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IUSB-Matrix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Complete user guide for the ANIUSB-MATRIX. Includes system diagrams, specifications, installation instructions, command strings, and 
more.
Version: 7.9 (2022-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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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USB-Matrix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시작하기
ANIUSB-MATRIX를 제어하려면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이 기본 설정 프로세스를 완료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 ANIUSB-MATRIX 제어

Designer에서 ANIUSB-MATRIX로 오디오 라우팅

매트릭스 믹서를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 라우팅

시작하기 전에 다음 항목이 필요합니다.

Cat5e (이상의) 이더넷 케이블

PoE(Power over Ethernet)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 www.shure.com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1단계: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Designer에서 검색
Cat5e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하여 ANIUSB-MATRIX를 네트워크 스위치의 PoE 포트에 연결합니다.
Designer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합니다.
Designer를 열고 설정에서 올바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장치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장치를 식별하려면 제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치의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하십시오.

2단계: 오디오 라우팅 및 DSP 적용
오디오를 라우팅하고 DSP를 적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Designer의 최적화 워크플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적화는 오디오 신호를 

자동으로 라우팅하고, DSP 설정을 적용하며, 음소거 동기화를 작동시키고, 연결된 장치에 대한 LED 로직 제어를 활성화합니다.

이 예에서는 MXA310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My projects > New로 이동해서 새 프로젝트를 작성합니다.
New > Room (live)을 선택해서 새 실내를 작성합니다. 모든 온라인 장치가 목록에 나타납니다. ANIUSB-MATRIX 및
MXA310을 끌어다 놓아 실내에 추가합니다.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경로 및 설정이 필요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 작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로를 삭제합니다.
필요에 따라 DSP 블록을 미세 조정합니다.
마이크 적용 범위를 테스트하고 조정합니다.

Optimize 워크플로 외부에서 수동으로 오디오를 라우팅하거나 Dante Controller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http://www.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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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오디오 구성
마지막 구성 단계는 ANIUSB-MATRIX에 연결하는 다른 장치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아날로그 및 USB 장치를 ANIUSB-MATRIX에 연결합니다.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컴퓨터는 USB 포트에 연결합니

다.
매트릭스 믹서로 이동하여 ANIUSB-MATRIX 입력과 출력 사이에 오디오를 라우팅합니다. 단일 입력을 여러 출력으로 보낼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오디오를 MXA310에서 컴퓨터로 보내려면 Dante 입력 1과 USB 출력이 교차하는 상자를 선택

하십시오.

Designer에서 사운드 점검을 수행하고 입력 및 출력 레벨을 조정합니다.
음성 선명도를 향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퀄라이제이션(EQ)을 적용합니다.

추가 정보 가져오기
Designer 도움말 섹션 또는 전체 사용 설명서(pubs.shure.com/guide/ANIUSB-Matrix)에서 ANIUSB-MATRIX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

십시오.

일반 설명
ANIUSB-MATRIX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USB, Dante  및 아날로그 오디오 소스용 연결을 제공합니다. 무선 마이크, 컴퓨터, 
모바일 장치, 비디오 코덱 및 스피커 시스템 지원으로 단일 네트워크의 모든 오디오 장치와 함께 사용하고 연결합니다. 단일 네트워크 

케이블로 연결하여 PoE(Power over Ethernet)를 통해 오디오 및 전원을 받습니다.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네

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오디오 및 네트워크 설정을 제어합니다.

™

http://pubs.shure.com/guide/ANIUSB-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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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및 설치

후면 패널

① 레벨 표시기(신호/클립)

3색 LED는 아날로그 채널에 대한 오디오 신호 레벨과 USB 채널에 대한 연결 상태를 나타냅니다. 클리핑이 발생하지 않도록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에서 출력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아날로그 입력/출력

LED 상태 오디오 신호 레벨

끄기 -60dBFS 미만

녹색 -59dBFS~-24dBFS

노란색 -23dBFS~-1dBFS

빨간색 0dBFS 이상

참고: 미터링이 포스트-게인으로 설정되면 입력 및 출력 LED는 꺼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USB 오디오

LED 상태 상태

끄기 연결된 USB 장치 없음

녹색 USB 장치가 성공적으로 작동 중

빨간색(점멸) 연결된 USB 오디오 장치에서 문제가 탐지되었음

② 오디오 입력(블록 커넥터)
블록 핀 지정:

오디오 +

오디오 -

오디오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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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섀시 접지 나사

필요에 따라 새시 접지와 마이크 실드선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④ 오디오 출력(블록 커넥터)
균형 잡힌 오디오 출력이 아날로그 장치에 연결됩니다. 아날로그 장치의 입력 감도와 일치하도록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에서 

출력 레벨을 설정하십시오.

