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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5900   
DDS 5900 토론 시스템

DDS 5900 디지털 토론 시스템
DDS 5900 디지털 토론 시스템은 플러그 앤 플레이 설정과 온라인 토론 관리가 가능한 토론 솔루션입니다. 탁월한 오디오 품질과 프로

그램 가능한 터치 버튼 제어 기능을 갖춘 컴팩트 마이크 장치로 대규모 단체 및 회의 공간에서 명료한 의사 소통을 촉진합니다. 시스템

은 한 번에 최대 8명의 발화자를 관리하고 2개의 통역 전용 채널을 제공하며 추가 장비 없이 2개 국어 행사를 지원합니다.

DDS 5900 디지털 토론 시스템은 1개의 중앙 장치, 제어 브라우저, 최대 250명의 참가자들을 지원하는 토론 장치로 구성됩니다. 다중 

사용자 유형, 구즈넥 마이크, 스피커, 제어 버튼 지원이 하나로 통합된 컴팩트한 토론 장치입니다. 매우 유연한 레이아웃 옵션과 테이블

탑 또는 매입형 장치 중의 선택 가능성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전문가 환경에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기업 회의실

시 의회 및 지방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법원

화상회의실

기능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의사 소

통

DDS 5900 토론 장치를 사용하면 대형 회의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을 수 있어 그룹 커뮤

니케이션이 향상됩니다. 구즈넥 마이크는 탁월한 연설 분리 기능을 제공하며 LED 조명 링을 통해 

말하고 있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24비트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각 토론 장치에 전송되므로 스피커

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중 마이크 작동 모드는 수동 및 자동 마이크 활성화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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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되고 전문적인 디자인

세련된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으로 역사적 건물부터 현대식 회의실까지 다양한 공간에 통합할 수 있

습니다. DDS 5900 토론 장치는 직관적이고 기능적이며 번잡함을 줄여주고 테이블 위의 공간을 늘

려줍니다. 행사의 요구에 따라 두 가지 모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 설치를 위한 컴팩트 매입형 장치

신속한 설치와 간편한 분리를 위한 휴대용 장치

유연한 설정과 간편한 설치

DDS 5900 시스템은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하고 데이터를 제어하고 동

일 케이블(차폐형 Cat5e)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시스템은 최대 250명의 대형 행사를 지원하며 간

소화된 레이아웃 접속형태 덕분에 인라인에 추가 구성품을 추가하기만 해서 간편하게 스케일링할 

수 있습니다.

원격 관리

컴퓨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브라우저 기반 제어 앱을 열고 종합 시스템 관리를 실행할 수 있습

니다. 인터페이스에 시스템 구성 및 토론 설정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 관리자가 참가자 이름과 좌석 

번호와 함께 토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의장 또는 사회자는 토론 중에 스피커 관리 전용 페이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Crestron, AMX 및 기타 제어 시스템과도 호환됩니다. CCU는 화

상회의 장비 및 외부 오디오 구성품과 편리하게 인터커넥팅됩니다.

시스템 개념
DDS 5900 토론 시스템은 어떤 규모의 회의에도 알맞은 중요한 통신 도구입니다. 참가자들은 토론 장치 마이크와 스피커를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연설 수준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토론 장치: 개인 사운드 시스템
DDS 5900 토론 시스템은 마이크, 스피커, 통역 오디오, 사용자 제어를 하나의 통합 장치에 결합하여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개선합니

다. 말하는 참가자의 음성을 다른 장치의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DDS 5900은 모든 참가자가 발화자이자 청취자일 때 완벽한 솔

루션입니다.

반면, 기존의 사운드 시스템은 군집에 대한 1~2명의 발언자의 통신만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토론 환경에서 필요한 대화

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토론 참가자 및 역할
DDS 5900 토론 장치는 토론에 참가한 여러 사람이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은 

토론 사회자로서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즉시 끌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사에는 세 가지 범

주의 참가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토론에서 각 참가자의 역할과 이들이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의 개요입니다.

델리게이트(회원, 참가자)

대부분의 참가자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델리게이트는 의장이나 통역사가 아닌 역할로 토론에 참가

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델리게이트는 이 토론 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참가자에게 말하고 들을 수 있

습니다. 토론 환경에 따라 델리게이트는 의장이 마이크를 활성화하기 전에 발언 요청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DDS 5900 시스템은 최대 250명의 참가자를 지원합니다.

의장(의장, 사회자, 회장)
의장은 토론의 사회자입니다. 의장은 일반적으로 회의 장소 앞에 앉으며 발언할 사람에 대한 최종

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사회자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특정 참가자의 마이크를 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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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고 발언을 요청하는 참가자의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토론을 즉시 제어하는 '전체 델리게이트 끄

기' 버튼은 의장 모드로 프로그래밍된 토론 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행사마다 1명의 회장이 존재하지만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통역사

토론에서 다른 언어가 발언에 사용될 경우 통역사는 토론 장치를 사용하여 동시 통역을 제공합니

다. 통역사는 2개의 채널 중 1개를 선택해서 동일 언어를 말하는 다른 참가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

니다. 이 시스템은 서로 다른 언어로 발언하는 델리게이트 간의 양방향 의사 소통을 촉진하는 2개 

국어 양방향 토론을 지원합니다.

시스템은 2개 언어의 동시 통역을 지원합니다.

구성품 개요

DDS 5900 토론 시스템은 다음 구성품으로 구성됩니다.

① DIS-CCU 중앙 제어 장치

중앙 제어 장치(CCU)는 DDS 5900 시스템의 프로세서입니다. 토론 장치, 외부 장비의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및 출력, 원격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호스팅할 수 있는 웹 서버

에 전원을 공급하고 제어합니다. 각 시스템은 1개의 CCU를 사용합니다.

② 토론 장치

행사 참가자가 토론 장치(DU)를 사용하여 말하고 다른 참가자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각 장

치마다 마이크, 스피커, 채널 선택기가 제공됩니다. 장치는 직렬로 연결되므로 전원, 오디오 및 제

어 데이터를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할 수 있어 설정이 간편해집니다. 토론 장치에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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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5980 P 휴대용 

토론 장치

테이블 표면에 장착되는 올인원 장치. 의장, 델리게이트 또는 통역사로 

구성 가능합니다.

DC 5900 F 매입형 

토론 장치

매입형 토론 장치는 테이블이나 단상에 돌출되지 않게 설치됩니다. 모
듈식 장치는 구성품에 따라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의장 또는 델리게

이트로 구성 가능합니다.

③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DDS 5900 시스템의 종합 설정 및 토론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CCU에 

연결된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 열립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관리하고 이름 및 좌

석 번호를 델리게이트에게 할당하고 고급 시스템 구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중앙 제어 장치
DIS-CCU 중앙 장치는 DDS 5900 시스템에서 최대 250명의 참가자를 지원하는 지능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각 토론 및 통역사 장치에

서 전달되는 오디오 및 제어 신호를 처리하고 토론 청취가 가능하도록 다른 참가자에게 오디오를 분배합니다.

시스템 허브

CU는 외부 장비를 DDS 5900 시스템 연결

DDS 5900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경우 DIS-CCU는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최대 250개의 토론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 제어

전용 코덱 알고리즘을 통해 보안 오디오 신호 전송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한 고급 제어를 위한 웹 서버 제공

최대 50개 토론 장치에 전원 공급

2개 국어 토론을 위한 2개의 통역 채널 지원

PA 시스템, 오디오 믹서, 오디오 레코더 또는 언어 분배 시스템에 통역을 전송하는 8개의 오디오 출력 또는 그룹 채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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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마이크 연결, 처리된 오디오 신호, 비상 방송 메시지(EEM) 또는 회의 휴식 시간 중 음악 재생을 위한 2개의 오디오 입력 제공

표준형 19인치 랙에 설치 가능한 1랙 유닛(1RU) 크기

CCU 하드웨어 설명

전면 패널

① 메뉴 디스플레이 2x20자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② 네비게이션 버튼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5개의 버튼으로 구성된 키패드입니다.

③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중앙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연결된 모든 DCS-LAN 장치 및 전원 공급 장치

는 CCU를 통해 자동으로 켜지거나 꺼집니다.

녹색 = 전원 켜짐

빨간색 = 전원이 꺼져 있지만,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됨

Off = CCU에 전원 공급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음

참고: 시스템 설정은 전원 주기를 따라 저장 및 유지됩니다.

후면 패널

④ 전원 공급 장치 커넥터 PS-CCU 전원 공급 장치에 고정된 스레드형 커넥터.

⑤ DCS-LAN 출력

4개의 RJ45 잭을 사용하여 DCS-LAN을 구성하면서 회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DCS-LAN 
체인이 동일한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 제어 데이터 및 전원을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에 따라 4개의 출력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 이 출력에는 DCS-LAN 장비만 연결하십시오.

⑥ 제어 커넥터(TCP/IP)
RJ45 커넥터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내장 웹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하거나 AMX  또는

Crestron 과 같은 제어 시스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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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패널

⑦ 오디오 출력
PA 시스템, 오디오 믹서, 오디오 레코더 또는 언어 분배 시스템 연결을 위한 8개의 밸런스드 수

XLR 커넥터입니다.

⑧ 오디오 입력

무선 마이크 등의 외부 오디오 장비 추가, 화상회의 시스템, 처리된 오디오 신호, 비상 방송 메시지

(EEM) 또는 회의 휴식 시간 중 음악 재생을 위한 외부 오디오 장비 2개의 밸런스드 암 XLR 커넥터

입니다. CCU 전면 패널 또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입력 게인 및 볼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⑨ 비상 스위치 커넥터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 우선 신호를 제공합니다. 연결된 스위치를 닫으면 입력 2의 오디오 

신호가 다른 모든 오디오 입력보다 우선하여 모든 출력 채널에 분배됩니다.

단순화한 오디오 회로도

DIS-CCU 오디오 회로도

메뉴 네비게이션
DIS-CCU는 전면 패널에서 시스템 설정 및 구성을 위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5-버튼 키패드를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설정을 변

경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메뉴 구조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 이동

엔터(중앙) 버튼을 눌러 편집 가능한 필드 탐색

위/아래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값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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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요

토론 장치
행사 참가자는 토론 장치(DU)를 사용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의사 소통할 수 있습니다. 중앙 장치에서 데이지 체인에 연결해서 동일 케이

블을 통해 디지털 오디오와 제어 신호를 전송하고 전원을 공급합니다. 세련되고 전문적인 디자인과 최소한의 케이블링으로 전문 회의 

장소에 매끄럽게 통합됩니다. DDS 5900 시스템은 동시에 최대 250개의 토론 장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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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S 5900 토론 장치 장치의 주 기능:

① 마이크 연설용

② 스피커 토론 청취용

③ 제어 버튼 마이크 작동 및 통역 채널 선택용

④ 헤드폰 잭 통역 채널 또는 플로어 오디오 청취용

⑤ RJ-45 잭이 포함된 베이스 전원, 오디오, 제어 전송용

모델 종류

DC 5980 P 휴대용 토론 장치

표면에 구멍을 뚫거나 자르지 않고 테이블 위에 장착하고 시스템 재구성을 위해 쉽게 해체할 수 있습니다. 통합 스피커, 후면 배출 케이

블 배선, 의장, 델리게이트 또는 통역사 장치로의 작동 기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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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5980 P 휴대용 토론 장치

통합 설계

장치에 통합된 기능

통역 모니터링

채널 선택기 및 헤드폰 출력을 사용하여 통역 채널을 듣습니다.

사운드 강화

다른 발화자를 청취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다양한 마이크

모든 DIS 마이크와 호환됩니다.

