블록 커넥터 입력부 4개(균형 잡힌 오디오 및 로직 연결)

하드웨어 및 설치

하드웨어
블록 커넥터 모델:

XLR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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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력 신호 클립 표시등

각 표시등은 신호 입력 채널에 해당합니다.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음원 장치의 레벨을 감쇄하여 입력 단계에서 클리핑을 방지

하십시오. 아날로그 및 디지털 게인은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정합니다.

LED 상태 오디오 신호 레벨

Off –60dBFS 미만

녹색 –59dBFS ~ –24dBFS

노란색 –23dBFS ~ –1dBFS

빨간색 0dBFS 이상

② 오디오 및 로직 입력

주: 로직 입력부는 블록 커넥터 버전에만 있는 기능입니다.

블록 입력부: 각 입력부는 균형 잡힌 오디오와 로직 신호를 수신합니다. 핀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디오 +

오디오 –

오디오 접지

스위치 로직 음소거(마이크에서 전송)

led 로직 LED(마이크에서 수신)

gnd 로직 접지

XLR 입력부: 각 입력부는 균형 잡힌 오디오 신호를 수신합니다. 핀 할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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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양

3 음

③ 섀시 접지 나사

필요에 따라 섀시 접지와 마이크 실드선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주: 블록 커넥터 버전에만 해당

④ LED 표시등

전원: PoE(Power over Ethernet) 존재

주: 주: 네트워크 스위치가 PoE를 지원하지 않으면 PoE 인젝터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네트워크 오디오: 네트워크에 Dante 오디오 존재

주: 오류 세부 사항은 웹 애플리케이션의 이벤트 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암호화: 현재 지원되지 않음

LED 상태 활성화

Off 활성 신호 없음

녹색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벤트 로그를 참조하십시오.

⑤ Dante 네트워크 포트

제어 소프트웨어로부터 PoE(Power over Ethernet) 및 데이터를 수신하면서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하여 Dante 오디오를 보냅니

다. 자세한 내용은 Dante 및 네트워킹 섹션을 참고하십시오.

⑥ 재설정 버튼

장치 설정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Power Over Ethernet (PoE)
이 장치를 작동하려면 PoE가 필요합니다. 클래스 0 및 클래스 3 PoE 소스와 모두 호환됩니다.

Power over Ethernet은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PoE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PoE 인젝터 장치

설치 및 랙 장착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장착 솔루션을 사용해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CRT1 19" 랙 트레이(액세서리 선택 사양): 최대 3개의 장치 지원, 랙 또는 테이블 아래에 설치 가능합니다.

단일 기기 장착 트레이(액세서리 포함): 테이블 아래에 장착하도록 단일 장치를 지원합니다.

장치 고정
장착 하드웨어 키트에 포함된 나사를 사용하여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고정합니다. 어느 한 쪽 방향을 향하도록 오디오 네트워

크 인터페이스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 따라 적합한 구멍에 아래에서 나사를 끼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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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기기 장착 트레이에 단일 장치를 고정하도록 그림처럼 구멍 정렬

19" 랙 트레이에 최대 3개의 장치를 고정하도록 그림처럼 구멍 정렬

랙 이어 구성
최대 3개의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조합을 하나의 19인치 랙 공간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조정 가능한 랙 이어는 표준 장비 랙이나 

테이블 아래 장착을 지원합니다.

표준 19" 랙 마운트

장착 구멍이 앞을 향하게 하여 이어와 정렬합니다.
이어를 트레이에 고정하는 나사 3개를 그림처럼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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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아래에 장착

장착 구멍이 위를 향하게 하여 이어와 정렬합니다.
이어를 트레이에 고정하는 나사 3개를 그림처럼 설치합니다.

테이블 아래에 설치

테이블 아래의 원하는 위치로 트레이를 잡습니다.
연필로 테이블의 장착 구멍 위치를 표시합니다.
나사용 구멍 4개를 뚫습니다. 트레이의 구멍 직경은 7.1m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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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레이에 구성품을 설치합니다.
나사 4개로 테이블 밑에 트레이를 고정합니다.

재설정
재설정 버튼은 후면 패널의 작은 구멍 안에 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는 종이 클립이나 기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드웨어 재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재설정(4~8초 동안 버튼 누르기)
모든 Shure 제어 및 오디오 네트워크 IP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완전 공장 초기화(8초 이상 버튼 누르기)
모든 네트워크 및 Designer 설정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복원합니다.