참고: 블록 커넥터 지정은 전면 패널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⑤ USB 포트

컴퓨터에 연결하여 입력 및 출력 오디오 채널 조합을 전송 및 수신합니다.

⑥ LED 표시등

전원: PoE(Power over Ethernet) 존재

참고: 네트워크 스위치가 PoE를 지원하지 않으면 PoE 인젝터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네트워크 연결 활성화

네트워크 오디오:Dante 오디오가 네트워크에 존재

참고: 오류 세부 사항은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의 이벤트 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LED 동작

LED 상태 활성화

끄기 활성 신호 없음

녹색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벤트 로그를 참조하십시오.
암호화:

LED 상태 활성화

끄기 암호화되지 않은 오디오

녹색 다른 장치와 암호화된 오디오 연결 완료

빨간색

암호화 오류. 가능한 원인:

장치 하나에서는 암호화가 활성화되어 있고, 다른 장치에서는 암

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암호 불일치

⑦ Dante 네트워크 포트

네트워크 스위치에 연결하여 Dante 오디오, PoE(Power over Ethernet) 및 제어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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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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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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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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치 식별
조명을 점멸하여 하드웨어를 식별하려면 장치 옵션 섹션에서 식별 버튼을 선택하십시오.

상자의 내용물
KIT, HARDWARE, ANIUSB-MATRIX 90A33522

장착 브래킷(1/3 랙 유닛) 53A27742

Note: USB cable not included.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로 장치 제어
이 장치의 설정을 제어하려면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Designer를 사용하면 통합자 및 시스템 플래너가 MXA 마이

크 및 기타 Shure 네트워크 장치를 사용하여 설치에 대한 오디오 적용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Designer에서 장치에 액세스하는 방법:

장치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Designer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Designer를 열고 설정에서 올바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온라인 장치를 클릭합니다. 온라인 장치 목록이 나타납니다.
장치를 식별하려면 제품 아이콘을 클릭하여 장치의 표시등이 깜박거리게 하십시오. 목록에서 장치를 선택하고 구성를 클릭하여 

장치 설정을 제어합니다.

shure.com/designer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Shure Web Device Discovery을 사용하여 장치 설정을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Use Designer's Optimize Workflow
Designer's optimize workflow speeds up the process of connecting systems with at least 1 microphone and 1 audio processor. 
Optimize also creates mute control routes in rooms with MXA network mute buttons. When you select Optimize in a room, 
Designer does the following:

Creates audio routes and mute control routes
Adjusts audio settings
Turns on mute synchronization
Enables LED logic control for applicable devices

The settings are optimized for your particular combination of devices. You can customize settings further, but the optimize 
workflow gives you a good starting point.

Compatible devices:

MXA920
MXA910

http://www.shure.com/designer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shure_web_device_discovery_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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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A710
MXA310
P300
IntelliMix  Room

®

ANIUSB-MATRIX
MXN5-C
MXA Network Mute Button

To use the optimize workflow:

Place all relevant devices in a room.
Select Optimize. Designer optimizes microphone and DSP settings for your equipment combination.

If you remove or add devices, select Optimize again.

After optimizing a room, check and adjust settings to fit your needs. You may need to:

Delete unnecessary routes.
Check levels and adjust gain.
Check that AEC reference signals are correctly routed.
Fine-tune DSP blocks as needed.

펌웨어 업데이트 방법 Designer
Designer 4.2 이상에 적용됩니다.

장치를 설정하기 전에, Designer를 사용하여 새로운 기능 및 개선 사항을 활용하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하십시오. Shure Update 
Utility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하려면:

Designer을 엽니다. 아직 다운로드하지 않은 새 펌웨어가있는 경우, Designer은 사용 가능한 업데이트 수가 있는 배너를 보여

줍니다. 클릭해서 펌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Online devices로 이동하여 장치를 찾으십시오.
Available firmware 열에서 각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중에 장치 설정을 편집하는 사용자가 없도록 하십시

오.
업데이트하려는 각 장치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고 Update firmware를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중에 Online devices에서 장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중에 Designer을 닫지 마십시오.

펌웨어 버전 식별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모든 하드웨어를 동일한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장치의 펌웨어는 대규모.소규모.패치(예: 1.2.14)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네트워크의 모든 장치의 메이저 및 마이

너 펌웨어 버전 번호(예: 1.2.x)가 동일해야 합니다.

3.x와 4.x 펌웨어의 차이점
Dante Domain Manager 지원

이제 Dante Domain Manager 소프트웨어에서 도메인에 ANIUSB-MATRIX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암호화 향상

펌웨어 4.x 이상에서는 오디오 암호화 기능이 향상되었으므로 암호화를 사용하는 모든 Shure 장치를 동일한 주요 펌웨어 버전으

로 업데이트하십시오.

https://www.shure.com/firmware
https://www.shure.com/firm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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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애플리케이션 제거됨

펌웨어 4.x 이상에서는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가 ANIUSB-MATRIX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Shure 웹 장치 검색 도구에서 장치를 열어 장치의 기본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을 얻으려면 Designer를 사용해야 합

니다.
shure.com/designer에서 Designer를 다운로드하십시오.