DC 5900 F 매입형 토론 장치

테이블 또는 단상에 영구적으로 설치합니다. 테이블 표면 아래로 바닥 및 케이블링이 매립되는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입니다. 이 장치는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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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5900 F 토론 장치

모듈식 디자인

부품을 추가 또는 제거하여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통역 모니터링

2개의 전면판 모델 지원:

FP 5981 F: 헤드폰 잭 및 채널 선택기로 통역 모니터링 지원

FP 5921 F: 지원되지 않음

사운드 강화

선택사양인 LS 5900 F 스피커를 추가하면 다른 발화자의 발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마이크

AC 5901 어댑터를 연결하면 DIS 마이크 외에도 여러 종류의 Shure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가 매입형 장치와 호환됩니다.

오버레이 제어 버튼
토론 장치는 토론에 참가한 여러 사람을 지원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은 토론 사회자로서 모든 델리게이트 마

이크를 즉시 끌 수 있는 추가적인 제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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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기능 사용하기

아이콘 이름 설명

연설
CU에 설정된 시스템 작동 모드에 따라 눌러서 마이크를 켜거나 사용자를 

요청 목록에 추가합니다.

음소거

길게 눌러서 마이크에서 오디오를 일시적으로 음소거합니다. 그 동안 델

리게이트의 발언 우선권은 유지되지만 마이크의 오디오는 플로어 음향으

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소거 중에는 마이크 조명 링이 꺼집니다.

델리게이트 끄

기

의장은 이 버튼을 사용하여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즉시 끌 수 있습니

다.

통역사 출력 채

널

통역사 스테이션의 전송(아웃바운드) 채널을 선택합니다.

주: DC 5980 P 휴대용 장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통역 모니터링

스크롤로 채널을 탐색해서 헤드폰에서 모니터링할 음원을 선택합니다. 채
널 1 및 2는 언어 통역 음원을 선택합니다. LED가 꺼져 있으면 플로어 음

향이 선택된 것입니다.

헤드폰 볼륨 헤드폰의 오디오 신호 볼륨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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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레이 모델

DC 5980 P 휴대용 장치

델리게이트

버튼 이미지

연설

음소거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연설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의장

버튼 이미지

연설

델리게이트 꺼짐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통역사

버튼 이미지

연설

음소거

전송된 통역사 채널

헤드폰 볼륨

DC 5900 F 매입형 장치

DC 5900 F 매입형 장치는 전면판에서 두 가지 옵션을 지원합니다.

FP 5981 F 전면판(통역 모니터링 포함)
델리게이트

버튼 이미지

연설

음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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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이미지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연설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의장

버튼 이미지

연설

델리게이트 꺼짐

통역 모니터링

헤드폰 볼륨

FP 5921 F 전면판(통역 모니터링 미포함)
델리게이트

버튼 이미지

연설

음소거

연설

버튼 없음

의장

버튼 이미지

연설

델리게이트 꺼짐

구즈넥 마이크

GM 592x 시리즈
DIS GM 592x 마이크는 연설에 적합한 주파수 응답과 탁월한 오디오 성능을 전달합니다. 구즈넥이 마이크 하단에 위치하여 유연한 위

치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크 상단의 빨간색 LED 링은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참가자가 발언 중일 때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두 가지 모델이 제공됩니다:

GM 5923: 40 cm (16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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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5924: 50 cm (20 in.)

DIS GM 592x

MX 400 구즈넥(매입형 장치용)
DC 5900 F 매입형 토론 장치는 Shure MX 400 RLP 시리즈 마이크와 호환됩니다. 전설적인 Shure 오디오 성능과 제조 품질을 자랑하

는 CommShield  기술은 스마트폰, 태블릿, WiFi 및 기타 RFI에 의해 유발되는 노이즈를 제거합니다. 마이크 상단의 빨간색 LED 링은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고 참가자가 발언 중일 때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AC 5901 XLR 어댑터를 마이크 바닥에 장착하고 토론 장치에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MX 405 RLP: 15 cm (6 in.)
MX 410 RLP: 25 cm (10 in.)
MX 415 RLP: 38 cm (15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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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re MX 4xx RLP

AC 5901 XLR 어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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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호환 장치
다음 장치는 DDS 5900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추가 전원 및 고급 설정

EX 6010 연장 장치
연장 장치는 4개의 체인 출력을 제공하며 각 체인 출력은 각기 독립된 전원 공급 장치와 데이터 새

로 고침 기능을 제공합니다.

RP 6004 리피터/스플리터 긴 케이블의 데이터 신호를 새로 고치고 토론 장치 체인에 4개의 추가 출력을 제공합니다.

PS-6000 전원 삽입기 최대 50개의 토론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JB 6104 정션 박스
토론 장치에 4개의 탭아웃 지점을 제공합니다. 각 탭아웃 지점은 하나의 토론 장치를 지원하며 장

치에 손상이 가해질 염려 없이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RC 6000 중복 컨트롤러 중복 PS-CCU 전원 공급 장치를 연결해서 정전 시에도 CCU 작동이 유지되도록 보호합니다.

SZ 6104 전환기
2개의 CCU를 연결해서 다수의 방에서 리소스를 공유할 수 있는 고급 시스템 구성 및 설치를 지원

합니다.

액세서리

헤드폰

DH 6021: 스테레오 온이어 헤드폰

DH 6223: 스테레오 청진기형 헤드폰

DH 6225: 모노 이어 클립 헤드폰

하드웨어 설치
마이크 장치는 중앙 장치에서 직렬로 연결해서 작동시킵니다. 전원, 오디오 및 데이터는 하나의 장치 옆에 연결된 차폐형 Cat 5e 케이

블을 통해 전송됩니다. 이러한 접속 형태는 대규모 그룹에 적합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비용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CCU 랙마운팅
공급된 19인치 브래킷을 사용하여 표준형 19인치 랙에 중앙 제어 장치를 설치합니다. 상단 및 하단 덮개를 고정시키는 나사를 분리한 

다음, 동일한 나사를 사용하여 장치 전면에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중요: 전면과 가장 가까운 10mm 길이의 셀프 스레딩 나사와 전면에서 가장 먼 8mm 길이의 스레드 나사를 사용합니다.

내장형 팬은 공기를 왼쪽으로 흡입하고 오른쪽으로 배출시키므로 장치 위나 아래로 냉각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DCS-LAN 장비 연결
Shure는 회의 및 토론 장비의 DIS 라인에 특수 설계된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Shure EC 6001은 0.5m~100m의 다양한 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각각의 케이블은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EC 6001-xx에 대

한 주문 정보를 확인하려면 액세서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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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위해서는 케이블 및 커넥터를 차폐해야 합니다. 설치가 Shure EC 6001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

당 케이블은 Cat5e 케이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DDS 5900 케이블 요건

Cat5e 케이블 요건

유형 Cat5e 이상 연선

차폐 F/UTP 또는 U/FTP

커넥터 차폐형 RJ45

무게 AWG 24

최대 케이블 길이
DIS-CCU 전용: 120 m
DIS-CCU(리피터 장치 포함): 480 m

중요: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위해서는 케이블 및 커넥터를 차폐해야 합니다. 설치가 Shure EC 6001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

당 케이블은 Cat5e 케이블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패치 패널 사용하기
패치 패널이 있는 시스템을 설계할 때, 패널의 암 차폐형 커넥터에 케이블을 크림핑합니다. 그런 다음 짧은 점퍼 케이블을 간단히 사용

하여 회의 장치에 연결합니다.

마이크 장치 및 DCS-LAN 구성품 연결
마이크 장치 및 DCS-LAN 구성품은 각 장치마다 2개씩 있는 RJ45 포트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커넥터는 교체 가능하며, 이
전 토론 장치를 하나의 포트에 연결하면 다음 포트에서 다음 장치에 연결됩니다.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위해 항상 차폐형 Cat5e 이상 

케이블링을 사용하십시오.

전원, 제어 데이터 및 오디오는 동일한 차폐형 Cat5e 케이블을 통해 하나의 장치에서 다음 장치로 전송됩니다.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이크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때 중앙 제어 장치(CCU)가 꺼져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4개의 체인 출력

(A, B, C, C) 중 원하는 출력을 사용하여 DCS-LAN 구성품을 연결하십시오.

설정 중에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CCU를 꺼두십시오.
CCU의 체인 출력을 차폐형 Cat5e 케이블을 사용하여 첫 번째 마이크 장치에 연결합니다.
각 장치의 하단에 있는 RJ45 잭을 사용하여 나머지 마이크 장치를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CCU를 켭니다. 마이크 장치가 켜집니다. 장치가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제어 버튼 LED의 깜박임이 멈춥니다.

주: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CCU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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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다이어그램
다음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DIC-CCU 중앙 제어 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하드웨어 연결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설치는 다른 하드웨어 

조합을 사용할 수 있으나, 아래의 일반적인 개념을 따릅니다.

주: 다음 도면에서 매입형 토론 장치와 휴대용 토론 장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

토론 장치의 기본 설정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CCU 탐색 화면을 사용하여 설치를 설정합니다.

주: 마이크를 키고 켜려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므로 이 설정은 수동 마이크 모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중 체인의 기본 시스템

고급 관리를 위한 컴퓨터
컴퓨터를 중앙 제어 장치에 연결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의 종합 관리를 실행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전용 TCP/IP 포트에서 

컴퓨터로 연결합니다.

컴퓨터 제어

무선 제어를 위한 태블릿 또는 노트북
무선 라우터를 사용하여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서 웹 브라우저에 액세스합니다. 모바일 장치의 웹 브라우저는 동일한 종합 시스템 관리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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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제어

통역 장치
DDS 5900 토론 시스템은 통역 채널을 각 토론 장치에 라우팅하여 2개 국어 토론을 지원합니다. 통역 스테이션으로 사용되도록 DC 
5980 P 휴대용 토론 장치를 프로그래밍합니다. 다른 참가자가 자신의 장치에 있는 헤드폰 잭을 사용하여 선택한 통역 채널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음향 차폐를 위해 통역사 전용의 독립된 방 또는 부스가 사용됩니다. 장치는 인접 장치의 작동 모드와 순서에 관계

없이 DCS-LAN 체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통역 장치

오디오 레코더
오디오 레코더를 CCU의 아날로그 출력에 연결해서 플로어 오디오, 번역 또는 특정 마이크 집합을 녹음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그룹에 장치를 전달하고 특정 출력(A-H)에 할당합니다. CCU의 XLR 출력을 오디오 레코더의 출력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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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녹음

믹서 또는 DSP
믹서를 CCU 아날로그 출력에 연결해서 개별 마이크의 볼륨 또는 이퀄라이제이션을 제어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그

룹에 장치를 전달하고 특정 출력(A-H)에 할당합니다.

오디오를 DDS 5900 시스템으로 반환하려면:

외부 장치 출력을 CCU의 오디오 입력 1에 연결합니다

스피커 및 채널 0을 선택하고 출력 A(그룹)을 선택 해제해서 입력 1 경로를 설정합니다오디오 > 입력 제어 > 오디오 입력 1
피드백 루프를 방지하려면 스피커 및 채널 0을 선택 해제해서 내부 플로어 라우팅을 끕니다: 오디오 >  입력 제어 > 플로어

믹서 또는 DSP 삽입

무선 언어 분배
추가 모니터링을 위해 CCU 오디오 출력 중 하나에 무선 언어 분배 시스템을 연결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해당 그룹 

출력(A-H)에 대해 원하는 마이크(좌석)를 선택합니다. DCS 6000 디지털 적외선 언어 시스템이 이 오디오 신호를 여러 청취 스테이션

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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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언어 분배

비상 신호
입력 2는 비상 대피 메시지(EEM)를 방송하도록 설계되어 긴급 상황 시 토론 내용을 우선합니다. 스위치(정상 열림)가 비상 스위치 커넥

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위치를 닫으면 '입력 2'에 있는 "비상 대피 메시지(EEM)" 오디오 신호가 다른 모든 오디오 입력보다 우

선하여 모든 출력 채널에 분배됩니다.

전력 사양
대부분의 설치에서 DIS-CCU를 통해 토론 장치를 위한 전원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따라 CCU는 추가 장비 없이 한 번에 

최대 50개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지원되는 토론 장치의 수는 설치 규모와 배치에 따라 다릅니다.