소프트웨어 재설정 옵션
하드웨어 전체를 재설정하지 않고 간단히 설정을 되돌리려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재부팅 장치: 네트워크와 연결이 해제된 것처럼 장치의 전원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장치가 재부팅되면 모든 설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본 설정: 오디오 설정을 다시 출고 시 구성으로 되돌리려면(장치 이름, IP 설정 및 암호 제외) 프리셋 로드를 선택하고 기본 설정 프리

셋을 선택합니다.

레벨 및 미터링

입력 레벨 조정
시작하기 전에 조정 가능한 출력 레벨을 사용하여 아날로그 장치의 레벨이 공칭 레벨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날로그 게인은 오디오 신호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되기 전에 오디오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신호는 3dB 단위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51dB의 전체 게인까지 가능합니다.

작업 공간의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Metering을 Pre-fader로 설정하고 아날로그 신호 레벨을 모니터링합니다.
아날로그 게인 값을 선택하여 페이더를 엽니다.
아날로그 게인 설정을 수신 신호 레벨에 맞춥니다. 페이더의 게인 범위 마커를 사용하여 적합한 게인 값을 적용합니다.

소스 레벨 게인 범위

라인(+4dBu) 0 ~ +9dB

보조(–10dBV) +9 ~ +21dB

마이크(다양함) +21 ~ +51dB

미터는 –18 ~ –9dB에서 최대여야 합니다.

주: 모바일 장치를 특정 채널에 연결할 경우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헤드룸을 좀 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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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레벨 조정
출력 레벨은 디지털 게인(dB) 페이더로 제어합니다. 항상 입력 게인(아날로그)을 조정한 후 출력 게인(디지털)을 조정하십시오. 대부분

의 경우 아날로그 게인을 올바르게 설정하면 출력 레벨도 적절하게 됩니다. 감도가 낮은 마이크처럼 신호가 조용한 소스에는 약간의 디
지털 게인(dB) 적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게인(dB) 페이더를 조정해야 할 경우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작업 공간의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Metering을 Post-fader로 설정합니다.
필요에 따라 디지털 게인(dB) 페이더를 조정합니다.
서밍을 사용 중일 경우 디지털 게인(dB) 페이더로 채널 레벨을 믹싱합니다.

측정 옵션(프리 페이더 및 포스트 페이더)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각각 모니터링하기 위한 두 가지 모니터링 모드가 있습니다.

프리 페이더(아날로그 입력 레벨)
프리 페이더 측정은 신호가 디지털 게인 페이더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 레벨을 표시하므로 입력 신호 레벨을 각 채널에 최적화할 수 있습

니다. 프리 페이더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아날로그 게인을 조정하면 미터에 영향을 주지만 디지털 게인 조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 수신 신호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예: 무선 마이크 시스템)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서 아날로그 게인을 조정하기 전에 수신 

신호가 공칭 레벨인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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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페이더(디지털 출력 레벨)
포스트 페이더 측정은 신호 체인의 가장 마지막에 신호 레벨을 표시하여 아날로그 및 디지털 게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Dante 네트워크

에서 전송되고 있는 레벨을 측정하려면 이 설정을 사용하십시오.

음소거 동기화
음소거 동기화는 회의 시스템에서 연결된 모든 장치가 신호 경로의 올바른 지점에서 동시에 음소거되거나 음소거 해제되도록 합니다. 
음소거 상태는 로직 신호 또는 USB 연결을 사용하여 장치에서 동기화됩니다.

음소거 동기화를 사용하려면 모든 장치에서 로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esigner의 Optimize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모든 음소거 동기화 설정을 구성합니다.

호환 Shure 로직 장치:

P300(또한 USB로 연결된 지원되는 소프트 코덱을 음소거함)
ANIUSB-MATRIX(또는 USB로 연결된 지원되는 소프트 코덱을 음소거함)
IntelliMix  Room

®
 소프트웨어(또한 USB로 연결된 지원되는 소프트 코덱을 음소거함)

MXA910
MXA710
MXA310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ANI22-BLOCK
ANI4IN-BLOCK
ANI22-BLOCK 또는 ANI4IN-BLOCK에 연결된 로직 사용 가능 MX 마이크

MX392
MX395-LED
MX396
MX405/410/415

음소거 동기화를 사용하려면, 로직 지원 MX 시리즈 마이크를 ANI4IN-BLOCK 또는 ANI22-BLOCK에 연결하십시오.

참고: 마이크에서 로직을 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마이크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특정 음소거 동기화 구현에 대한 도움말은 FAQ를 참조하십시오.