Connections and Signal Flow
The ANIUSB-MATRIX has 4 Dante inputs and 2 Dante outputs. You can route any input to any output and adjust crosspoint 
gain using the matrix mixer.

Best Practices
For best results, route 1 microphone to the ANIUSB-MATRIX. If using multiple microphones in a space, use a device with 
an automixer (such as a P300 or IntelliMix Room).
Use Shure Designer's optimize workflow to quickly set up Dante audio routes, mute control routes, matrix mixer routes, 
and other settings.

The ANIUSB-MATRIX has 2 Dante transmit flows. Learn more about Dante flows.

These are some of the devices that you can connect to the ANIUSB-MATRIX: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designer_software
https://www.shure.com/en-US/products/mixers/p300?variant=P300-IMX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intellimix_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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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uter with conferencing software
The computer sends and receives audio to and from the conferencing software. All signals pass through the ANIUSB-
MATRIX's USB connection. Route Dante sources using Dante Controller or Shure Designer software.

Note: Compatible with Mac and PC

2. Analog input sources
Analog sources (such as wireless microphones or any line-level devices) connect to the analog line input.

3. Analog output devices
Loudspeakers, amplifiers, or recording devices connect to the analog line output.

4. Dante-enabled microphone
A Dante microphone (such as a Shure Microflex Advance array) connects to the network switch. Route the microphone's 
signal to the ANIUSB-MATRIX, and then use the matrix mixer to route the signal to the USB output.

5. Control computer
A computer connected to the network accesses Shure Designer to control the channel levels and processing.

6. Network switch
The network switch provides Power over Ethernet (PoE) to devices that require it.

ANIUSB-MATRIX를 컴퓨터에 연결
USB 포트를 사용하여 회의 소프트웨어가 있는 컴퓨터에 ANIUSB-MATRIX를 연결합니다.

ANIUSB-MATRIX를 처음 연결하면 컴퓨터가 이것을 USB 오디오 장치로 인식합니다. 오디오를 전달하려면 이것을 입력/출력(녹음/재
생) 장치로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ANIUSB-MATRIX를 기본 장치로 지정하여 연결할 때마다 오디오를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해당 

컴퓨터의 설명서를 참조하여 오디오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USB 포트에 오디오 채널 연결
Dante Controller 또는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ANIUSB에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ANIUSB의 매트릭스 믹

서를 사용하여 Dante와 아날로그 채널을 USB 포트에 라우팅합니다.

1 단계: Dante Controller 또는 Shure Designer

Dante Controller 또는 Shure Designer를 열고 Dante 장치(예: MXA 또는 MXW 마이크)를 ANIUSB의 Dante 입력 채널에 연

결합니다. 장치 추적을 위해 채널 이름을 지정합니다.
채널을 ANIUSB에서 다른 Dante 지원 장치(앰프, 스피커 또는 기록 장치)로 보내야 하는 경우, ANIUSB의 Dante 출력 채널을

Dante Controller의 적절한 장치로 라우팅합니다.

참고: Shure Designer는 Shure 장치 사이에서 Dante 오디오 경로를 만듭니다. 비 Shure Dante 장치를 사용하여 Dante 오디오 경로를 생성하려면 Dante 
Controller를 사용하십시오.

2단계: 매트릭스 믹서

ANIUSB의 매트릭스 믹서를 열어서 Dante와 아날로그 채널을 USB 포트에 라우팅합니다.
USB 입력 채널(맨 끝 자리 오디오)을 해당 출력에 지정합니다. 회의를 녹음할 경우, 가까운 끝 자리 마이크와 USB 입력을 기록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어댑터 호환성
이 장치는 USB-B와 USB-C 어댑터의 연결과 호환 가능합니다. 많은 모바일 장치가 USB 또는 Lightning 포트를 통한 양방향 오디오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어댑터 사용은 데스크톱 및 랩톱 컴퓨터에만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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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장치 유형 설정
P300 또는 ANIUSB-MATRIX에 USB 연결 코덱을 사용하는 경우 Shure 장치에서 USB 장치 유형을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USB 장치 유형 설정은 음향 에코 상쇄(AEC)가 필요한지 여부를 코덱에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덱이 자체 AEC를 켜거나 끌 수 있

습니다(지원되는 경우).

예: ANIUSB-MATRIX로 라우팅된 MXA710이 있는데 MXA710의 AEC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코덱이 AEC를 끄도록 USB 장치 유형을

에코 상쇄 스피커폰으로 설정합니다.