주: 하나의 체인에 허용되는 최대 케이블 길이는 리피터 장치 전까지 120 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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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방식에 따른 전원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장치 개수를 최대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CCU에서 다수의 채널 입력을 사용합니다. 장치는 각 채널에 고르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토론 장치 체인까지의 케이블 거리가 최대한 짧아지도록 CCU를 배치합니다

장치 간의 간격을 줄여 총 케이블 길이를 최대한 짧게 유지합니다

DIS-CCU에 의해 전원이 공급되는 토론 장치
다음 표는 장비를 추가하지 않고 대부분의 토론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주: 다수의 체인을 사용하는 경우 장치 개수가 최대화되도록 체인 간에 장치 개수를 고르게 분배합니다.

토론 장치 간의 간격 1 m

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지의 케이블 길이

CCU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토론 장치의 예상 개수

체인 1개 체인 2개 체인 3개 체인 4개

10 m 43 47 48 48

30 m 39 45 47 48

50 m 36 43 45 46

100 m 21 38 4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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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치 간의 간격 2 m

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지의 케이블 길이

CCU에서 전원이 공급되는 토론 장치의 예상 개수

체인 1개 체인 2개 체인 3개 체인 4개

10 m 41 46 48 48

30 m 37 44 46 48

50 m 34 42 45 46

100 m 11 22 33 43

주: DC 5900 F 토론 장치의 전원 요건은 장치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스피커를 제거하고 MX4xx 시리즈 마이크 대신 GM 구즈넥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토론 장치

가 지원됩니다.

정션 박스 사용

JB 6104 정션 박스는 DCS-LAN 체인에서 하나의 지점에 4개의 추가 출력을 추가합니다. 기술 결함 또는 핫 플러그 손상으로부터

DCS-LAN 체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론 장치에 대한 단기 연결에 이러한 4개의 출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m의 최대 케이블 길이

를 사용하여 JB 출력마다 하나의 DU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JB 6104 1개마다 체인 1개, 장치 2개

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

지의 케이블 길이
각 JB 6104 간의 케이블 길이 JB 6104 개수 DU의 최대 개수

10 m 3 m 19 37

30 m 3 m 17 34

50 m 3 m 15 30

100 m 3 m 7 14

JB 6104 1개마다 체인 2개, 장치 2개

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

지의 케이블 길이
각 JB 6104 간의 케이블 길이 JB 6104 개수 DU의 최대 개수

10 m 3 m 22 42

30 m 3 m 20 40

50 m 3 m 20 38

100 m 3 m 14 28

JB 6104 1개마다 체인 2개, 장치 4개

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

지의 케이블 길이
각 JB 6104 간의 케이블 길이 JB 6104 개수 DU의 최대 개수

10 m 5 m 13 50

30 m 5 m 12 48

50 m 5 m 12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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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에서 첫 번째 장치까

지의 케이블 길이
각 JB 6104 간의 케이블 길이 JB 6104 개수 DU의 최대 개수

100 m 5 m 10 40

설치 우수 사례
가장 안정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이 지침에 따르십시오.

차폐 연속성
차폐는 DCS-LAN 체인 전체에서 일관적이어야 합니다. DIS 구성품에 사용되는 케이블 또는 패치 패널은 차폐형 RJ45 커넥터가 필요

합니다. 모든 DIS 구성품에는 차폐형 RJ45 암 커넥터가 포함됩니다.

우발적 접지 방지(전기적 분리)
DCS-LAN 신호가 패치 패널의 섀시 접지와 우발적으로 접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DCS-LAN은 차폐를 신호 접지 기준으로 사용하

며 연결 어느 지점에서도 다른 접지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패치 패널에서의 접지 방지

접지 문제를 방지하려면:

패치 패널의 플라스틱 프레임: 암 JR45 커넥터가 패치 패널의 섀시에 접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커넥터 사이의 빈 공간: 패치 패널 안의 각각의 암 RJ45 커넥터 사이에 빈 공간을 유지합니다.
차폐 연속성: 체인의 각 구성품은 적절하게 차폐되어야 합니다.

주: 모든 DIS 구성품 장치의 암 커넥터는 커넥터의 섀시와 장치의 섀시를 격리해서 전기적(물리적 및 전기적) 연결을 방지하는 공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적절히 고정된 케이블
모든 케이블은 신호를 전달하므로 장비를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Shure Incorporated

28/79

구부림 규칙

케이블을 급격히 구부리지 마십시오. 이더넷 케이블은 케이블 직경의 4배 이상 구부리지 마십시오.

끼임

케이블을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끼인 경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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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장치 사용하기

터치 버튼 오버레이 연결
기본 마이크 제어를 위해 각 장치에 터치 버튼 오버레이를 부착합니다. 다른 장치 유형으로 프로그래밍되면 회의 장치에서 기능을 변경

하는 소프트 버튼이 사용됩니다. 회의 장치 또는 중앙 장치에 버튼 오버레이가 제공됩니다.

경고: 오버레이는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치를 다시 구성해야 할 경우, 조심해서 오버레이를 제거하고 다른 오버레이를 연결합니

다.

회의 장치에 맞는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뒷면에서 보호지를 제거합니다.
장치 전면에 있는 홈에 오버레이를 넣습니다.

마이크 보호
제품과 함께 제공된 육각 키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마이크를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DIS GM: 간단히 XLR 소켓에 마이크를 끼웁니다. 구즈넥을 적절한 위치로 조정합니다.

Shure MX4xxRLP: AC 5901 XLR/Microflex 어댑터를 마이크에 연결합니다. 플러시 마운트 장치의 XLR 소켓에 어댑터를 끼웁니다.

사용자 유형 프로그래밍
DDS 5900 토론 장치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여러 사용자 유형을 지원하도록 제어 버튼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은 의

장, 델리게이트, 통역사이며, 각 유형마다 고유한 제어 기능이 필요합니다. 설정은 장치에 저장되며 전원을 껐다 켜도 유지됩니다.

주: 매입형 장치는 통역사 스테이션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동시 통역에는 휴대용 DC 5980 P 장치를 사용하십시오.

매입형 장치
매입형 DC 5900 F 토론 장치를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로 프로그래밍하려면 버튼 오버레이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버레이는 장치

를 정확한 버튼 기능으로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CU 구성을 지정하려면 모든 오버레이를 연결한 후 시스템을 재부팅하십시오.

휴대용 장치
볼륨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모드로 이동해서 휴대용 장치를 프로그래밍합니다.

장치를 DCS-LAN 체인에 올바르게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합니다.
'-' 및 '+' 볼륨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발화 조명이 점등되면서 장치가 프로그래밍 준비 완료를 나타냅니다.
볼륨 버튼을 누른 채로 채널을 누르고 장치 유형으로 이동합니다. 유형은 채널 LED의 조합으로 표시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조

하십시오.

장치 유형 변경

장치 유형 채널 1 채널 2

음소거포함 델리게이트 꺼짐 꺼짐

음소거 미포함 델리게이트 켜짐 꺼짐

의장 꺼짐 켜짐

통역사 켜짐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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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웹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종합적 관리 및 원격 제어를 위해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중앙 제어 장치(DIS-CCU)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웹 서버를 제공합니다. 웹 앱은 시스템 설정을 위한 고급 파라미터를 제공하며, 
의장 또는 사회자가 참가자 이름 및 좌석 번호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주: 컴퓨터 네트워크는 구성품 네트워크(DCS-LAN)에서 격리됩니다.

DDS 5900 웹 인터페이스

시스템 요구 사항

최상의 성능을 위해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다음 브라우저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호환됩니다:

Internet Explorer (IE) 8+
Firefox 10+
Safari
Chrome
Opera

DIS-CCU 시스템 인터페이스 열기
이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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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에 연결

컴퓨터를 CCU의 TCP/IP 포트에 연결합니다.
장비를 켭니다.
컴퓨터를 할당하여 IP 주소를 자동으로 획득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CCU에 연결됩니다.
LAN 설정  > IP 주소 획득 창에서 동적을 선택해서 IP 주소를 획득합니다.
IP 주소 보기: LAN 설정  > IP 주소 설정.
컴퓨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엽니다.
'http://IP-address'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IP address'는 CCU에 표시된 주소입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네트워크 주소 할당
2개의 네트워크 주소를 통해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IP 주소, 호스트 이름. 브라우저에 이 주소 중 하나를 입력하

면 연결된 CU의 인터페이스에 액세스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주소 관리: 시스템 > LAN 설정



Shure Incorporated

32/79

1.
2.
3.
4.
5.
6.

•
•

IP 주소

CCU가 DHCP 서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적'을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적'을 선택하고 고정 IP 주소를 CU에 할

당합니다. 기본 IP 구성은 "동적"입니다.

'변경 적용'을 선택해서 가한 변경을 저장합니다.

CCU 전면판에서 IP 주소 보기:

LAN 설정 >  IP 주소 설정 >  IP 주소 > 실제 IP 주소.

호스트 이름

호스트 이름은 IP 주소를 사용하는 대신 장치에 할당해서 브라우저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이름입니다. 호스트 이름은 네트워

크의 구성요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붙여집니다. 또한 호스트 이름은 IP 설정과는 달리 스스로 변경되지 않아 북마크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 주 회의실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MainRoom"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mainroom.local.

LAN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CU 호스트 이름 아래에서 기본 이름을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새 호스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변경 적용 버튼을 눌러 이름을 저장합니다.
브라우저에 다음을 입력해서 주소를 확인합니다: http://hostname.local
원하는 경우 페이지를 북마크합니다.

언어 설정
시스템 및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언어로 지원됩니다. System > Language로 이동해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전역 언어: 연결된 MXC640 및 MXCSIGN 장치의 기본 언어를 설정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언어: CCU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기본 언어를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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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전역 CCU(브라우저)

알바니아어 Shqip ✓
아랍어 اللغة العربية ✓ ✓
바스크어 Euskal ✓ ✓
보스니아어 Bosanski ✓
불가리아어 български ✓
카탈로니아어 Català ✓ ✓
중국어(간체) 中文（简体） ✓ ✓
중국어(번체) 中文（繁體） ✓ ✓
크로아티아어 Hrvatski ✓ ✓
체코어 Čeština ✓
덴마크어 Dansk ✓
네덜란드어 네덜란드 ✓
영어 영어 ✓ ✓
프랑스어 Francais ✓ ✓
독일어 Deutsch ✓ ✓
그리스어 Ελληνική ✓
아이슬란드어 Íslenska ✓
인도네시아어 Bahasa ✓
이탈리아어 Italiano ✓ ✓
일본어 日本語 ✓ ✓
한국어 한국어 ✓ ✓
리투아니아어 Lietuviškai ✓
마케도니아어 македонски ✓
몬테네그로 키릴문자 Црногорски ✓
몬테네그로 라틴어 Crnogorski ✓
노르웨이어 Norsk ✓
페르시아어 فارسی ✓
폴란드어 Polski ✓ ✓
포르투갈어 Portuguê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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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전역 CCU(브라우저)

러시아어 русский ✓ ✓
세르비아 키릴문자 Српски ✓
세르비아 라틴 Srpski ✓
슬로베니아어 Slovenščina ✓
스페인어 Español ✓ ✓
스웨덴어 Svenska ✓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 ✓
터키어 Türk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

회의 참가자를 위한 추가 인터페이스 페이지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외에도 회의 중에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별도의 주소 2개가 있습니다.

스피커 관리를 위한 마이크 제어

회의 참가자가 스피커 목록을 볼 수 있는 표시 전용 페이지

기본적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이 보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Security 페이지에서 

각각 암호를 할당해서 이 페이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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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제어 페이지

이 페이지는 회의 중 마이크 제어 전용 페이지입니다. 이 보기는 의장 또는 회의 작업자가 스피커, 발언 요청, 응답을 관리하는 데 사용

됩니다.