신호 흐름 및 연결

오디오 네트워크 설정
Shure 네트워크 회의 시스템은 Dante 네트워크에서 모두 작동하는 Microflex Advance 마이크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 컴퓨터, 라우드스피커 및 오디오 프로세서 같은 추가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구성품 색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표시된 Shure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Microflex Advance 마이크

MXA910 및 MXA310이 Dante 출력부에 직접 장착되어 있어 네트워크 스위치에 바로 연결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아날로그 장치(예: 라우드스피커 및 아날로그 마이크)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ANI4IN: 4개의 아날로그 신호(별도의 XLR 및 블록 커넥터 모델 이용 가능)를 Dante 디지털 오디오 신호로 변환합니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mixers/p300
https://www.shure.com/en-US/products/mixers/aniusb-matrix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intellimix_room
https://www.shure.com/americas/support/find-an-answer
https://www.shure.com/americas/support/find-an-answer
https://www.shure.com/americas/support/find-an-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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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4OUT: 네트워크에서 Dante 오디오의 채널 4개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회의 시스템의 전체 신호 경로를 보여줍니다. 가까운 끝 자리와 맨 끝 자리의 신호는 전화 

시스템에 연결된 오디오 프로세서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교환됩니다. 아날로그 마이크는 Shure ANI4IN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반면, 라우드스피커는 Shure ANI4OUT을 통해 연결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비디오 코덱을 통해 통신하는 두 공간의 Microflex Advance 구성품 관계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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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에서 하드웨어 및 오디오 제어
오디오 및 하드웨어 설정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로 관리합니다.

Shure 하드웨어 및 오디오

Microflex Advance의 각 구성품에는 음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믹싱 및 구성 도구를 제공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장치용 확장 제어

Shure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4IN/ANI4OUT)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아날로그 장치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볼륨 레벨, 이퀄라이

제이션 및 신호 라우팅을 관리하여 추가적인 원격 제어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로 실행되는 라우드스피커 볼륨 

조절 또는 유선 마이크 음소거를 네트워크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Dante 신호 라우팅

Dante Controller 또는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로 신호 라우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및 신호 흐름

① MX396(Dual-element)
오디오 신호 실행과 더불어 이 바운더리 마이크에는 로직 연결을 위한 3개의 추가 와이어 리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의 스

위치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장비에 로직 음소거 신호를 보내고 로직 LED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② MX392
오디오 신호 실행과 더불어 이 바운더리 마이크에는 로직 연결을 위한 3개의 추가 와이어 리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의 스

위치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장비에 로직 음소거 신호를 보내고 로직 LED 제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③ ULX-D 수신기

무선 마이크는 수신 시의 균형 잡힌 아날로그 출력부를 통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④ 네트워크 스위치

Dante 오디오 네트워크와 신호 처리 및 라우팅을 제어하는 컴퓨터 사이를 연결합니다.

⑤ 컴퓨터

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컴퓨터 또는 태블릿은 연결된 각 장치에 독립적인 게인 제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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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력부: 아날로그(4 XLR 또는 블록 커넥터)
각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는 라인, 보조 및 마이크 수준 신호의 가변 아날로그 게인을 사용하는 4개의 아날로그 입력부가 있습

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기 위한 장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 마이크 시스템

유선으로 설치된 마이크(로직 기능은 블록 커넥터 모델이 지원함)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

기타 재생 장치

출력부: Dante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해 Dante 출력부를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한 네트워크 케이블은 오디오의 모든 4 채널을 네트워크에 

전달하며 PoE(Power over Ethernet)를 통해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Dante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서 적합한 네트워크 대상으로 오디오 채널을 라우팅합니다. 모든 신호는 가장 끝까지 동시에 오디오를 전달하면서 로컬 강화를 제공하

기 위해 여러 대상으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서밍
자동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채널 서밍을 제공하여 입력 신호를 결합하고 단일 Dante 채널에 그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

한된 Dante 수신기 채널 수로 장치에 모든 채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믹서 기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디오 채널은 결합된 한 신호로서

만 보내집니다.

주: 서밍을 활성화하면 신호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기가 작동됩니다. 제한기는 직접 출력에 적용되는 경우가 없으며 서밍된 신호에만 영향을 줍니다.

활성화하려면 채널 탭의 믹서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서밍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Shure Incorporated

14/27

•
•
•
•

시나리오의 예
서밍이 필요한 일반적인 사용 분야는 여러 개의 마이크가 있는 화상 회의입니다. 장치(예: 회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 및

Dante Virtual Soundcard)가 1개 또는 2개의 Dante 수신기 채널만 지원할 경우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입력 신호를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 Dante 채널로 전송합니다.