USB 장치 유형을 변경하려면:

Designer에서, P300 또는 ANIUSB-MATRIX를 찾아서 Settings > General로 이동합니다.
USB 장치 유형을 선택합니다.

스피커폰: 코덱의 AEC 사용

에코 상쇄 스피커폰: Shure 장치의 AEC 사용

USB 장치 유형을 변경한 후, 코덱 설정에서 장치를 기본 오디오 장치로 선택합니다.
테스트 전화를 걸어 AEC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ANIUSB-MATRIX만 해당: Designer의 Optimize 워크플로는 USB 장치 유형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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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A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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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려면:

Designer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치를 엽니다. Settings > Mute control로 이동합니다.
Mute sync를 켭니다.
Inputs로 이동합니다. 입력 채널에서 Logic enable 확인란을 선택하여 로직을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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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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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A310 및 ANIUSB-MATRIX에서 음소거 동기화 설정
이 설정을 사용하여 MXA310의 음소거 버튼을 눌러 ANIUSB-MATRIX를 음소거하십시오. ANIUSB-MATRIX의 신호 체인에서는 입력 

후 음소거가 발생합니다.

Designer 4.2 이상:

ANIUSB-MATRIX 및 MXA310을 Designer의 동일한 위치에 추가하십시오.
최적화를 선택합니다. Designer가 음소거 동기화를 켜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장비 조합에 대한 마이크 및 DSP 설정을 최적화

합니다.

Designer 4.1.x

Designer에서 ANIUSB-MATRIX를 열고 입력로 이동합니다.
채널 스트립에서 로직 활성화을 선택합니다. 모든 채널에서 로직이 활성화됩니다.
Designer에서 MXA310을 열고 Settings > Logic control로 이동합니다.
음소거 제어 기능을 로직 아웃으로 설정합니다.
표시등로 이동합니다. 스타일을 링으로 설정합니다.

특정 음소거 동기화 구현에 대한 도움말은 FAQ를 참조하십시오.

Shure 회의 장치 개요
Shure는 회의를 위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제공합니다. MXA 마이크, 오디오 프로세서 및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두 Dante를 사용하여 

표준 IT 네트워크를 통해 오디오를 보냅니다. Shure의 무료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Shure 장치를 제어하고 이들 

장치 간에 오디오를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장치 목적 물리적 연결 Dante I/O

MXA910

IntelliMix DSP가 있는 실링 어

레이 마이크
PoE 포트 1개

IntelliMix DSP가 있는 개별 채

널 출력 8개 또는 오토믹스 채

널 출력 1개

AEC 참조 입력 1개

MXA710

IntelliMix DSP가 있는 선형 어

레이 마이크
PoE 포트 1개

2피트:

IntelliMix DSP가 있는 개별 채

널 출력 4개 또는 오토믹스 채

널 출력 1개

AEC 참조 입력 1개

4피트:

IntelliMix DSP가 있는 개별 채

널 출력 8개 또는 오토믹스 채

널 출력 1개

AEC 참조 입력 1개

MXA310
테이블 어레이 마이크 PoE 포트 1개

개별 채널 출력 4개 또는 오토

믹스 채널 출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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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hure.com/designer
https://www.shure.com/designer
https://pubs.shure.com/guide/MXA910
https://pubs.shure.com/guide/MXA710
https://pubs.shure.com/guide/MXA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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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목적 물리적 연결 Dante I/O

P300

IntelliMix DSP 및 매트릭스 믹

서가 있는 오디오 프로세서

USB 입력/출력 1개

아날로그 블록 입력 2개

아날로그 블록 출력 2개

모바일 TRRS 포트(3.5mm) 1
개

PoE+ 포트 1개

IntelliMix DSP가 있는 Dante 
입력 8개

보조 Dante 입력 2개

Dante 출력 8개

IntelliMix Room

IntelliMix DSP 및 매트릭스 믹

서가있는 오디오 처리 소프트

웨어

장치에 따라 다름

IntelliMix DSP가 있는 8개 또

는 16개의 Dante 입력

보조 Dante 입력 8개

Dante 출력 8개

가상 오디오 입력 및 출력 1개

PC 입력 및 출력 1개

ANIUSB-MATRIX

USB 및 아날로그 입/출력이 있

는 매트릭스 믹서

USB 입력/출력 1개

아날로그 블록 입력 1개

아날로그 블록 출력 1개

PoE 포트 1개

Dante 입력 4개

Dante 출력 2개

ANI4IN(블록 또는 XLR 커넥

터)

아날로그 신호를 Dante 신호로 

변환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4개

PoE 포트 1개
Dante 입력 4개

ANI4OUT(블록 또는 XLR 커
넥터)

Dante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4개

PoE 포트 1개
Dante 출력 4개

ANI22(블록 또는 XLR 커넥터)