액세스하려면 CCU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chairman(예: http://172.17.11.137/chairman)을 입력합니다.

디스플레이 페이지

디스플레이 페이지는 회의 참가자에게 스피커, 발언 요청, 응답 목록을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액세스하려면 CCU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display(예: http://172.17.11.137/display)을 입력합니다.

팁: 회의 중에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하려면:

PC: F11
Mac: ctrl + cmd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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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DIS 구성요소는 전용 코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단 장치의 오디오 신호 청취를 방지합니다. 토론을 추가적으로 보호하려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암호를 할당하고 무선 라우터에서 보안 기능을 활성화하십시오.

암호를 통한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보호
암호를 할당하여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인터페이스 주소(관리자, 의장, 디스플레이) 각각에 

개별 암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보안 페이지(시스템 >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유효한 사용자 이름 및 암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려면 암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주: 장치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면 암호가 삭제됩니다.

암호 제거

CCU에 대한 암호 액세스를 삭제하려면 출하 시 기본 설정을 복원하십시오.

주: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면 모든 델리게이트, 시스템 및 IP 설정이 삭제됩니다.

하드웨어에서

CCU 전면판으로 이동합니다.
메인 메뉴에서 출하 시 기본 설정 복원으로 스크롤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 메뉴를 입력합니다.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눌러 재설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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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컴퓨터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연결이 끊깁

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CCU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구성 >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재설정 버튼을 선택해서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재부팅 절차 중에는 컴퓨터에서 브라우저 인터페이

스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네트워크 분리
최대의 보안을 위해서는 전용 컴퓨터 또는 보호되는 라우터를 사용하여 제어 네트워크를 분리하십시오.

1대의 컴퓨터를 전용 제어 스테이션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컴퓨터를 CCU TCP/IP 포트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무선 장치가 

제어 소프트웨어의 IP 주소에 액세스할 수 없게 됩니다.
다수의 컴퓨터 또는 태블릿이 필요한 경우 라우터에 비밀번호 암호화를 할당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표준은 AES(Advanced 
Encryption Standard)를 암호화에 사용하는 WPA2(Wireless Protected Access II)입니다. 설정하려면 라우터 사용자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이름 및 좌석 번호 할당
토론이 시작되면 의장 또는 토론 사회자가 이름, 좌석 번호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참조해야 합니다. 토론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이름과 좌석 번호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설치하기 위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로그인하면 각 마이크 장치가 기본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장치에 좌석 번호가 자동으로 할

당됩니다. 또한 참가자 설정 페이지에 의장 장치가 나타납니다. 참가자 설정 페이지에서 장치를 예상 좌석 배치도에 맞춥니다.

모든 장치가 연결되고 작동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시스템 > 시스템 상태

로 이동올바르게 연결된 모든 마이크 장치가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할당된 기본 일련 번호 및 좌석 번호와 함께 나열됩

니다.
연결이 해제된 장치는 미접속으로 표시되며 미등록 장치 제거

를 선택해서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회의실 또는 좌석 배치도에서 실제 좌석 번호와 일치하도록 좌석 번호를 다시 할당합

니다.
장착 대 좌석 관계 페이지 구성 > 장착 대 좌석 관계로 이동합니다.
좌석 번호 필드 위로 커서를 이동하여 좌석 테이블의 항목을 회의실에 있는 해당 장치에 일치시킵니다. 마이크의 라이

트 링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필드에서 좌석 번호를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회의실을 나타내는 좌석 배치도 또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토론 장치가 필요한 좌석에 각각 번호를 지정합니다. 좌석 배치도

에 참가자 이름을 추가합니다.
참가자 설정 페이지(구성 > 참가자 설정)로 다시 이동하고 할당된 좌석 번호 옆에 있는 설명을 적절한 참가자 이름으로 변경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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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번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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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이름 추가

오디오 설정

플로어 믹스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메인 믹스(그룹 A)로 전달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믹스는 회의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

게 오디오를 수신하므로 플로어 믹스라고도 합니다. 통역사도 플로어 음향을 청취하고 다국어 토론에서 언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

다.

기본적으로, 플로어 믹스는 연결된 각 마이크 장치의 스피커 및 헤드폰 출력(채널 0)으로 경로가 설정됩니다.

마이크를 그룹으로 경로 설정
마이크 경로 설정을 보거나 수정하려면 그룹 설정 페이지 Audio > Group Setup으로 이동합니다.

각 마이크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룹 A만 해당(기본)
그룹 A + 다른 그룹

그룹 B, C, D, E, F, G, H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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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의 플로어 믹스
스피커는 토론의 국소적인 음향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마이크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마이크를 사용할 때 다른 장

치의 스피커에서 연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큰 방에서 연설 선명도를 개선하고 음향 강화 시스템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를 줄여줍

니다.

각 참가자의 스피커

각 참가자는 마이크 장치에 연결된 스피커에서 토론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매입형 DC 5900 F: 매입형 장치를 사용하려면 LS 5900 F 스피커 연결이 필요합니다.
휴대용 DC 5980 P: 각 휴대용 토론 장치에는 통합 스피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피드백을 방지하려면 해당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스피커를 끄십시오.

스피커 조정

스피커 볼륨은 연결된 모든 장치에 적용되는 시스템 설정입니다. 볼륨은 꺼짐(음소거)을 포함하여 -0 dB(감쇠 없음)부터 -40 dB까지 조

정됩니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스피커 제어 페이지(오디오 > 스피커 제어)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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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1.

CU에서 스피커 메뉴(스피커 제어 > 스피커 볼륨 > db)로 이동

헤드폰 채널
대부분의 마이크 장치에는 통역사 채널 또는 플로어 채널에서 다른 참가자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폰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참가

자는 마이크 장치의 채널 선택기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채널 1 및 2는 언어 통역 전용입니다. 2개 국어 행사의 참가자는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국어를 청취합니다. 오디오 소스는 통역사 

스테이션에서 참가자가 선택한 채널로 전송됩니다.

채널 0(플로어 채널)은 통역사가 토론의 동시 통역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채널은 다른 참가자가 헤드폰으로 플로어 채널을 청취

할 때 선택되기도 합니다(채널 0 = LED 꺼짐).

언어 통역을 위한 헤드폰 사용

토론 장치 옆에 있는 헤드폰 잭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장치의 전면에 있는 선택기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합니다.

채널 0 - 플로어 믹스(LED 꺼짐)
채널 1
채널 2

장치의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헤드폰 볼륨을 조정합니다.

스피커 및 헤드폰의 오디오 소스
기본적으로 모든 마이크는 스피커 및 헤드폰 믹스로 경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소스를 변경하려면:

마이크를 그룹 A로 경로 설정해서 플로어 믹스(기본적으로 전체 선택되어 있음)에 추가 오디오 > 그룹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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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스피커 및 채널 0(헤드폰)의 오디오 소스를 선택오디오 > 입력 제어:
플로어(기본 설정)
오디오 입력 1
오디오 입력 2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8개의 아날로그 출력을 녹음, 언어 분배 시스템, 화상회의 장치 또는 외부 PA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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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
3.
4.

◦
◦

5.
◦
◦

6.

8개의 아날로그 출력

오디오 > 출력 제어로 이동해서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룹: 특정 마이크를 격리하기 위해 8개의 별도 그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그룹 설정 페이지에서 구성된 그룹에 해당합

니다.

주: 해당 XLR 출력에 그룹 버스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라우팅 매트릭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채널 1 및 2: 통역 채널

플로어: 열려 있는 모든 마이크에서 전달되는 오디오는 그룹 A(플로어 믹스)로 경로 설정됩니다. 이 믹스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

니다:
채널 0: IR 언어 분배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데 유용한 AGC 헤드폰 믹스.
플로어 1: PA 또는 방송 장비로 전송하는 데 유용한 스피커 믹스.
플로어 2: 볼륨 감쇠를 지원하는 스피커 믹스(오디오 > 스피커 제어)

외부 오디오 소스 추가
DIS-CCU에 있는 2개의 입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외부 오디오 소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화상회의나 인터넷 전화에 유용합니다.

컴퓨터, 화상회의 장치 또는 무선 마이크 시스템의 오디오 출력 등의 라인 수준 오디오 소스를 DIS-CCU 후면 패널의 오디오 입

력에 연결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열고 오디오 > 입력 제어로 이동합니다.
외부 장치의 출력에 따라 입력 게인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간의 게인 부스트를 위해 10 dB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채널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스피커: 전체 마이크 장치 스피커로

채널 0: 마이크 장치의 헤드폰 출력으로

원하는 경우 채널을 출력 A(그룹)로 경로 설정해서 외부 소스와 마이크 장치의 혼합을 출력합니다:
피드백 루프를 방지하려면 화상회의 또는 신호 처리를 선택 해제

다른 토론 장치 오디오와 혼합할 마이크를 선택

토론 장치에서의 발화 수준과 자연스럽게 혼합되도록 오디오 입력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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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제어 페이지

비상 오디오 신호

비상에 대비하려면 비상 대피 메시지(EEM)를 입력 2로 연결합니다. 블록 커넥터는 '정상에서 열려 있고' 닫혔을 때 스피커와 모든 입력 

및 출력 연결로 비상 신호를 분배하는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중요: 입력 2에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EEM 오디오 신호는 볼륨 및 켜기/끄기 설정을 우회합니다. EEM 신호의 볼륨은 소스 출력에서 

제어합니다.

EEM 신호를 입력 2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블록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스위치를 닫고 오디오 신호를 테스트합니다. 원하는 수준으로 오디오 소스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회의 진행

마이크 작동 모드
작동 모드는 참가자 마이크가 회의 중에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인자가 회의 요건과 회의 진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회의실 크기, 참가자 인원, 행사의 공식성 여부, 직원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정도. 작동 모드는 이 인자들을 4개의 프리

셋으로 조정해서 마이크 작동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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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를 변경하려면:

CCU 하드웨어: Delegate Setup > Operation Mode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Operation > Operation Mode 또는 Microphone Control 페이지에서.

작동 모드 설명 다음은 발언 버튼을 누른 후 각 모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
발언자 목록에 빈 자리가 있으면 참가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모드에서는 요청 대기열

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찼으면 참가자 마이크가 켜지지 않습니다.

수동
참가자를 의장이 관리하는 요청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의장은 대기열 목록에서 참가자 마이크를 선

택하고 켜고 끕니다. 수동은 발화자 관리에 웹 브라우저가 필요한 유일한 모드입니다.

FIFO(선입 선출)
발언자 목록에 빈 자리가 있으면 참가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목록이 가득 차면 참가자가 

시간순 요청 대기열로 이동됩니다. 발언자 목록에 빈 자리가 생기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VOX(Voice Activation)
참가자가 마이크에 말하거나 발언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발화자가 발언을 마

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모드에서는 요청 대기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발언자 목록

이 가득 찼으면 참가자 마이크가 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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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단 모드
이 모드는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찼을 때 마이크 장치의 동작을 결정합니다:

꺼짐(기본 설정): 발언자 목록에 빈 자리가 생길 때까지 참가자 장치를 켤 수 없습니다.
켜짐: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차도 참가자가 마이크를 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아래(발언자 목록의 가장 아래)에 있는 참가자의 

마이크가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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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명의 발언자로 구성되는 발언자 목록

발언 중단이 켜지면 발언자 목록의 마지막 사람이 마이크를 켠 참가자에 우선합니다.

토론 장치 제어
DDS 5900 토론 장치는 각 토론 참가자의 역할을 지원하도록 설정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의장

의장은 행사 리더로서 토론 장치가 지원하는 다수의 고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델리게이트 끄기: 의장은 회의 관리를 위해 이 버튼을 사용하여 전체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즉시 끄고 스피커 목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발언:의장은 열려 있는 채널의 최대 개수가 초과된 경우라도 언제든지 마이크를 키고 델리게이트 장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음소거 버튼이 없습니다. 의장은 발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마이크를 키고 끌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델리게이트 장치는 플로어 믹스라고 하는 메인 오디오 믹스에 기여합니다. 동시 델리게이트 스피커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토론에 

참가하려면 다른 제어 버튼이 필요합니다.