① 서밍된 아날로그 오디오 채널

4개의 아날로그 오디오 채널이 서밍되면 각각의 Dante 전송 채널에 모든 입력 신호가 포함됩니다.

② 단일 Dante 오디오 채널

서밍된 모든 4 채널을 포함한 1개의 Dante 신호가 네트워크에 보내집니다.

③ 컴퓨터에 연결

Dante Virtual Soundcard가 있는 제한된 수의 Dante 채널을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가 단일 채널에서 모든 오디오를 수신합니다. 이 

오디오는 맨 끝까지 전송됩니다.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저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저로 주파수 응답을 조정하여 오디오 음질을 극대화하십시오.

일반적인 이퀄라이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피치 선명도 향상

HVAC 시스템 또는 비디오 프로젝터의 노이즈 감소

룸 불규칙성 감소

보강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조정

필터 파라미터 설정
주파수 응답 그래프의 아이콘을 조절하거나, 숫자값을 입력하여 필터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필터 옆의 확인란을 사용하여 필터를 활성

화하십시오.

필터 종류

첫 번째 및 마지막 대역에만 선택 가능한 필터 종류가 있습니다.
파라매트릭: 사용자 지정 가능한 주파수 범위 내의 신호를 감쇄하거나 부스트합니다.
로우컷: 선택한 주파수 이하의 오디오 신호를 줄입니다.
로우 쉘프: 선택한 주파수 이하의 오디오 신호를 감쇄하거나 부스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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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이컷: 선택한 주파수 이상의 오디오 신호를 줄입니다.
하이 쉘프: 선택한 주파수 이상의 오디오 신호를 감쇄하거나 부스트합니다.

주파수 컷/부스트하려는 중심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게인 특정 필터의 레벨을 조정합니다(+/–30dB).

Q 폭 필터의 영향을 받는 주파수 범위를 조정합니다. 이 값이 올라가면 대역폭은 좁아집니다.

이퀄라이저 적용
회의실 음향은 룸 크기, 모양, 시공 자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지침을 활용하십시오.

EQ 적용 권장 설정

트레블 부스트로 스피치 명확도를 향상하십시오.
하이 쉘프 필터를 추가하여 주파수를 3~6데시벨로 1킬로헤르츠 

이상 부스트하십시오.

HVAC 노이즈를 줄이십시오.
로우컷 필터를 추가하여 주파수를 200헤르츠 이하로 감쇄하십시

오.

플러터 에코 및 치찰음을 줄이십시오.
룸에 “자극을 가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식별:

Q 값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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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1.
2.

3.

•
•
•
•

1.
2.

EQ 적용 권장 설정

게인을 +10~+15데시벨로 높인 다음, 1~6킬로헤르츠 주

파수로 실험하여 플러터 에코 또는 치찰음의 범위를 정확

하게 찾아내십시오.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데시벨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공동, 공명 룸 사운드를 줄이십시오.

룸에 “자극을 가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식별:

Q 값을 제한적으로 설정하십시오.
게인을 +10~+15데시벨로 높인 다음, 300~900킬로헤르

츠 주파수로 실험하여 공명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십

시오.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데시벨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소프트웨어 설치, 관리 및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장치 검색
Shure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은 Shure 장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은 웹 브

라우저에서 열리며 포괄적인 장치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장치에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는 모두 이 애플리케이션으로 GUI에 액세

스할 수 있습니다.

호환 브라우저:

Chrome
Safari
Firefox
Internet Explorer

Shure 장치 검색 애플리케이션(www.shure.com에서 다운로드) 설치

구성 요소를 두 번 클릭하여 인터페이스를 여십시오.

웹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Shure 웹 서버 검색 애플리케이션은 웹 기반 GUI가 있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Shure 장치를 검색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웹 애

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하려면 다음의 단계를 따르십시오.

① Shure 검색 애플리케이션 설치

www.shure.com에서 Shure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그러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필수 Bonjour 장치 검색 

도구가 설치됩니다.

② 네트워크 연결

컴퓨터와 하드웨어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③ 검색 애플리케이션 실행

GUI가 있는 모든 Shure 장치가 앱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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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드웨어 식별

장치를 두 번 클릭하여 GUI를 웹 브라우저에서 여십시오.