2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Dante 
신호로 변환합니다.
2개의 Dante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2개

아날로그 출력 2개

PoE 포트 1개

Dante 입력 2개

Dante 출력 2개

MXN5-C

PoE로 지원되는 네트워크형 

실링 스피커
PoE 포트 1개

Dante 입력 2개

Dante 출력 1개

MXA 네트워크 음소거 버튼

Shure 장치용 PoE 전원 네트

워크 음소거 버튼

PoE 포트 1개

베이스용 전원 케이블 커넥터

1개

해당 없음

https://pubs.shure.com/guide/p300
https://pubs.shure.com/guide/IntelliMixRoom
https://pubs.shure.com/guide/ANIUSB-Matrix
https://pubs.shure.com/guide/ani4in
https://pubs.shure.com/guide/ani4out
https://pubs.shure.com/guide/ani22
https://pubs.shure.com/guide/MXN5-C
https://pubs.shure.com/guide/MXA-MUTE
https://pubs.shure.com/guide/MXA-M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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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

구성도 보기
Designer 의 구성도 보기는 전체 오디오 신호 체인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설정을 조절하고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합

니다.

설정 조절
입력, 출력 또는 처리 블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다음 옵션에 액세스하십시오.

채널당

복사/붙여넣기

항목 간에 설정을 복사하고 붙여넣습니다. 예를 들어, USB 출력에 이퀄라이저 곡선을 설정한 다음,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 동일한 

설정을 사용합니다. 또는 한 입력 채널에서 다른 여러 채널로 게인 및 음소거 상태를 복사합니다.

음소거/음소거 해제

채널을 음소거하거나 활성화합니다.

활성화/비활성화

처리를 켜거나 끕니다(매트릭스 믹서 또는 자동 믹서에는 적용되지 않음).

편집

대화 상자를 열어 파라미터를 조정합니다.

전역(빈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모든 입력 음소거

모든 입력 채널을 음소거합니다.

모든 출력 음소거

모든 출력 채널을 음소거합니다.

모든 입력 음소거 해제

모든 입력 채널의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모든 출력 음소거 해제

모든 출력 채널의 음소거를 해제합니다.

모든 대화 상자를 닫기

작업 공간에서 열린 대화 상자를 모두 지웁니다.

작업 공간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환경을 만들어 단일 화면에서 일련의 입력, 출력 및 처리 블록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대화 상자를 

열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 편집

입력, 출력 또는 처리 블록을 두 번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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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수만큼 대화 상자를 열어 중요한 제어 기능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미터링 및 오디오 라우팅
미터가 각 입력 및 출력 밑에 나타나 신호 레벨(dBFS)을 나타냅니다.

연결이 설정되면 입력 및 출력을 매트릭스 믹서에 연결하는 선이 컬러로 나타납니다. 신호 경로가 설정되지 않으면 선이 회색으로 나타

납니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오디오 신호 문제를 해결하고 연결과 레벨을 확인하십시오.

음소거 및 페이더 그룹

음소거 그룹
그룹에 채널을 추가하려면 음소거 그룹을 선택합니다. 음소거 그룹의 채널을 음소거하면 그룹의 모

든 채널이 음소거됩니다.

페이더 그룹
그룹에 채널을 추가하려면 페이더 그룹란을 선택합니다. 그룹의 모든 페이더는 연결되어 신호 페이

더가 조정되면 같이 이동합니다.

입력 레벨 조정
아날로그와 Dante 채널 레벨을 입력 탭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입력 레벨이 ANIUSB-MATRIX에 도달하기 전에 이 입력 레벨을 모니터링하려면 미터링을 설정 메뉴에서 프리게인으로 설정하십시오. 
페이더를 조절할 때 미터링을 포스트-게인으로 설정하십시오.

Dante 소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도달하기 전에 소스 레벨을 점검하십시오.
네트워크로 연결된 마이크 또는 기타 Dante 소스가 공칭 출력 레벨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Designer에서 MXA 마이크의 레벨을 조정하십시오.

Designer에서 디지털 게인을 조정하십시오.
페이더를 사용하거나 수동으로 게인 값을 입력하십시오.
디지털 게인은 신호가 매트릭스 믹서에 도달하기 전에 신호 레벨을 조정합니다.
미터의 피크 레벨(0dB)에 도달하는 가장 큰 음량 채널 없이 최대한 높게 레벨을 혼합하십시오.

참고: 매트릭스 믹서는 크로스포인트 게인을 제공하여 다른 출력에 대한 개별 서브믹스를 조정합니다.

아날로그 소스
시작하기 전에, 조절 가능한 출력 레벨이 있는 아날로그 장치의 레벨이 공칭 레벨에서 작동 중인지 확인하십시오. 신호가 매트릭스 믹서

에 도달하기 전에 페이더가 디지털 게인을 조절합니다.

