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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   
Microflex  Comp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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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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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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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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Shure Microflex  Complete(MXC) 디지털 회의 시스템은 여러 발언자와 적극적인 회의 참가자가 있는 회의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단일 시스템이 MXC 및 레거시 DCS 회의 장치, 전용 통역 콘솔, SW6000 회의 관리 소프트웨어와의 통합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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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lex Complete는 국제 회의 표준을 준수하여, 최대 3,800명의 참가자들을 위해 선행 발언자 통제, 동시 통역, 투표 기능 및 회의 

관리를 지원합니다.

참고: 기존의 DIS 5900 및 6000 회의 장치는 MXC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할 수 있지만 MXC 회의 장치의 확장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

다.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된 DIS 5900 장치는 기존의 DIS 5900 시스템과 더 이상 호환되지 않습니다.

CCU 특징
회의 장치, 통역사 콘솔 및 채널 선택기로 구성된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독자적인 코덱 알고리즘으로 안전한 오디오 신호를 전송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통해 고급 제어를 위한 웹 서버를 제공합니다.
시스템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다국어 회의를 위해 최대 31개의 통역 채널을 지원합니다.
8개의 오디오 출력을 제공하여 통역 채널 또는 마이크 그룹을 PA 시스템, 오디오 믹서, 오디오 레코더 또는 언어 분배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무선 마이크, 처리된 오디오 신호, 비상 방송 메시지(EEM) 또는 회의 휴식 시간 중 음악에 연결할 수 있는 2개의 오디오 입력을 제

공합니다.
표준 19인치 랙에 1RU(One Rack Unit) 크기가 장착됩니다.

기능 라이선스 파일 구매
현지 Shure 판매 대리점에 연락하여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라이선스 파일을 구매하십시오. 이 기능은 CCU의 일련 번호에 

대해 특별히 생성된 단일 .xml 파일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CCU에 기능 라이선스 추가
현지 Shure 판매 대리점에 연락하여 확장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라이선스 파일을 구매하십시오. 이 기능은 CCU의 일련 번호에 

대해 특별히 생성된 단일 .xml 파일에 번들로 제공됩니다. 라이선스 파일을 구매한 후 CCU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장치에 업로드합

니다.

라이선스 파일(.xml 확장자)을 컴퓨터 또는 USB 드라이브에 저장합니다.
CCU를 연결하고 웹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암호가 설정된 경우, Admin으로 로그인합니다.
License 페이지(System > License)로 이동합니다.
Browse를 선택하여 라이선스 파일을 찾습니다.
Go를 선택하여 파일을 CCU에 설치합니다. 장치가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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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라이선스 파일 설치 후

CCU 중앙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회의 장치: 최대 250대

통역 채널: 최대 4개

Vox, 음성 활성화: 예
투표: 예

이중 모드로 구성된 회의 장치는 2대로 계산됩니다.

추가 기능 라이선스를 확보하면, 지원되는 회의 장치의 최대 수를 3,800대로 늘리거나 지원되는 통역사 채널 수를 8, 16 또는 31개로 

늘리는 등의 추가 기능을 포함하도록 기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DIS-CCU 중앙 제어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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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회의 시스템의 MXC 및 DIS 라인을 위한 중앙 제어 장치입니다. 시스템 구성, 마이크 제어, 회의 중 발언자 목록 표시를 위한 웹 인터페

이스가 포함됩니다.

포함 항목:

EEM 커넥터용 단자판

19” 랙 브래킷

USB 메모리 스틱(사용 설명서 포함)
구즈넥 마이크용 잠금 도구

단순화한 오디오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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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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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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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R 커넥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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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후면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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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 네비게이션
CCU는 전면 패널에서 시스템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5버튼 키패드를 사용하여 메뉴를 탐색하고 설정을 변경하

십시오.

아래의 그림은 메뉴 구조의 개요를 보여줍니다.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메뉴 항목 이동

입력(가운데) 버튼을 눌러 편집 가능한 필드를 탐색합니다.
위로/아래로 버튼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값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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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개요 - DCS 6000 모드

MXC 회의 장치
MXC 회의 장치는 그룹 회의와 컨퍼런스에서 참가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이 장치를 통해 참가자는 구즈넥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잭 및 사용자 컨트롤을 결합하여 대규모 다국어 행사에서도 명료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급 회의 작업의 경우, 
일부 회의 장치에는 의제에 따른 투표 기능, 스피커 관리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발언자 및 회의 관리 설정은 구성이 용이하며 행사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회의 장치 하드웨어 설명
일부 MXC 회의 장치에서는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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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 버튼(왼쪽 버튼)
발언 및 참가자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능에 사용됩니다. 기본

적으로 이 버튼은 참가자의 마이크를 음소거합니다.

② 발언 버튼(오른쪽 버튼)
발언 버튼은 참가자의 마이크, 그리고 발언 및 참가자 관리와 관

련된 다양한 기능을 제어하는 데 사용됩니다.