⑤ 장치의 웹 애플리케이션 즐겨찾기에 추가(권장됨)
장치의 DNS 이름을 즐겨찾기에 추가하면 Shure 검색 애플리케이션 없이 GUI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iscovery 앱 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
Discovery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에 DNS 이름을 입력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DNS 이름

은 장치 모델에서 파생되며 MAC 주소의 마지막 3바이트(6자리)가 포함되고 .local로 끝납니다.

형식 예: 장치의 MAC 주소가 00:0E:DD:AA:BB:CC이면 링크가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ANI4IN: http://ANI4IN-aabbcc.local

ANI4OUT: http://ANI4OUT-aabbcc.local

채널 유틸리티

+48V(팬텀 파워)
+ 48V 팬텀 파워를 선택한 채널에 전달합니다.

극성 역전

채널마다 입력 신호의 극성을 역전하기 위한 확인란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게인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 오디오로 변환하기 전에 입력 신호 수준을 최적화하기 위해 게인을 조정합니다.

디지털 게인

네트워크의 신호 강도를 최적화하기 위해 디지털 신호 수준을 조정합니다.

음소거 그룹

그룹에 채널을 추가하려면 음소거 그룹을 선택합니다. 음소거 그룹의 채널을 음소거하면 그룹의 모든 채널이 음소거됩니다.

페이더 그룹

그룹에 채널을 추가하려면 페이더 그룹란을 선택합니다. 그룹의 모든 페이더는 연결되어 신호 페이더가 조정되면 같이 이동합니다.

로직 스위치 표시기

마이크로부터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스위치 로직 신호를 받을 때 켜집니다.

주: 블록 커넥터 모델에만 해당

로직 LED 표시기

네트워크를 통해 제어 시스템으로부터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LED 로직 신호를 받을 때 켜집니다.

주: 블록 커넥터 모델에만 해당

사용자 지정 프리셋
프리셋을 사용하여 설정을 신속하게 저장하고 불러오십시오. 각 장치에 최대 10개의 프리셋을 저장하여 다양한 좌석 배열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프리셋은 장치 이름, IP 설정 및 암호를 제외한 모든 장치 설정을 저장합니다. 새로 설치할 때 프리셋을 가져오고 내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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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절약되고 워크플로가 향상됩니다. 프리셋을 선택하면 이름이 프리셋 메뉴 위에 표시됩니다. 변경이 이루어지면 이름 옆에 별표

가 나타납니다.

주: 기본 설정 프리셋을 사용하여 출고 시 구성으로 되돌립니다(장치 이름, IP 설정 및 암호 제외).

프리셋 메뉴를 열어 다음 프리셋 옵션을 표시합니다.

프리셋 저장: 설정을 장치에 저장합니다.

프리셋 로드: 장치에서 구성을 엽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프리셋 파일을 컴퓨터에서 장치로 다운로드합니다. 파일은 브라우저로 선택하거나 가져오기 창으

로 끌어 놓을 수 있습니다.

파일로 내보내기: 장치의 프리셋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이벤트 로그
이벤트 로그는 장치에 전원이 들어온 즉시 장치 활동의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로그는 최대 1,000건의 활동 엔트리를 수집하고 

마지막 전원 주기에 대해 타임 스탬프를 기록합니다. 이 항목은 내부 메모리에 저장되고 장치 전원을 껐다가 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보내기 기능은 CSV(comma separated values) 문서를 생성하여 로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정렬합니다.

Shure 시스템 지원 부서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담할 때 자세한 내용은 로그 파일을 참조하십시오.

이벤트 로그를 보는 방법:

도움말 메뉴 열기

이벤트 로그 보기 선택

심각성 수준

정보

동작 또는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경고

동작을 완료할 수 없지만 전체 기능은 안정적입니다.

오류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그 세부 정보

설명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포함한 이벤트와 오류에 대한 세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타임 스탬프

최근 부팅 이후 전원 주기:시간:분:초.

이벤트 ID
내부에서 참조할 수 있는 이벤트 유형을 나타냅니다.

팁: 필터를 사용해 결과를 좁히십시오. 카테고리 제목을 선택하여 로그를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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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각 구성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개발됩니다. 설계 개선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Shure 업데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펌웨어의 새로운 버전을 업로

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http://www.shure.com/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중요: Shure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성품이 연결된 경우,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기 전에 한 번에 한 장치에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모든 장치를 한꺼번에 업데이트하려고 하면 펌웨어가 업데이트된 후 인

터페이스가 재부팅되며,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구성품의 연결이 끊기게 됩니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주의! 업데이트 동안 장치가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를 끄지 마십시오.