발언: 시스템 설정에 따라 마이크를 켜거나 사용자를 요청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버튼 LED에 의해 표시되는 마이크 설정:

빨간색 = 마이크 켜져 있음

녹색 = 마이크가 요청 대기열에 있음

음소거: 일시적으로 마이크의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델리게이트의 발언 우선권은 유지되지만 마이크의 

오디오는 플로어 음향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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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사

통역사 장치의 주요 기능은 토론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토론 원어로 발언하지 않는 참가자는 통역사를 통해 토론에 참가합니

다. 통역사가 플로어 음향 청취

전송할 통역 채널: 통역사는 2개 중 1개의 채널을 선택해서 언어 통역을 전송합니다.

통역 스테이션은 휴대용 5980 P 토론 기기에만 할당할 수 있습니다.

발언 버튼 설정
Operation > Operation Mode에서 장치 발언 버튼을 추가로 조정합니다.

예상치 못한 마이크 비활성 방지

발언 버튼 잠금은 두 사람이 하나의 장치에서 동일한 작업을 시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해 줍니다. 이 잠금은 발언 버튼을 일

시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운영자가 설정한 작업을 참가자가 재지정하지 않도록 하고 자체 마이크가 예상치 않게 꺼지지 않도록 해줍니

다. 잠금 기간을 1~120초로 지정합니다.

팁: 잠금을 재지정하려면, 잠금 오버라이드 시간(1~120초)에 지정된 기간 동안 발언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장치에서 마이크 비활성화

장치에서 발언 버튼을 사용해 참가자가 마이크를 끄거나 끄지 못하도록 합니다.

허용됨: 참가자가 장치에서 발언 버튼을 사용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기본 설정).
허용되지 않음: 의장이나 운영자만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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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발언자 설정
발언자 관리 및 오디오 명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시 발언자 수가 제한됩니다. 한 번에 최대 8개의 의장 및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설정이 있습니다.

주: 통역사 장치는 항상 작동되며 발언자 목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대 스피커 수

합계: 이용 가능한 참가자 및 의장 장치의 총 수입니다. 이는 한 번에 플로어를 해결할 수 있는 

총 사람 수입니다.
델리게이트: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 마이크 수입니다(의장 제외).

최대 요청 수 한 번에 요청 대기열에 배치할 수 있는 총 참가자 수입니다.



Shure Incorporated

50/79

예제 설정

의장(사회자) 상시 발언 가능

총 발언자 수를 최대 참가자 수보다 하나 더 높게 설정합니다. 의장이 두 명인 경우 숫자를 두 개 더 높게 설정합니다.

FIFO 모드 사용

FIFO(선입 선출) 모드에서는 시간순 대기열 목록을 기반으로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모드는 다른 발언자가 발언을 끝낼 때까

지 참가자가 발언을 대기하도록 최대 참가자 수가 1로 설정된 경우 가장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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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인식

음성 활성화(VOX)
VOX 모드에서는 참가자가 발언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이 모드는 대화가 많은 회의에 적합하며 발언 요청 및 버튼 활성화를 

사용하지 않는 양방향 의사 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 설정을 통해 회의에서 VOX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임계값

마이크를 활성화할 입력 수준(dB)을 결정합니다. 설정값이 낮으면 조용한 음원에서 마이크가 활성

화되며 설정값이 높으면 마이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음원이 필요합니다.

기본값 0dB

최소 -12dB

최대 8dB

해제 시간

참가자가 발언을 중단한 후 마이크 활성화를 지속할 시간을 결정합니다. 선택 가능한 설정 증분은

0.5초입니다.

기본값 4초

최소 1초

최대 10초

북 드롭
참가자의 발언으로만 마이크를 활성화하려면 북 드롭 기능을 켭니다. 이 기능은 발언 이외의 시끄

러운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활성화된 마이크를 신속하게 끕니다.

최종 마이크 오픈
이 설정은 1개 이상의 마이크가 항상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이 설정은 에코 취소 장비를 사용하는 

화상 또는 음성 회의에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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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끄기
이 설정은 참가자가 발언을 중단했을 때 마이크를 자동으로 끕니다.

꺼짐(기본 설정)
켜기

자동 끄기 시간

참가자가 발언을 멈춘 후 마이크가 꺼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본값 20초

최소 5초

최대 60초

웹 브라우저에서 발언자 관리
회의 제어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의장이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작동합니다. 의장 페이지는 발언자 목록 및 요청 대

기열을 제어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입니다. 의장은 수동으로 마이크를 켜고 끄거나, 자동 모드에서 목록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의
장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다음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이름을 클릭해서 마이크를 켜거나 요청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발언 중인 사람과 발언을 대기 중인 사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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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제어 페이지에 다음 두 가지 기본 목록이 있습니다.

발언자 목록(빨간색)
발언자 목록에 작동 중인 마이크 각각의 이름과 좌석 번호가 표시됩니다. 목록은 가장 최근에 작동

된 마이크가 목록의 맨 위에 나타나는 시간순으로 표시됩니다. 시각적으로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

록 좌석 번호 옆에 있는 빨간색 상자가 켜집니다.

요청 대기열(녹색)
이 목록에 있는 델리게이트가 다음 발언 대상입니다. 주로 FIFO(선입 선출) 모드에서 작동하는 경

우 유용하며, 발언 버튼을 누른 모든 참가자가 대기열에 시간순으로 나열됩니다. 발언 목록에 빈 자

리가 생기면 대기열 목록 맨 위의 참가자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의장 페이지 열기
의장 페이지에 액세스하려면 CCU의 IP 주소를 입력한 다음 /chairman(예: http://172.17.11.137/chairman)을 입력합니다.

참가자 마이크 제어
의장은 다음 버튼을 사용하여 회의 중에 마이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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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참가자의 마이크를 즉시 켭니다. 요청 대기열에 있는 장치를 포함하여 시스템에 있는 모든 토론 장

치를 보려면 이 버튼을 선택합니다. 참가자를 선택하여 발언 목록에 추가합니다.

요청
요청 대기열에 참가자를 추가하여 발언할 수 있는 순서에 배치합니다. 시스템에서 의장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를 선택합니다.

다음 켜짐
요청 대기열의 맨 위에 있는 참가자 마이크가 작동됩니다. 최대 발언자 수에 이르면 새 발언자가 목

록의 마지막 발언자를 대체합니다.

모든 델리게이트 끄기
발언자 목록에 의장만 남겨둔 상태로 모든 참가자 장치를 끕니다. 의장 토론 장치에 동일한 버튼이 

표시됩니다.

모든 요청 끄기 요청 대기열에서 모든 참가자를 제거합니다.

통역
두 가지 추가 오디오 채널이 언어 통역에 사용됩니다. 2개 국어 회의에서 참가자는 모국어로 마이크에 발언하고 헤드폰에서 통역을 청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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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국어 회의 설정 예

통역사는 휴대용 DC 5980 P를 사용하여 토론의 동시 언어 통역을 전달합니다. 참가자는 마이크 장치의 헤드폰 출력에서 원

하는 언어 채널을 청취합니다.

통역 채널 설정

우선, 휴대용 DC 5980 P를 통역사 스테이션으로 프로그래밍합니다.
DCS-LAN 체인에 적절하게 연결해서 장치를 켭니다.
'-' 및 '+' 볼륨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발화 조명이 점등되면서 장치가 프로그래밍 준비 완료를 나타냅니다.
볼륨 버튼을 누른 채로 채널 버튼을 누릅니다. 통역사 모드는 두 채널의 LED가 켜졌을 때 설정됩니다.

두 채널 중 하나를 통역사 장치에서 오디오를 전송할 채널로 선택합니다. 채널 LED가 켜지면서 선택된 채널을 표시합니다.

주: 동일 통역사 채널에 대해 다수의 마이크 장치를 설정해서 한 번에 다수의 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DC 5980 P를 두 번째 언어로 프로그래밍하고 다른 전송용 채널을 선택합니다.
각 회의 참가자에 대해 통역사 언어에 해당하는 헤드폰 설정을 선택합니다. 마이크 장치의 헤드폰 출력에서 통역 채널을 청취합

니다.

주: 매입형 DC 5900 F 장치는 통역사 장치로 프로그래밍할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
주의: 안정적인 시스템 성능을 위해 항상 차폐형 Cat5e 이상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문제 해결 표를 참조하기 전에 사용된 

케이블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을 켜고 나면 마이크의 라이트 링이 계

속해서 깜박입니다.

케이블이 차폐형 Cat 5e(또는 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케이블의 커넥터가 모두 장치에 있는 소켓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이크 장치의 공급 케이블이 DIS-CCU의 “DCS-LAN” 소켓에 제대로 삽입되어 있

는지 확인하십시오.

의장 장치에 있는 “Del. Off” 버튼을 눌러도 

델리게이트 장치가 꺼지지 않음

장치가 의장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장치가 의장 또는 통역사 장치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유형 프로그래밍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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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게이트 또는 의장 장치의 헤드폰에서 통역

사 장치의 오디오가 들리지 않음

장치가 통역사 장치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용자 유형 프로그래밍 섹

션을 참조하십시오.)
장치의 헤드폰 볼륨 컨트롤을 확인하십시오.
마이크 장치에서 선택한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헤드폰 플러그가 헤드폰 잭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역사 장치의 마이크에 있는 라이트 링에 불이 켜져 있고 구즈넥 마이크가 소켓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내장 스피커에서 오디오가 나오지 않음

CCU의 대화형 메뉴 또는 브라우저 컨트롤을 사용하여 “스피커 볼륨” 설정을 확인

하십시오.
스피커가 충분한 볼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IS-CCU browser  > 
Audio > Loudspeaker Control.)
플로어 믹스가 스피커에 할당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DIS-CCU browser  > 
Audio > Input Control > Loudspeaker
좌석을 “그룹 A”에서 선택했는지 확인합니다(DIS-CCU browser  > Audio > 
Group Setup). “그룹 A”는 항상 플로어 믹스의 소스로 사용됩니다. 장치가 “그룹

A”로 선택되지 않으면 장치의 내장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가 “켜지지” 않음

케이블을 확인합니다. DIS 장비의 모든 케이블링은 차폐형 RJ45 케이블을 사용한

Cat 5e 이상이어야 합니다.
Max. Delegate Speaker와 Max. Total Speakers 설정을 확인하여 다른 마이크를 

켤 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Operation Mode를 확인하여 이 모드를 통해 참가자가 자체 마이크를 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C에서 DIS-CCU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음

CCU의 대화형 메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LAN setup 
> Acquire IP address. 브라우저에서 이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CCU와 PC는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LAN 케이블 연결을 확인하십시오.

태블릿 또는 노트북에서 DIS-CCU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음

CCU의 대화형 메뉴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IP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LAN setup 
> Acquire IP address. 브라우저에서 이 IP 주소를 사용하십시오.
태블릿 또는 노트북이 적절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DIS-CCU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고 시 기본 설정 재설정

하드웨어에서

장치를 출고 시 설정으로 되돌리므로, 모든 참가자, 시스템, IP 설정을 지웁니다. 장치가 5900 모드

에서 재부팅됩니다.

CCU의 전면 패널로 이동합니다.
메인 메뉴를 Restore factory def.로 스크롤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눌러 메뉴를 입력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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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버튼을 눌러 OK를 선택하고 재설정을 확인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컴퓨터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연결이 끊깁

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면 모든 참가자 및 시스템 설정이 삭제됩니다.

CCU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System > Factory Defaults으로 이동합니다.
재설정 버튼을 선택하여 시스템을 재설정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컴퓨터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연결이 끊깁

니다.