③ 헤드폰 출력
플로어/스피커 오디오의 보조 청취뿐만 아니라 통역사 오디오에

도 사용되는 3.5mm 잭입니다.

④ NFC 카드 판독기 슬롯
참가자들이 Shure NFC 카드를 사용하여 로그인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NFC 상태 표시기 호환되는 장치에서 NFC 카드 판독기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⑥ 볼륨 컨트롤 오디오 재생 볼륨을 높이고 줄입니다.

⑦ 채널 선택기 헤드폰 출력의 오디오 채널을 선택합니다.

⑧ 채널 표시기 선택한 통역 채널을 나타냅니다.

⑨ 마이크 입력
Shure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와 호환되는 잠금식 커넥터입니

다.

⑩ DCS-LAN 네트워크 연결
RJ-45 입력/출력 포트는 동일한 케이블로 전원, 오디오 및 제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⑪ 스피커 플로어 믹스의 개별적이고 국부적인 오디오 신호를 제공합니다.

⑫ 투표 버튼 2버튼, 3버튼 및 5버튼 투표 세션용으로 구성 가능.

⑬ 전면판 커넥터
매립형 인터페이스 플레이트용 연결부(포트 A 및 포트 B). 케이

블은 전면판으로 오디오 및 데이터 정보를 송수신합니다.

⑭ XLR 입력

마이크/라인 오디오 입력. 장치 설정 메뉴에서 포트 A와 XLR-
Mic/XLR-Line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이중 모드에서는 XLR 입
력이 비활성화됩니다.

⑮ 접지/리프트 토글 XLR 입력 핀 1에서 접지를 리프팅합니다.

⑯ 터치스크린 투표 및 고급 회의 상호 작용을 제공합니다.

휴대용 모델 유형
간편한 재구성을 위해 휴대용 회의 장치의 변형 버전이 테이블이나 연단에 배치됩니다. 케이블링은 장치의 베이스를 통해 연결됩니다.

MXC615 및 MXC620 회의 장치
NFC 카드(MXC620만 해당), 이중 언어 채널 선택기 및 선택적 점자형 '음소거/발언' 오버레이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식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의장, 델리게이트 및 이중 델리게이트 구성을 지원합니다.

참고: 이중 델리게이트는 NF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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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630 투표용 회의 장치
투표 기능, NFC 카드 사용으로 참가자 식별, 단일 언어 채널 선택기, 발언 및 기능 버튼에 대한 통합 점자형 ‘음소거/발언’ 레이블이 있는 

회의 장치입니다. 의장 및 델리게이트 역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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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640 터치스크린 회의 장치
터치스크린 제어, 투표 기능, NFC 카드 사용으로 참가자 식별, 이중 언어 채널 선택기, 발언 및 기능 버튼에 대한 통합 점자형 '음소거/
발언' 레이블이 있는 회의 장치입니다. 의장, 델리게이트 및 이중 델리게이트 구성을 지원합니다.

참고: 이중 델리게이트는 NFC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MXC605 회의 장치
MXC605 휴대용 회의 장치는 CCU를 사용하여 구성된 단일 장치, 투표, 앰비언트 및 통역사 역할을 지원합니다. 교체 가능한 오버레이

를 적용하여 버튼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 다른 MXC 회의 장치와는 달리 MXC605는 Shure GM406/416/420/425 마이크에 최적화된 3핀 구즈넥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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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 오버레이:

주: 투표 장치로 구성되는 경우, 채널 선택, 볼륨 제어 및 기능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매립형 모델 유형
매립형 회의 장치 유형은 테이블이나 단상에 영구적으로 설치됩니다. 테이블 표면 아래로 바닥 및 케이블링이 매립되는 로우 프로파일 

디자인입니다.

MXC620-F 회의 장치
NFC 카드로 참가자 식별 및 단일 언어 채널 선택기를 갖춘 매립형 회의 장치입니다. 의장 및 델리게이트 역할을 지원합니다.

MXC630-F 투표 장치
NFC 기능, 단일 언어 채널 선택기가 있는 매립형 투표 회의 장치입니다. 의장 및 델리게이트 역할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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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MIU 다중 인터페이스 장치
장착 공간이 제한된 곳에서 사용하기에 좋은 소형 회의 장치입니다. 포트 A 및 포트 B를 통해 매립형 인터페이스 플레이트와 함께 사용

하거나 XLR 입력을 통해 외부 소스의 오디오와 함께 사용합니다. 옵션 MXC-ACC-HD15 어댑터를 통해 HM 4042 표준 마이크, 기존

DIS 인터페이스 플레이트 또는 제3자 버튼 및 LED에 연결됩니다. 의장, 델리게이트 및 이중 델리게이트 구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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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MIU-FS | MXCMIU-FL 매립형 인터페이스 플레이트