수신 신호 레벨에 따라 아날로그 입력 레벨 설정을 맞춥니다.

라인: (+4dBu)

Aux: (-10dBV)

페이더(디지털 게인)를 사용하여 USB 또는 Dante 출력 채널로 들어가는 믹스를 조절하십시오.

출력 레벨 조정
팁: 미터링을 설정 메뉴에서 포스트-페이더로 설정하여 출력 레벨을 조절하십시오.

출력 섹션에서 필요한 만큼 높게 페이더를 조절하지만, (신호가 0dBFS에 도달할 때) 클리핑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출력 게인 전에 

매트릭스 믹서에서 입력 게인과 크로스포인트 게인을 조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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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출력 레벨: 수신 장치의 감도에 맞게 라인, Aux 또는 마이크 레벨 출력 신호를 선택합니다.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저
파라매트릭 이퀄라이저로 주파수 응답을 조정하여 오디오 음질을 극대화하십시오.

일반적인 이퀄라이저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피치 명확도 향상

HVAC 시스템 또는 비디오 프로젝터의 노이즈 감소

룸 불규칙성 감소

보강 시스템에 대한 주파수 응답 조정

Shure Design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esigner 도움말 섹션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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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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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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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필터의 영향을 받는 주파수 범위를 조정합니다. 값은 옥타브로 표시됩니다.

참고: Q 및 폭 파라미터는 같은 방식으로 이퀄라이제이션 커브에 영향을 주며, 값이 표시되는 방식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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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퀄라이저 채널 설정 복사, 붙여넣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이러한 기능은 이전 설치에서 효과적인 이퀄라이저 설정을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단순히 구성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복사 및 붙여넣기

다중 채널에서 동일한 PEQ 설정을 빠르게 적용하는 데 사용됩니다.

PEQ 화면의 풀다운 메뉴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복사을 선택합니다.
풀다운 메뉴에서 PEQ 설정을 적용할 채널을 선택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컴퓨터의 파일에서 PEQ 설정을 저장하고 로그할 경우 사용합니다. 이것은 시스템 설치에 사용된 컴퓨터에 재사용 가능한 구성 파일 라

이브러리를 만드는 데 유용합니다.

내보내기

PEQ 설정을 저장할 채널을 선택하고, 파일로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가져오기

PEQ 설정을 로드할 채널을 선택하고, 파일에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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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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dB로 1kHz 이상 부스

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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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게인을 +10~+15 dB로 높인 다음, 1~6kHz 주파수로 실

험하여 플러터 에코 또는 치찰음의 범위를 정확하게 찾아

내십시오.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 dB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공동, 공명 룸 사운드를 줄이십시오.

룸에 “자극을 가하는” 특정 주파수 범위 식별:

Q 값을 제한적으로 설정합니다.
게인을 +10~+15 dB로 높인 다음, 300~900kHz 주파수

로 실험하여 공명 주파수를 정확하게 찾아내십시오.
게인을 식별된 주파수(-3에서 -6 dB 사이로 시작)로 줄여 

원치 않는 룸 사운드를 최소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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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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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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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믹서
매트릭스 믹서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고 유연한 라우팅을 위해 입력과 출력 간에 오디오 신호를 연결합니다.

단일 입력 채널을 다중 출력으로 보내기

다중 입력 채널을 단일 출력으로 보내기

크로스포인트 게인
크로스포인트 게인은 특정 입력과 출력 간 게인을 조절하여 입력 또는 출력 페이더 설정을 변경하지 않고 개별 서브믹스를 만듭니다. 아
무 크로스포인트의 dB 값을 선택하여 게인 조절 패널을 여십시오.

게인 스테이징: 입력 페이더 > 크로스포인트 게인 > 출력 페이더

채널 경로 지정
입력과 출력이 교차하는 상자를 선택하여 이들을 연결합니다.

ANIUSB-MATRIX Default Routes
The matrix mixer creates these default routes. Adjust them to fit your needs.

통화 상태 사용
Designer의 통화 상태 기능은 마이크 LED를 사용하여 화상 회의 통화 중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이것은 위치 수준 기능이므로

Designer 위치의 모든 마이크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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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려면:

모든 마이크와 프로세서(ANIUSB-MATRIX, IntelliMix Room 또는 P300)를 동일한 Designer 위치에 둡니다.
마이크 신호를 프로세서에 수동으로 연결하거나 Designer의 최적화 워크플로에 연결합니다.
[현재 위치] > 설정 > 통화 상태로 이동해서 통화 상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통화 상태가 활성화된 경우:

마이크 LED 꺼짐 = 통화 중이 아님

마이크 LED 켜짐 = 통화 중

통화 상태는 다음 코덱과 호환됩니다.