진단 보고서
CCU를 켜면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수준 보고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Diagnostics > Report으로 이동합니다.
생성 을 선택하여 새 창에서 보고서를 봅니다.
파일을 HTML 문서로 저장하고 문제를 진단할 수 있도록 Shure 지원 그룹으로 전송합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MXC 펌웨어 업데이트 유틸리티(FUU)는 Shure 웹사이트에 펌웨어 다운로드와 함께 번들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스

템을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유지하거나, 이미지 파일을 호환 가능한 회의 장치에 업로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FUU 가이드를 참조

하십시오.)

시스템이 켜져 있고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Shure 웹사이트에서 최신 펌웨어를 다운로드하고 해당 콘텐츠를 컴퓨터에 추출하십시오.
MXC 펌웨어 업그레이드 유틸리티 폴더를 열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십시오.
컴퓨터 및 장비에 연결 방법을 할당하고 OK 버튼을 선택하여 설정 창을 종료합니다.

이더넷: CCU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IP 포트 3142를 사용합니다.
CCU와 연결된 모든 장치에 관한 정보가 기본 창에 표시됩니다.
Selected Release Id 드롭다운 목록에서 원하는 펌웨어 릴리스를 선택합니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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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grade System  버튼을 선택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상태 창이 표시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상

황을 보여줍니다.

외부 제어 프로토콜
DIC-CCU에서는 인터페이스에서 시스템을 제어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더넷 연결을 제공합니다. DIS-CCU 중앙 장치에 단순(원
시) TCP/IP 소켓 연결을 설정하여 제어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DDS 5900 토론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는 TCP/IP 원시 소켓 프로토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세 번째 부품 

제어 응용 프로그램에서 DDS 5900 토론 시스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간단한 명령 세트를 제공합니다.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언 중 또는 요청 중인 마이크 설정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좌석 목록을 가져옵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고객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므로 프로토콜이 의도적으로 간단하게 유지됩니다. 외부 제어 프로토콜은 DDS 
5900 브라우저 인터페이스 및 DIS-CCU 대화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보완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브라우

저 인터페이스 및 DIS-CCU 대화형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부 명령과 설정은 '외부 제어 프로토콜'을 통해 사용할 수 없습니

다.

고객 응용 프로그램은 AMX  또는 Crestron  실별 제어 시스템, PC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 응용 프로그램(예: 버튼 미믹 및 카메

라 제어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반 프로토콜 동작

TCP/IP 소켓 연결
외부 제어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 DIS-CCU에 TCP/IP 소켓을 연결해야 합니다. CCU 대화형 전면판 제어/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이더넷에 대한 DIS-CCU 연결 구성을 정의하고, 네트워크에 DIS-CCU의 IP 주소를 할당해야 합니다.

고정 IP 주소 또는 DHCP를 통해 할당된 IP 주소를 선택합니다. 시작할 때마다 DIS-CCU가 동일한 IP 주소로 끝나는지 확인하면 편리

합니다.

IP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TCP/IP 연결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추가 정보는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 = 3142

예: Putty 를 통해 CCU에 대한 연결을 테스트합니다. DIS-CCU에 IP 주소 192.168.1.100이 할당되어 있는 경우 외부 응용 프로그램은 TCP/IP 소켓을 주소

192.168.1.100:3142에 연결해야 합니다.

DIS-CCU의 IP 주소를 알면 Putty와 같은 간단한 터미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http://www.putty.org에서 다운로드

Putty를 시작합니다.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삽입합니다.
연결 유형으로 '원시'를 선택합니다.
'열기'를 눌러 CU에 대한 연결을 설정합니다. 이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명령의 목록을 보려면 '도움말'을 입력합니다.

명령 구조(외부 제어 장치에서 DIS-CCU로)
CCU를 제어하기 위해 외부 제어 장치가 명령줄에 DIS-CCU가 포함된 명령을 보냅니다. 명령줄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Space - 0x20 = 32 Carriage return - 0x0D = 13 Line Feed - 0x0A = 10

명령줄은 캐리지 리턴 , 줄 바꿈 또는 둘 모두로 종료됩니다. Windows 시스템, Linux 시스템 또는 기타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도록

CCU는 두 명령줄 종료 유형을 모두 인식합니다.

® ®

®

http://www.putt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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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명령과 데이터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 주의하십시오. 명령이 데이터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CCU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mic_on 212

좌석 212의 마이크를 켭니다. Command = mic_on, data = 212. 'mic_on' 명령이 좌석 번호를 데이터로 전달합니다.

명령 구조(DIS-CCU에서 외부 제어 장치로)
DIS-CCU 외부의 명령줄은 다음과 같이 단순합니다.

Space - 0x20 = 32 Carriage return - 0x0D = 13 Line Feed - 0x0A = 10

대부분의 시스템에 적용되도록 CCU는 과 를 모두 포함하여 명령줄을 종료합니다.

좌석 번호 지정
토론 장치는 좌석 번호로 식별됩니다. 토론 장치마다 좌석 번호가 할당됩니다. 토론 장치가 DIS-CCU에 연결되어 있으면 모든 토론 장

치에 대해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DIS-CCU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좌석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석 번호는 1 ~ 65535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명령에 대한 DIS-CCU 응답
일반적으로 CU에서 외부 응용 프로그램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인해 CCU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 명령에 

대한 응답이 생성됩니다.

예: 'mic_on' 명령에 따라 마이크가 켜지면 CCU가 'mic_on' 명령에 응답합니다. 반면에, 'mic_on' 명령에 따라 마이크가 켜지지 않으면 CCU가 응답을 생성하지 않습니

다.

다음과 같이 CCU가 마이크를 켜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이미 작동 중인 경우

마이크를 더 이상 시스템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발언 목록이 이미 가득 차('max_speakers') 델리게이트 차단이 '켜지지' 않는 경우

시스템 상태 가져오기
CCU는 상태 스트리밍을 지원합니다. 외부 제어 장치에서 'mic_status' 또는 'audio_status' 명령을 실행하면 CCU가 마이크 시스템 상

태를 전송하여 응답합니다. '오디오 상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부 제어 장치를 CCU 상태와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제어

외부 제어 장치에서 DIS-CCU로의 명령

마이크 켜기

mic_on

CCU에 seat_no의 마이크를 켜도록 지시합니다.

CCU가 마이크를 켜면 'mic_on' 명령과 함께 응답합니다. 또한 마이크가 요청 목록에 표시되는 경우 해당 마이크는 요청 목록에서 제

외되고 CCU가 'mic_request_off'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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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끄기

mic_off

CCU에 seat_no의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합니다.

CCU가 마이크를 끄면 'mic_off' 명령이 실행됩니다.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 끄기

mic_all_delegates_off

CCU에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끄도록 지시합니다.

의장은 꺼지지 않습니다.

CCU가 꺼지는 마이크 각각에 대해 'mic_off' 명령을 실행하여 명령에 응답합니다.

마이크를 요청 목록에 배치

mic_request_on

마이크를 요청 목록에 삽입합니다.

CCU가 장치를 요청 목록에 삽입하면 'mic_request_on' 명령이 실행됩니다.

요청 목록에서 마이크 제거

mic_request_off

요청 목록에서 마이크를 제거합니다.

CCU가 장치를 요청 목록에서 제거하면 'mic_request_off' 명령이 실행됩니다.

요청 목록 삭제

mic_all_requests_off

요청 목록을 삭제합니다.

CCU가 요청 목록에서 제거되는 마이크 각각에 대해 'mic_request_off' 명령을 실행하여 응답합니다.

다음 마이크 켜짐 설정

mic_next_on

발언 목록에 있는 첫 번째 마이크를 끄고 요청 목록에서 첫 번째 마이크를 켭니다.

마이크가 꺼지면 CCU가 'mic_off' 명령을 실행합니다.

마이크가 켜지면 CCU가 'mic_on' 명령 및 'mic_request_off' 명령을 실행합니다.

최대 총 발언자 수 설정

max_total_speakers

발언이 허용되는 최대 발언자 수입니다.

를 "1"에서 "8"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U가 'max_total_speakers' 명령을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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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델리게이트 발언자 수 설정

max_speakers

발언이 허용되는 최대 델리게이트 수입니다.

를 "1"에서 "8"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U가 'max_speakers' 명령을 실행합니다.

최대 요청 수 설정

max_requests

요청 목록에서 허용되는 최대 델리게이트 수입니다.

를 "0"에서 "250"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U가 'max_requests' 명령을 실행합니다.

작동 모드 설정

mic_mode

시스템 작동 모드를 설정합니다.

를 "auto"(자동), "fifo"(선입 선출), "manual"(수동) 또는 "vox"(음성 작동)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CU가 'mic_mode' 명령을 실행합니다.

차단 모드 설정

mic_interrupt

차단 기능을 설정합니다. 마이크 차단 여부를 정의합니다.

는 “on”(마이크 차단) 또는 "off"(마이크 차단 안 함)일 수 있습니다.

CCU가 'mic_interrupt' 명령을 실행합니다.

마이크 상태 가져오기

mic_status

CCU에 시스템의 상태를 전달하도록 요청합니다(발언 중인 마이크 및 요청 목록의 마이크).

CCU가 마이크 시스템 상태를 발행합니다. 상태는 다음과 같은 CU의 명령 목록입니다.

seat_number (for all microphones in the system)
mic_mode
mic_interrupt
max_total_speakers
max_speakers
max_requests
mic_on (for all microphones on)
mic_request_on (for all microphones in request list)
mic_status_done

도움말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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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CU에서 지원하는 모든 명령에 도움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명령 이후에 명령이 포함된 경우 CU에서 해당 명령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발행합니다.

도움말 명령을 통해 CU가 발행한 명령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생성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콘솔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DIS-CCU에서 외부 제어 장치로의 명령

마이크 켜기

mic_on

마이크가 켜집니다.

마이크 끄기

mic_off

마이크가 꺼집니다.

요청 목록에 마이크 삽입

mic_request_on

마이크가 요청 목록에 삽입됩니다.

: 요청 목록에서의 위치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목록에서 마이크 제거

mic_request_off

마이크가 요청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최대 총 발언자 수

max_total_speakers

발언이 허용되는 최대 발언자 수입니다.

는 "1"에서 "8"까지입니다.

최대 델리게이트 발언자 수

max_speakers

발언이 허용되는 최대 델리게이트 수입니다.

는 "1"에서 "8"까지입니다.

최대 요청 수

max_requests

요청 목록에서 허용되는 최대 델리게이트 수입니다.

는 "0"에서 "25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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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모드

mic_mode

시스템 작동 모드를 제공합니다.

는 "auto"(자동), "fifo"(선입 선출), "manual"(수동) 또는 "vox"(음성 작동)입니다.

차단 모드

mic_interrupt

마이크를 차단하는 기능입니다.

는 “on”(마이크 차단) 또는 "off"(마이크 차단 안 함)입니다.

좌석 상태

seat_state

좌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제어 장치에서 마이크 상태(mic_status)를 요청하면 이 정보가 CCU에서 외부 제어 장치로 전송됩니다.

토론 장치를 식별하는 좌석 번호입니다. 번호는 1에서 65535까지입니다.

좌석의 현재 상태입니다. "active" 또는 "passive"입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토론 장치에 할당된 이름입니다.

예:

seat_state 12 active Sharon Hall mic_mode auto mic_interrupt off max_total_speakers 4 max_speakers 3 max_requests 250 
mic_status_done

이 명령은 Sharon Hall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활성 상태의 좌석 번호 12에 대해 알려줍니다.

마이크 상태 완료

mic_status_done

완료 시스템 상태가 전송되었다는 알림을 제공합니다.

좌석 상태

seat_state

좌석 상태 정보를 제공합니다.

좌석 상태가 변경되어 좌석이 passive 또는 active가 되면 이 정보가 CCU에서 외부 제어 장치로 전송됩니다.

토론 장치를 식별하는 좌석 번호입니다. 1 ~ 65535 범위의 정수입니다.

< seat state > 좌석의 현재 상태입니다. "active" 또는 "passive"일 수 있습니다.

명령 오류

command_error

CCU에서 알 수 없는 명령을 수신했습니다.