장치와 컴퓨터를 같은 서브넷에 설정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Shure 업데이트 유틸리티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을 여십시오.
Check For Updates... 버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원하는 펌웨어를 선택하고 Download를 눌러 펌웨어 라이브러리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Update Devices 탭에서 새 펌웨어를 선택하고 Send Updates...를 눌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치의 

기존 펌웨어를 덮어씁니다.

참고: 업데이트 후, 브라우저의 캐시를 지워야 장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업데이트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펌웨어 릴리스 요구 사항
모든 장치는 올바른 작동을 위해 연동되는 여러 개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권장되는 최적의 사용 방

법은 모든 장치에 동일한 릴리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각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보려면 구성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를 연 후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Settings > About.

Shure 장치의 펌웨어 형식은 MAJOR.MINOR.PATCH입니다. (예: 1.6.2에서 1은 메이저 펌웨어 레벨을 나타내고, 6은 마이너 펌웨어 

레벨을 나타내며, 2는 패치 펌웨어 레벨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같은 서브넷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MAJOR 및 MINOR 릴리스 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메이저 릴리스가 서로 다른 장치는 호환되지 않습니다.
패치 펌웨어 릴리스 레벨이 다를 경우 원치 않는 비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
오디오는 미국 정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간행물 FIPS-197에서 명시한 대로, 고급 암호화 표준

(AES-256)으로 암호화되었습니다. 암호화를 지원하는 Shure 장치를 연결하려면 암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타사 장치에서는 암호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

설정값 메뉴를 열고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Enable Encryption을 선택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화된 연결을 설정하려면 모든 장치가 동일한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 암호화가 작동하려면 네트워크상의 모든 Shure 장치가 암호화를 사용해야 합니다.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signer 도움말 섹션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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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문자열 사용
이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로직 명령을 수신합니다. Designer를 통해 제어되는 많은 파라미터는 적절한 명령 문자열을 사용하여 타사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어될 수 있습니다.

일반 애플리케이션:

음소거

LED 색상 및 동작

프리셋 로드 중

레벨 조절 중

전체 명령 문자열 목록은

pubs.shure.com/command-strings/ANI4IN.

로직 애플리케이션
블록 커넥터 모델 종류(ANI4IN-BLOCK)에는 세 개의 로직 신호 연결부가 있습니다. 로직 신호는 이더넷 명령 문자열로 변환된 후 전송

되어 이더넷 명령 문자열을 지원하는 장치(예: 에코 취소기 또는 제어 시스템)가 수신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Shure MX392 및 MX396 Microflex  마이크가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마이크의 음소

거 버튼은 로직 신호(스위치)를 보내 다른 오디오 장비를 음소거합니다. 마이크는 마이크의 LED가 전체 오디오 시스템 상태를 반영하

도록 로직 신호(LED)를 수신합니다.

네트워킹 및 Dante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Dante 디지털 오디오는 표준 이더넷으로 전송되며 표준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작합니다. Dante는 낮은 지연 시간, 조밀한 클

럭 동기화, 높은 서비스 품질(QoS)을 제공하여 다양한 Dante 장치로 오디오를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Dante 오디오는 IT 및 제어 데

이터를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

https://pubs.shure.com/command-strings/ANI4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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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네트워킹을 위한 스위치 및 케이블 권장 사항
스위치와 케이블에 따라 오디오 네트워크의 성능이 결정됩니다. 고품질 스위치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 오디오 네트워크를 더 안정적으

로 만드십시오.

네트워크 스위치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가비트 포트. 10/100 스위치는 소규모 네트워크에서 작동할 수 있지만, 기가비트 스위치가 성능이 더 좋습니다.
전원이 필요한 장치의 PoE(Power over Ethernet) 또는 PoE+ 포트

포트 속도, 오류 카운터 및 사용된 대역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관리 기능

EEE(Energy Efficient Ethernet)를 끄는 기능. “그린 이더넷”으로도 알려진 EEE는 오디오 드롭아웃 및 클럭 동기화 문제를 일으

킬 수 있습니다.
엄격한 우선순위와 4개 대기열이 있는 Diffserv(DSCP) 서비스 품질(QoS)

이더넷 케이블은 다음 특성을 지녀야 합니다.