Microsoft Teams
Microsoft Teams Rooms
Zoom Client for Meetings
Zoom Rooms

주: Chrome 운영 체제가 설치된 컴퓨터에서 코덱이 실행 중인 경우 통화 상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암호화
암호화은 해당 실내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즉, 이 실내에 포함된 모든 장치는 이러한 설정을 가집니다. 오디오는 미국 정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간행물 FIPS-197에 지정된 대로 고급 암호화 표준(AES-256)으로 암호화되

어 있습니다. 타사 장치에서는 암호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

실내에서, 오른쪽 상단의 (설정)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암호화를 선택합니다.
Enable Encryption를 선택합니다.

다른 옵션을 사용하면 암호화를 다시 입력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암호화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중요: 암호화가 작동하려면:

동일한 실내에 있는 연결된 모든 Shure 장치에서 암호화를 범용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암호화를 켜거나 끄려면 Dante Controller에서 AES67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AES67 암호화는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 3.x와 4.x 펌웨어의 장치 사이에는 암호화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암호화를 사용하려면 모든 장치를 동일한 주요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네트워킹 및 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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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 Incorporated

24/3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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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피해야 할 스위치에 대한 FAQ를 참조하십시오.

Shure 기기용 Dante 흐름
Dante 흐름은 한 Dante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오디오 경로를 설정할 때 언제든지 생성됩니다 한 Dante 흐름에 최대 4개의 오디오 채널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흐름 1개에 최대 4개의 채널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MXA310에서 다른 장치로 사용 가능한 5개 채널

을 모두 보낼 때는 2개의 Dante 흐름을 사용합니다.

모든 Dante 장치는 특정 수의 송신 흐름과 수신 흐름을 가집니다. 흐름 수는 Dante 플랫폼의 성능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유니캐스트 및 멀티캐스트 전송 설정이 한 장치가 전송 또는 수신할 수 있는 Dante 흐름 수에 영향을 줍니다. 멀티캐스트 전송을 

사용하면 유니캐스트 흐름 제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Shure 장치는 다양한 Dante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Dante 플랫폼
플랫폼을 사용하는 Shure 장
치

유니캐스트 전송 흐름 제한 유니캐스트 수신 흐름 제한

Brooklyn II
ULX-D, SCM820, MXWAPT, 
MXWANI, P300, MXCWAPT

32 32

Brooklyn II (SRAM 없음)
MXA920, MXA910, MXA710, 
AD4

16 16

Ultimo/UltimoX
MXA310, ANI4IN, ANI4OUT, 
ANIUSB-MATRIX, ANI22, 
MXN5-C

2 2

DAL IntelliMix Room 16 16

Shure의 FAQ 또는 Audinate에서 Dante 흐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치 이름을 Dante 네트워크에 표시하기
장치 이름을 보내 Dante Controller에 표시하려면, 설정값 > 일반에서 장치 이름을 입력합니다. Dante로 푸시를 선택하여 네트워크에 

나타나도록 이름을 보냅니다.

참고: 이름이 Dante Controller에 “-d”가 연결되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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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service.shure.com/s/article/disqualified-network-switches-for-shure-dante-devices?language=en_US
https://service.shure.com/s/article/disqualified-network-switches-for-shure-dante-devices?language=en_US
https://service.shure.com/s/article/disqualified-network-switches-for-shure-dante-devices?language=en_US
https://www.shure.com/en-US/support/find-an-answer/understanding-dante-flows
https://www.shure.com/en-US/support/find-an-answer/understanding-dante-flows
https://www.shure.com/en-US/support/find-an-answer/understanding-dante-flows
https://www.audinate.com/


Shure Incorporated

25/33

•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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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펌웨어 4.1.x 이상에 적용됩니다.

IP 설정 구성
IP 구성은 Shure Designer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Automatic(DHCP)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DHCP 모드에

서는 장치가 DHCP 서버에서 IP 설정을 허용하거나, DHC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링크-로컬 설정으로 자동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

다. IP 주소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IP 속성을 구성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장치의 구성 창을 엽니다.
설정값 탭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오토 또는 수동을 선택합니다. 오토을 사용할 경우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수동 설정은 수동 구성의 지침을 따르십시오.

지연 설정
지연은 시스템을 거쳐 장치의 출력으로 연결되는 신호에 대한 시간입니다. 장치와 채널 사이 지연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Dante
는 지연 설정을 미리 선택합니다. 동일한 설정이 선택되면, 네트워크의 모든 Dante 장치들이 동기화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연 값은 시작점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설정에 사용할 정확한 지연을 판별하려면 설정을 배치하고 장치 간에 Dante 오디오

를 전송하고 Audinate의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실제 지연을 측정합니다. 그런 다음 사용 가능한 가장 근접

한 지연 설정으로 반올림한 다음, 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지연 설정을 변경하려면 Audinate의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지연 권장사항

지연 설정 스위치의 최대 수

0.25ms 3

0.5ms(기본) 5

1ms 10

2m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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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audinate.com/
https://aud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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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Factory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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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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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USB-Matrix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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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https://www.audinate.com/learning/faqs/which-network-ports-does-dante-use
https://pubs.shure.com/command-strings/ANIUSB-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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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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
문제점 해결책

Google Chrome 브라우저에서 소프트웨어가 지연됨
브라우저 관련 문제가 아닙니다. Chrome에서 하드웨어 가속 옵

션을 끄십시오.