는 오류를 설명하는 텍스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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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_error unknown command

command_error syntax error

오디오 제어

외부 제어 장치에서 DIS-CCU로의 명령

스피커 볼륨 설정

loudspeaker_volume

모든 토론 장치의 스피커 볼륨을 설정합니다.

스피커 볼륨의 범위는 -41 ~ 0입니다. -41 값은 스피커가 꺼져 있음을 나타내며, -40 ~ 0 값은 dB 단위의 감음을 나타냅니다.

CCU는 loudspeaker_volume 명령을 실행하여 이 명령에 응답합니다.

선로 입력 1 게인 설정

line_input_gain_1

선로 입력 1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라인 입력 게인을 0 또는 10 dB로 조정합니다.

CCU는 line_input_gain_1 명령을 실행하여 이 명령에 응답합니다.

선로 출력 볼륨 설정(A~D)
line_output_volume

선로 출력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제어되는 출력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 'A', 'B', 'C' 또는 'D'.

선로 출력 볼륨의 범위는 -41 ~ 0입니다. -41 값은 볼륨이 꺼져 있음을 나타내며, -40 ~ 0 값은 dB 단위의 감음을 나타냅니다.

CCU는 line_output_volume 명령을 실행하여 이 명령에 응답합니다.

오디오 경로 정의

audio_path

이 명령은 시스템에서 오디오 연결을 정의합니다.

제어되는 연결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 'mic_to_speaker', 'mic_to_floor', 'linein_1_to_speaker', 'linein_1_to_lineout_A' 또는

'linein_1_to_floor'.

오디오가 microphones/lineinput_1에서 speakers/lineoutput/floor로 라우팅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CCU는 audio_path 명령을 실행하여 이 명령에 응답합니다.

오디오 상태 요청

audio_status

시스템 오디오 상태를 제공합니다.

CCU가 다음과 같은 오디오 설정에 대한 명령 목록을 발행하여 이 명령에 응답합니다.

loudspeaker_volume
line_output_volume (for all outputs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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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_path (for all paths)
line_input_level
audio_status_done

DIS-CCU에서 외부 제어 장치로의 명령

스피커 볼륨

loudspeaker_volume

모든 토론 장치의 스피커 볼륨을 나타냅니다.

스피커 볼륨의 범위는 -41 ~ 0입니다. -41 값은 볼륨이 꺼져 있음을 나타내며, -40 ~ 0 값은 dB 단위의 감음을 나타냅니다.

선로 입력 1 게인

line_input_gain_1

선로 입력 1 신호의 게인을 나타냅니다.

선로 입력 게인을 0 또는 10 dB로 조정합니다

선로 출력 레벨(A~D)
line_output_level

선로 출력 신호의 레벨을 조정합니다.

제어되는 출력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 'A', 'B', 'C' 또는 'D'.

선로 출력 레벨의 범위는 -41 ~ 0입니다. -41 값은 출력이 0임을 나타내며, -40 ~ 0 값은 dB 단위의 감음을 나타냅니다.

오디오 경로 정의

audio_path

이 명령은 시스템에서 오디오 연결을 정의합니다.

제어되는 연결을 나타냅니다. 가능한 값: 'mic_to_speaker', 'mic_to_floor', 'linein_1_to_speaker', 'linein_1_to_lineout_A' 또는

'linein_1_to_floor'.

오디오가 microphones/lineinput_1에서 speakers/lineoutput_A/floor로 라우팅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오디오 상태 완료

audio_status_done

이 명령은 오디오 상태 스트리밍을 종료합니다.

기술 사양

DDS 5900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은 토론 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 IEC 60914를 준수합니다. 그러나 통역사 장치의 기능은 기준과 상이합니다.

오디오 성능 사양은 토론 장치의 오디오 출력에서 토론 장치의 헤드폰 출력까지의 측정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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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디오 성능

오디오 품질 32 kHz 샘플링 주파수에서 24비트 오디오

오디오 주파수 응답 65 Hz - 16 kHz (-3 dB)

1 kHz에서 토탈 하모니 왜곡 < 0.1%

다이내믹 범위 > 80 dB

가중 신호 대 잡음비 > 85 dB(A)

케이블링 및 시스템 제한사항

케이블 유형(최소 사양) Cat5e, AWG 24, 스크린형, 차폐형

최대 케이블 길이
CU 전용: 120 m
(리피터 장치 포함): 480 m

시스템 동작 환경 조건

동작 조건 고정식 또는 휴대용

온도 범위

지정 성능 보장 5 Deg C. - 40 Deg C.

보관 온도 -20 Deg C. - 60 Deg C

최대 상대 습도 < 80%

승인

EMC 방출
통일 규격 EN 55103-1과 FCC 규정 Part 15에 따라 Class B 디
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EMC 내성 통일 규격 EN 55103-2 준수

EMC 승인 CE 마크 부착

ESD 통일 규격 EN 55103-2 준수

주 전원 하모닉 통일 규격 EN 55103-1 준수

환경 요건
UAT-0480/100이 지정하는 금지 물질(예: 카드뮴, 석면)이 함유

되어 있지 않음

DIS-CCU
다음 표는 DDS 5900 시스템당 최대 장치 수와 채널 수입니다.

최대 토론 장치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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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CU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는 토론 장치 수 최대 50

최대 작동 "플로어" 마이크 수 8

최대 언어 수(통역사 채널) 2

최대 통역사 장치 수 32

네트워크

DCS-LAN 출력 RJ45 암 소켓 4개

TCP/IP RJ45 암 소켓 1개

전기

소비 전력 22W/48V(최대 150W)

토론 장치 공급 전압 122W/48V

사운드 품질 22 kHz 샘플링 주파수에서 24비트 오디오

주파수 응답 65 Hz-16 kHz

THD < 0.1 %

신호 대 잡음비 > 85 dBA

기계

장착 방식
테이블탑

표준 19인치 랙

치수(H x W x D) 44.4 x 426 x 186 mm (1.75 x 16.8 x 7.2 in.)

색상 검정

중량 2.8 kg (6.17 lbs.)

온도 범위
보관: -20° - 60° C, 습도 10-80%

작동: 5° - 40° C, 습도 35-80%

PS CCU 외부 전원 공급 장치(SNP-A15T):
주 전압 100-240 V, 50-60 Hz 공칭

최대 전력 소비 175 W

전체 전원 공급 장치 144 W (역률: >0.9)

대기 전력 소비 <0.5 W (부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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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전압 40°C에서 48V/3A 

효율 87%(일반)

돌입 전류
230 V: <80 A
115 V: <40 A

[1] 60°C에서 50%까지 선형적 정격 감소

인증
DCS 6000 시스템은 IEC 60914 규격을 준수합니다.

전기
주파수 응답(헤드폰) 65 Hz-16 kHz

주파수 범위(스피커) 150 Hz-15 kHz

소비 전력 1.5 W

최대 전력(스피커) 2.1 W RMS

THD < 0.1 %

신호 대 잡음비 > 85 dBA

헤드폰 연결 3.5 mm 잭, 암 스테레오 소켓

상호 접속

DCS-LAN RJ45 암 소켓 2개(자동 터미네이션)

기계

장착 방식 테이블탑

치수(H x W x D) 71 x 128 x 146 mm (2.8 x 5.0 x 5.75 in.)

중량 500 g (1.1 lbs.

색상 검정

온도 범위 5° - 40°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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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주파수 응답(헤드폰) 65 Hz-16 kHz

주파수 범위(스피커) 150 Hz-15 kHz

소비 전력 1.5 W

최대 전력(스피커) 2.1 W RMS

THD < 0.1 %

신호 대 잡음비 > 85 dBA

헤드폰 연결 3.5 mm 잭, 암 스테레오 소켓

상호 접속

DCS-LAN RJ45 암 소켓 2개(루프 스루, 자동 터미네이션)

헤드폰 3.5 mm 스테레오 잭

스피커 2-핀 2.5 mm 피치 Spox  Molex 소켓

기계

장착 방식 매입형

치수(H x W x D)

DC 5900 F 베이스: 50 x 50 x 106 mm

LS 5900 F: 44 x 108 x 78 mm

FP 5921 F: 12 x 73 x 63 mm

FP 5981 F: 12 x 152 x 63 mm

AC 5901: 47 x 19 x 19 mm

색상 검정

중량

DC 5900 F 베이스: 188 g

LS 5900 F: 260 g

FP 5921 F: 38 g

FP 5981 F: 79 g

AC 5901: 43 g

온도 범위 5° to 40° C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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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즈넥 마이크

GM 59xx

시스템
DC 5900 F
DC 5900 P

변환기 유형 콘덴서

지향 패턴 단일지향성

주파수 응답 30 Hz - 18 kHz

감도 -52 +/- 3dB (0dB = 1V/1Pa, 1 kHz)

최대 입력 사운드 레벨 110 dB SPL, 3% THD에서 1 kHz

신호 대 잡음비 >60 dBA

전면/후면 비율 >25 dB (1 kHz)

치수(GM 5923) 400 mm (15.75 in.)

치수(GM 5924) 500 mm (19.7 in.)

마이크 커넥터 XLR3 수

MX4xx
시스템 DC 5900 F

변환기 유형 콘덴서

지향 패턴 단일지향성, 초지향성

주파수 응답 50 Hz - 18 kHz

감도

단일지향성: −35 dBV/Pa (18 mV)

초지향성: −34 dBV/Pa (21 mV)

(0dB = 1V/1Pa, 1 kHz)

최대 입력 사운드 레벨

단일지향성: 121 dB

초지향성: 120 dB

1% THD에서 1 kHz, 1kΩ 부하

신호 대 잡음비
단일지향성: 66 dB

초지향성: 68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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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MX 405: 15 cm (6 in.)

MX 410: 25 cm (10 in.)

MX 415: 38 cm (15 in.)

무게

MX405: 0.054 kg (0.119 lbs)

MX410: 0.068 kg (0.150 lbs)

MX415: 0.07 kg (0.154 lbs)

마이크 커넥터 XLR3 수

배선 정보

주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

파란색 중간색

갈색 라이브

녹색/노란색 접지

DCS-LAN 체인
CCU에서는 RJ45 차폐 커넥터와 함께 Cat5e, Cat6, Cat7 F/UTP 또는 U/FTP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EIA 568-B 배선을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 Cat5/6/7 케이블 유형의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이름 새 이름

FTP F/UTP

STP U/FTP

UTP U/UTP

중요: 차폐되지 않는 U/UTP 케이블이 아닌 F/UTP 또는 U/FTP(차폐) 케이블과 RJ45 차폐 커넥터만 사용하십시오.

RJ45 커넥터에 Cat5e(EIA 568-B) 케이블을 배선하는 방법:

핀 기능 커넥터 1 커넥터 2

1 수신 + ORG/WHT ORG/WHT

2 수신 - ORG ORG

3 +48V GRN/WHT GRN/WHT

4 0V BLU BLU

5 0V BLU/WHT BLU/W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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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기능 커넥터 1 커넥터 2

6 +48V GRN GRN

7 발신 - BRN/WHT BRN/WHT

8 발신 + BRN BRN

다른 색상 코드가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쌍이 연결됩니다.

쌍 2: 핀 1과 2
쌍 3: 핀 3과 6
쌍 1: 핀 4와 5
쌍 4: 핀 7와 8

쌍 위상은 정확해야 하며 EIA 568-B(Cat5e)의 배선 사양을 따라야 합니다.

Cat6 및 Cat7 케이블은 일반적으로 케이블 플러그가 아닌 소켓(암)에서 끝납니다.