Cat5e 이상

차폐형

Dante 전송 흐름
이 장치는 최대 2개의 전송 흐름과 2개의 수신 흐름을 지원합니다. 한 신호 흐름은 유니캐스트 또는 멀티캐스트 전송을 통한 최대 4개의 

채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니캐스트 흐름은 두 장치 사이의 포인트-투-포인트 연결로서 흐름당 최대 4개의 채널을 지원합니다.
멀티캐스트 흐름은 일대 다중 전송으로서 최대 4개의 채널을 네트워크의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는 것을 지원합니다.

Shure 장치 애플리케이션
이 장치는 최대 2개의 Dante 장치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Shure MXA310, ANI22, ANIUSB-MATRIX 및 ANI4IN은 멀티캐스트 전송을 지원합니다. 이는 네트워크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장치에 흐름을 전송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유니캐스트 흐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각 장치는 최대 2개의 Dante 수신기 장치와 연결

할 수 있습니다.

Shure ANI4OUT은 최대 2개의 Dante 장치를 연결합니다.

Dante Domain Manager와의 호환성
이 장치는 Dante Domain Manager(DDM)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DDM은 Dante 네트워크 및 Dante 지원 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

증, 역할 기반 보안 및 감사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DDM으로 제어되는 Shure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

Dante 도메인에 Shure 장치를 추가할 때, 로컬 컨트롤러 액세스를 Read Write로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Dante 설정에 액

세스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거나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장치와 DDM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할 수 없는 경우 Dante 설정을 제어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거나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장치는 Dante 도메인에 설정된 정책을 따릅니다.
Dante 장치 잠금이 켜져 있거나 DDM이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장치 구성이 Prevent로 설정되어 있으면 일부 장치 설정이 비활성

화됩니다. 여기에는 Dante 암호화, MXW 연결, AD4 Dante 찾아보기, Dante 큐 및 SCM820 연결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nte Domain Manager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서비스 품질(QoS) 설정
QoS 설정은 네트워크의 특정 데이터에 우선순위를 할당하여, 트래픽량이 많은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인 오디오 제공을 보장합니

다. 이 기능은 대부분의 관리되는 네트워크 스위치에서 제공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QoS 설정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네트워크 관리자와 변경 사항을 조율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십시오.

https://audinate.com/
https://aud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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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S 값을 할당하려면,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열고 다음 표를 사용하여 Dante  관련 대기열 값을 할당하십시오.

시간이 가장 중요한 PTP 이벤트에는 가장 높은 값(이 예에서는 4로 나와 있음)을 할당하십시오.
나머지 각 패킷에는 내림차순으로 우선순위 값을 사용하십시오.

Dante QoS 우선순위 값

우선순위 용도 DSCP 라벨 16진수 10진수 2진수

높음(4)
시간이 가장 중요한

PTP 이벤트
CS7 0x38 56 111000

중간(3) 오디오, PTP EF 0x2E 46 101110

낮음(2) (사전 지정됨) CS1 0x08 8 001000

없음(1) 기타 트래픽 BestEffort 0x00 0 000000

주: 스위치 관리는 제조업체 및 스위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구성 세부 정보는 제조업체의 제품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Dante 요구 사항 및 네트워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udinate.com에서 참조하십시오.

네트워킹 용어
PTP(정밀 시간 프로토콜): 네트워크에서 클럭을 동기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DSCP(차등화 서비스 코드 포인트): 레이어 3 QoS 우선순위 지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위한 표준화된 식별 방법입니다.

패킷 브리지
외부 컨트롤러는 패킷 브리지를 사용하여 Shure 장치의 제어 인터페이스에서 IP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킷 브리지에 액세스하려

면 외부 컨트롤러가 유니캐스트 UDP*상에서 쿼리 패킷을 Shure 장치의 Dante 인터페이스에 있는 포트 2203으로 보내야 합니다.

최소 1바이트 페이로드를 포함한 UDP 패킷을 보냅니다.

주: 최대 승인 페이로드는 140바이트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Shure 장치는 쿼리 패킷의 소스 포트와 동일한 대상 UDP 포트를 사용하여 유니캐스트 UDP상에서 응답 패킷을 컨트롤러로 전

송합니다. 응답 패킷의 페이로드는 다음 형식을 따릅니다:

바이트 목차

0~3 IP 주소, 네트워크 순서에서 서명되지 않은 32비트 정수

4~7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순서에서 서명되지 않은 32비트 정

수

8~13 MAC 주소, 6바이트 배열

주: Shure 장치는 일반 네트워크에서 1초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대상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쿼리 전송을 시도합니다.