음질이 약함
이퀄라이저를 사용하여 주파수 반응을 조절하십시오. 이퀄라이

저 애플리케이션을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사운드의 피치가 너무 높거나 낮습니다.
재생과 레코딩에 대한 샘플 레이트 설정이 컴퓨터의 사운드 설정

에서 동일한지 확인하십시오. 이 샘플 레이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오디오 사운드의 피치가 너무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장치 검색에 표시되지 않음

장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PC와 장비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서브넷으

로 설정하십시오.
장치 연결에 사용되지 않는 다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끄십시

오(WiFi 포함).
DHCP 서버가 작동 중인지 확인하십시오(해당하는 경우).
장치를 재설정하십시오.

오디오 없음

ANIUSB-MATRIX가 컴퓨터의 오디오 장치 또는 속성 패널에서 

오디오 장치로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디오 채널의 경로를 매트릭스 믹서를 거쳐 출력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장치 간 연결을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해야 합

니다.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입력/출력 채널이 음소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페이더 레벨이 너무 낮게 설정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십시오.
암호화 오류(암호 불일치 또는 한 장치에서만 활성화된 암호화가 

오디오를 중단함)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Dante 오디오 채널을 경로 지정할 수 없음
www.audinate.com에서 사용할 수 있는 Audinate 에서 Dante 
Controller 최신 버전을 설치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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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해결책

하드웨어가 켜지지 않음

네트워크 스위치가 Power over Ethernet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
닐 경우 PoE 인젝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케이블과 연결부를 점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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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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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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일반

아날로그 연결

입력 (1) 3핀 블록 커넥터 (액티브 밸런스드)

출력 (1) 3핀 블록 커넥터 (밸런스 된 임피던스)

USB 연결
(1) USB 2.0, 유형 B

단일 포트는 1개 입력 및 1개 출력 채널을 수반합니다. (합쳐진 모노)

네트워크 연결 (Dante 디지털 오디오)
(1) RJ45

4개 입력 채널, 2개 출력 채널

극성

비 반전, 임의의 입력에서 임의의 출력으로

전력 사양

Power over Ethernet (PoE), 클래스 0. (PoE Plus 호환 가능).

소비 전력

6.5W, 최대

무게

668  g (1.5 lbs)

크기
높이 x 폭 x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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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소프트웨어

Shure Designer

작동 온도 범위

−6.7°C (20°F) ~ 40°C (104°F)

저장 온도 범위

−29°C (-20°F) ~ 74°C (165°F)

열 전력 소모

최대 6.8W ( 23.0BTU/hr)

일반 6.0W ( 20.8BT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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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주파수 응답
+1, -1.5  dB

20 ~ 20,000 Hz

Dante 디지털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 48 kHz

비트 깊이 24

USB 오디오

샘플링 레이트 48 kHz

비트 깊이 16, 24

지연

Dante 지연 포함 안 함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0.98 ms

아날로그에서 Dante 0.39 ms

Dante에서 아날로그 0.72 ms

Dante에서 Dante 0.14 ms

다이내믹 레인지
20 Hz ~ 20 kHz, A-weighted, 일반

아날로그에서 Dante 113 dB

Dante에서 아날로그 117 dB

동일한 입력 노이즈
20 Hz ~ 20 kHz, A-weighted, 입력이 150Ω으로 처리됨

라인 -86 dBV

Aux -98 dBV

전 고조파 왜율
1 kHz에서, 0 dBV 입력, 0 dB 아날로그 게인

<0.05%

동상제거비(CMRR)
150Ω 밸런스드 소스 1 kHz에서

>70 dB

임피던스

10.6 kΩ

입력 클리핑 레벨

라인 +27 dBV

Aux +15 d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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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출력 클리핑 레벨

라인 +20 dBV

Aux +0 dBV

마이크 -26 dBV

내장형 디지털 신호 처리 중

채널 당 이퀄라이저 (4-밴드 파라메트릭, 아날로그 및 USB 출력 채널만 해당) , 음소거, 리미터, 게인 ( 140 dB 범위)

시스템 매트릭스 믹서

네트워킹

케이블 요건

Cat 5e 이상 (보호 케이블 권장)

액세서리 선택 사양과 교체 부품
19" 랙 트레이 CRT1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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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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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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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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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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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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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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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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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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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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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