Cat6 및 Cat7은 벽면 콘센트 또는 패치 패널에서 끝나는 공급 케이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출력
XLR3 수

핀 신호 케이블 종류

1 접지

2 x 0.25mm  차폐.2 신호 +

3 신호 –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XLR3 암

핀 신호 케이블 종류

1 접지

2 x 0.25mm  차폐.2 신호 +

3 신호 –

비상 스위치
단자판

핀 1과 2에 비상 스위치를 연결합니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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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이어폰
3.5 mm 잭 플러그

핀 커넥터 기능

1 팁 좌측 신호

2 링 오른쪽 신호

3 슬리브 전기 접지/차폐

주문 방법

DIS-CCU
토론 및 회의 시스템의 DIS 라인을 위한 중앙 제어 장치입니다. 배송 시 설정의 DDS 5900 시스템에서 작동되며 기능 라이센스에 따라

DCS 6000 시스템에서 작동되도록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 마이크 제어, 회의 중 발언자 목록 표시를 위한 웹 인터페

이스가 포함됩니다.

포함된 액세서리:

EEM 커넥터용 단자판

19인치 랙 브래킷

USB 메모리 스틱(사용 설명서 포함)
DDS 5900 및 DCS 6000 휴대용 장치의 GM 구즈넥 마이크 고정용 도구

DIS-CCU 종류

중앙 제어 장치(전원 공급 장치 미포함) DIS-CCU

중앙 제어 장치(유럽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DIS-CCU-E

중앙 제어 장치(영국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DIS-CCU-UK

중앙 제어 장치(미국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DIS-CCU-US

중앙 제어 장치(아르헨티나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DIS-CCU-AR

중앙 제어 장치(브라질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DIS-CCU-BR

PS-CCU 전원 공급 장치
CCU, DCS-LAN 전원 키트 및 삽입기용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PS-CCU 모델 종류

미국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US



Shure Incorporated

74/79

아르헨티나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AR

호주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AZ

브라질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BR

중국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CHN

유럽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E

인도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IN

일본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J

한국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K

대만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TW

영국용 전원 공급 장치 PS-CCU-UK

직렬 전원 삽입기 키트

직렬 전원 삽입기, 전원 공급 장치 제외 PI-6001

직렬 전원 삽입기, 미국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PI-6000-US

직렬 전원 삽입기, 아르헨티나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PI-6000-AR

직렬 전원 삽입기, 브라질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PI-6000-BR

직렬 전원 삽입기, 유럽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PI-6000-E

직렬 전원 삽입기, 영국용 전원 공급 장치 포함 PI-6000-UK

DDS 5900 이동식 회의 장치. 스피커 및 채널 선택기 포함. 의장, 델리게이트 또는 통역사로 구

성 가능.
DC 5980 P

DC 5980 P용 버튼 오버레이: 마이크 켜기/끄기 기능이 있는 델리게이트(10개의 장치로 구성된 

팩)
DC 5980 P ACC-DM

DC 5980 P용 버튼 오버레이 팩: 의장 오버레이(2개 장치), 통역사 스테이션(3개 장치) DC5980P-ACC-CM-IS

AC 5900 케이블 클램프(20개의 장치로 구성된 팩) AC 5900 CC 20PK

예비 부품 세트 DDS 5900 P SPS DDS 5900 P

DC 5900 F 회의 장치의 베이스 장치. DC 5900 F

DC 5900 F에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 LS 5900 F

XLR/Microflex 어댑터(5팩) AC 5901 5PK

예비 부품 세트 DDS 5900 F SPS DDS 5900 F

채널 선택기가 없는 DC 5900 F 전면판.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로 구성 가능 FP 5921 F

DC 5900 F 오버레이: 음소거 버튼이 있는 델리게이트(5팩) FP 5921 OL1 5PK



Shure Incorporated

75/79

DC 5900 F 오버레이: 델리게이트(5팩) FP 5921 OL2 5PK

DC 5900 F 오버레이: 모든 델리게이트 끄기 버튼이 있는 의장(2팩, CU 5905 포함) FP 5921 OL3 2PK

DC 5900 F 오버레이: 버튼 없음(5팩, 의장 및 델리게이트) FP 5921 OL4 5PK

채널 선택기가 있는 DC 5900 F 전면판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로 구성 가능 FP 5981 F

DC 5900 F 오버레이: 음소거 및 채널 선택기 버튼이 있는 델리게이트(5팩) FP 5981 OL5 5PK

DC 5900 F 오버레이: 채널 선택기 버튼이 있는 델리게이트(5팩) FP 5981 OL6 5PK

DC 5900 F 오버레이: 모든 델리게이트 끄기 버튼 및 채널 선택기 버튼이 있는 의장(2팩, CU 
5905 포함)

FP 5981 OL7 2PK

마이크
LED 장착 40cm 검정 구즈넥 마이크 GM 5923

LED 장착 50cm 검정 구즈넥 마이크 GM 5924

Shure 케이블 사전 테스트 완료
Shure는 Shure 회의 및 토론 장비에 대해 개별 검정된 케이블을 공급합니다. EC 6001은 0.5 m에서 50 m까지 다양한 길이로 이용 가

능한 고품질의 차폐형 Cat5e 케이블입니다. 수-수 차폐형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수 패치 케이블

0.5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0.5

1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01

2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02

3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03

5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05

10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10

20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20

30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30

50m 검정색 차폐형 Cat5e F/UTP 케이블(차폐형 RJ45) EC 6001-50

고급 설정
4개의 출력을 가진 분배함 JB 6104

추가 개의 회의 장치용 DCS-LAN 확장 장치 EX 6010

직렬 데이터 리피터; 1인치 x 4개 출력(DCS–LAN 네트워크용) RP 6004

직렬 전원 공급 장치(최대 40개의 추가 회의 장치) 지역별 차이는 표를 참조하십시오. PI-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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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전원 공급 장치 키트

모델 지역

PI-6001 전원 공급 장치 없음

PI-6000-US 미국

PI-6000-AR 아르헨티나

PI-6000-BR 브라질

PI-6000-E 유럽

PI-6000-UK 영국

수납
보관 상자: DC 5980 P 및 GM 59XX로 구성된 장치 10개 SB 5980

예비 부품
예비 부품 세트 DDS 5900 F SPS DDS 5900 F

예비 부품 세트 DDS 5900 P SPS DDS 5900 P

예비 부품 세트 DDS 5900 P SPS DDS 5900 P

AC 5900 케이블 클램프(20개의 장치로 구성된 팩) AC 5900 CC 20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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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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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중요 안전장치
본 지침 읽기 - 장비 또는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전에 모든 안전 및 작동 지침을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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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침 보관 - 중요 안전 지침과 작동 지침은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해야 합니다.
모든 경고 준수 - 장비 및 작동 지침에 명시된 모든 경고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지침 준수 - 설치 또는 사용/작동을 위한 모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물 주위에서 본 장비 사용 금지 - 물이 있거나 습한 환경에서 본 장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욕조, 세면대, 주방 싱크

대 또는 세탁통, 습한 지하실, 수영장, 보호되지 않은 야외 설치 또는 습한 위치로 분류된 모든 영역 근처 등에서 사용하지 마십

시오.
경고: 화재나 감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본 장비를 비나 습기에 노출시키지 말고 꽃병 등 액체로 채워진 물체를 본 장비 위에 

놓지 마십시오.
마른 헝겊으로만 닦음 - 청소 전에 콘센트에서 장비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세정액이나 분무형 세척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설치 - 외부 케이스의 구멍은 통풍을 위해 제공되었거나 장비의 안정적 작동 

및 과열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멍을 막거나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본 장비는 적합한 환기가 제공되거나 제조

업체 지침을 따른 경우가 아니면 내장형 설치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난방기, 방열 조절기, 스토브, 에어 덕트 또는 기타 열을 발산하는 기기(앰프 포함)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직사광선, 과도한 먼지나 습기, 기계적 진동 또는 충격에 노출된 장소에는 본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수분 응결을 방지하기 위해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장소에는 장비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분극형 또는 접지형의 플러그를 훼손 시키지 마십시오. 분극형 플러그에는 폭이 다른 두 개의 핀이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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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 소켓 및 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전원 코드가 끼이지 않도록 보호

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장비는 제조업체 지침을 따라서만 장착해야 하며 제조업체에서 권장하는 

장착 액세서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에서 지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또는 테이블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가 올려진 카트를 이동할 때 카트가 전복되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카트를 빠르게 멈추거나 과도한 힘을 가하거나 울퉁불퉁한 표면에서 이동하면 장비가 올

려진 카트가 전복될 수 있습니다.

낙뢰 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전원을 빼놓으십시오. – 대피 시스템 등의 특수 기능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

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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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부품 - 교체 부품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술자가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교체 부품 또는 원래 부품과 특성이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무단 교체 시 화재, 감전 또는 기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점검 - 본 장비의 정비나 수리를 마친 후에는 서비스 기술자에게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비가 적합한 작동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과부하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콘센트와 연장 코드의 전력 용량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전원 - 본 장비는 명판에 표시된 형태의 전원으로만 작동시켜야 합니다. 사용하려는 전원의 정격에 대해 잘 모를 경우, 장비 판

매점이나 현지 전력 회사로 문의하십시오. 배터리 전력이나 기타 전원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된 장비의 경우, 작동 지침을 참조하

십시오.
전력선 - 실외 시스템은 공중 전력선이나 기타 전기 조명 또는 전력 회로 근처, 또는 이러한 전력선이나 회로 위로 떨어질 수 있

는 위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실외 시스템을 설치할 때는 이러한 전력선이나 회로에 접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체 및 액체의 유입 - 어떤 종류의 물체도 개구부를 통해 본 장비 내에 넣지 마십시오. 위험한 전기가 흐르는 지점이나 단락 부

품에 접촉되면 화재나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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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내에 어떤 종류의 액체도 쏟지 마십시오. 액체나 고체 물체를 캐비닛 안으로 떨어뜨린 경우, 사용을 멈추고 장비의 플러그

를 뽑은 다음 자격이 있는 기술자에게 점검을 의뢰하십시오.

라벨

등변 삼각형 내에 화살촉 기호가 있는 번개 형상의 “번개 기호”는 사람에게 감전을 일으킬 정도의 강도를 가질 

수 있는 절연되지 않은 “위험 전압”이 제품 케이스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됩

니다.

삼각형 내에 느낌표가 있는 “느낌표 기호”는 제품과 함께 제공된 설명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보수(정비) 지침

이 있음을 사용자에게 환기시키기 위해 사용됩니다.

전원 연결 참고 사항
현지 전원 공급 전압이 장비의 작동 전압 내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압 변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 DIS 판매점이나 자격을 갖춘 기술

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스위치를 “OFF”로 전환하십시오.

중요: 장비는 접지에 연결해야 합니다.

장비에 제공된 메인 리드의 와이어는 다음과 같이 컬러 코딩되어 있습니다.

녹색-노란색 접지

파란색 중립

갈색 전류 흐름

녹색-노란색 와이어는 문자 E 또는 안전 접지 기호로 표시되거나 녹색-노란색으로 표시된 플러그의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파란색 와이어는 문자 N이나 검정색으로 표시된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갈색 와이어는 문자 L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단자에 연결해야 합니다.
플러그가 있는 장비의 경우, 소켓 콘센트를 장비 근처에 설치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 분리
On/Off 스위치가 있거나 없는 장비에는 전원 코드가 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 항상 전력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On/Off 스위치가 On 위
치에 있을 때만 장비의 작동이 가능합니다. 전원 코드를 분리해야 모든 장비 전원이 분리됩니다.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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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Class B 디지털 장치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Cet appareil numérique de la classe B est conforme à la norme 
NMB-003 du Canada.

FCC Part 15B 비준 조항에 의해 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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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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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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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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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

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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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캐비닛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려면 정기적으로 부드러운 천을 사용해 깨끗이 닦으십시오. 천에 중성 세제를 푼 물을 살짝 묻혀서 닦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시너 또는 마모성 세정제와 같은 유기용제는 캐비닛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재포장
장치를 배송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래 포장 상자와 포장재를 보관하십시오. 장치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출고 시 원래 포장된 대

로 재포장하십시오.

보증
장치는 자재 또는 제품의 결함에 대해 24개월 보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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