*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사양
Inputs

ANI4IN-XLR (4) XLR conn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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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4IN-BLOCK (4) 6-pin block connector

Phantom Power
selectable per channel

+48  V

Logic Connections (Block connectors only)
Sent as Ethernet command strings

LED(+5 V) , Switch

Polarity
Non-inverting, any input to any output

Output
(1) RJ45

Power Requirements
Power over Ethernet (PoE), Class 0

Power Consumption
10W, maximum

Weight
672  g (1.5 lbs)

Dimensions
H x W x D

4 x 14 x 12.8 cm ( 1.6 x 5.5 x 5.0 in.)

control application
HTML5 Browser-based

Operating Temperature Range
−6.7°C (20°F) to 40°C (104°F)

Storage Temperature Range
−29°C (-20°F) to 74°C (165°F)

Audio

Frequency Response
20 to 20,000 Hz

Dante Digital Output
Channel Count 4

Sampling Rate 48 kHz

Bit Depth 24



Shure Incorporated

24/27

Latency
Does not include Dante latency

0.35 ms

analog gain range
Adjustable in 3 dB steps

51 dB

Dynamic Range (Analog-to-Dante)
20 Hz to 20 kHz, A-weighted, typical

113 dB

Equivalent Input Noise
20 Hz to 20 kHz, A-weighted, input terminated with 150Ω

Analog Gain Setting= +0 dB -93 dBV

Analog Gain Setting= +27 dB -119 dBV

Analog Gain Setting= +51 dB -130 dBV

Total Harmonic Distortion
@ 1 kHz, 0 dBV Input, 0 dB analog gain

<0.05%

Common Mode Rejection Ratio
150Ω balanced source @ 1 kHz

>70 dB

Impedance
5 kΩ

Input Configuration
Active Balanced

Input Clipping Level
Analog Gain Setting= +0 dB +20 dBV

Analog Gain Setting= +27 dB -7 dBV

Analog Gain Setting= +51 dB -31 dBV

Built-in Digital Signal Processing
Per Channel Equalizer (4-band Parametric) , Mute, , Gain ( 140 dB range)

System Audio Summing

Networking

Cable Requirements
Cat 5e or higher (shielded cable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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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orts and Protocols

Shure Control

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Factory 
Default

21 TCP FTP Required for firmware updates (otherwise closed) Closed

22 TCP SSH Secure Shell Interface Closed

23 TCP Telnet Not supported Closed

53 UDP DNS Domain Name System Closed

67 UDP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Open

68 UDP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Open

80* TCP HTTP Required to launch embedded web server Open

443 TCP HTTPS Not supported Closed

2202 TCP ASCII Required for 3rd party control strings Open

5353 UDP mDNS Required for device discovery Open

5568 UDP SDT (multicast)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57383 UDP SDT (unicast)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8023 TCP Telnet Debug console interface Closed

8180 TCP HTML Required for web application (legacy firmware only) Open

8427 UDP SLP (multicast)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64000 TCP Telnet Required for Shure firmware update Open

*These ports must be open on the PC or control system to access the device through a firewall.

These protocols require multicast. Ensure multicast has been correctly configured for your network.

See Audinate's website for information about ports and protocols used by Dante audio.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하드웨어 키트(XLR 모델) 90A29254

하드웨어 키트(블록 커넥터 모델) 90B29252

장착 브래킷(1/3 랙 유닛) 53A27742

†

†

†

†

https://www.audinate.com/learning/faqs/which-network-ports-does-dant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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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선택 사양과 교체 부품
19" 랙 트레이 CRT1

중요한 제품 정보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주: 이 장치는 공용 인터넷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 E2에 대한 EMC 준수: 상용 및 경산업용. 시험은 제공되는 권장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차폐(스크린) 케이블 이외의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Industry Canada ICES-003 규정준수 레이블: CAN ICES-3(B)/NMB-3(B)

FCC Part 15B 비준 조항에 의해 승인됨.

건전지, 포장 및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활용 제도를 따르십시오.

Dant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udinate Pty Ltd.

Information to the user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manufacturer's instruction manual, may cause interference with radio and television reception.

Notice: The FCC regulations provide that changes or modifications not expressly approved by Shure Incorporated could void 
your authority to operate this equipment.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Reorient or relocate the receiving antenna.
Increase the separation between the equipment and the receiver.
Connect the equipment to an outlet on a circuit different from that to which the receiver is connected.
Consult the dealer or an experienced radio/TV technician for help.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Global Compliance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이메일: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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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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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적합성 선언)”은 Shure Inc. 또는 그 유럽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www.shure.com 사이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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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