MXC605-FS/FL 회의 장치
매립형 MXC605-F 장치는 두 가지 폼 팩터로 제공됩니다. MXC605-FS는 제한된 제어 기능을 갖춘 작은 설치 공간 장치입니다. 
MXC605-FL은 최대 4개의 통역 채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느쪽 버전에든 옵션 MXC605-LS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장치 모두 CCU를 사용하여 구성된 델리게이트, 의장, 통역사 및 앰비언트 역할을 지원하며 오버레이를 적용하여 버튼 기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참고: 다른 MXC 회의 장치와는 달리 MXC605는 Shure GM406/416/420/425 마이크에 최적화된 3 핀 구즈넥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버튼 오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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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NFC 카드 기능
NFC 카드 기능은 참가자가 MXC NFC 카드를 사용하여 시스템에 자신을 확인시키거나 로그인하는 기능입니다.

독립형 시스템에서 카드는 참가자를 이름으로 식별합니다. 무료 Shure NFC 카드 프로그래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www.shure.com에서 사용 가능) 및 공인 NFC 카드 프로그래머 장치를 사용하여 지원되는 NFC 카드에 이 정보를 인코딩하십시오.

NFC 상태는 대부분의 장치에서 LED를 사용하여, 또는 터치스크린 장치의 LCD에 표시됩니다.

표시기 NFC 상태

파란색 NFC 카드 사용 가능

녹색 카드가 인증됨 및/또는 사용자가 로그인함

녹색(느린 점멸) 재인증이 필요함

빨간색(빠르게 점멸) 시스템에서 카드가 올바르지 않음

끄기 NFC 카드 사용 불가

SW6000과 함께 사용될 때 NFC 카드에는 정보 참가자 ID, 로그인 코드 및 위치 ID가 들어 있으며, Microflex  Complete 시스템에서는 

이것을 사용하여 SW6000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참가자를 로그인하고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기능은 SW6000 CAA 사용 설명

서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카드 하나에 독립형 모드 시스템용 정보와 SW6000과 함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구즈넥 마이크(MXC416, MXC420, MXC425, MXC406/MS)
MXC 시리즈 구즈넥 마이크는 연설에 적합한 주파수 응답과 탁월한 오디오 성능을 전달합니다.

Commshield  기술이 RF 노이즈 제거

싱글 및 듀얼 플렉스 구즈넥 옵션으로 유연한 위치 조정 가능

잠금 10핀 모듈러 커넥터

내장형 LED 상태 표시기(LED 링)
Microflex 시리즈 단일지향성, 초지향성 및 전지향성 카트리지와 호환 가능

40cm(16인치), 50cm(20인치) 및 63cm(25인치) 길이, 그리고 MXC406/MS 미니 샷건 마이크로 제공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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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를 회의 장치에 고정
마이크를 마이크 커넥터에 삽입합니다.
회의 장치의 마이크 옆에 있는 구멍에 육각 렌치를 삽입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스냅핏 윈드스크린
카트리지 아래의 홈으로 밀어 넣습니다.
드라이버나 엄지 손톱을 사용하여 간격을 벌려 제거합니다.

중요: 윈드스크린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항상 적절하게 분리한 후 제거하십시오.

30 dB의 “팝”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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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SIGN
MXCSIGN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양면 전자 종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XCSIGN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회의 장치 및 DCS-LAN 구성품 연결
회의 장치 및 DCS-LAN 구성품은 각 장치에 2개의 RJ45 포트를 사용하여 순서대로 연결됩니다(데이지 체인). 커넥터는 교체할 수 없
습니다. 이전 장치를 IN 포트에 연결해야 하고 다음 장치를 OUT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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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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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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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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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시스템이 안정될 때까지 CCU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

연결 다이어그램
다음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CCU에 대한 일반적인 하드웨어 연결을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설치는 다른 하드웨어 조합을 사용할 수 있으

나, 아래의 일반적인 개념을 따릅니다.

참고: 다음 도면에서 매립형 회의 장치와 휴대용 회의 장치는 별도 명시되지 않는 한 상호교환이 가능합니다.

회의 장치의 기본 설정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필요한 경우 CCU 탐색 화면을 사용하여 발언 작동 설정을 변경하십시오. 고급 설정 

옵션이 필요한 경우 CCU 웹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십시오.

https://pubs.shure.com/guide/MXCSIGN/en-US
https://pubs.shure.com/guide/MXCSIGN/e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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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체인의 기본 시스템

중복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CCU 탐색 화면을 사용하여 설치를 설정합니다.

마지막 MXC 회의 장치의 DCS-LAN OUT 출력을 MXC 중복 인터페이스 상자(MXC-ACC-RIB)에 연결하고, 다시 CCU의 DCS-LAN 
포트로 되돌아가게 하여 MXC 시스템의 케이블 중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 레거시 DIS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케이블 중복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복 케이블 연결의 기본 시스템

고급 제어를 위한 컴퓨터
컴퓨터를 CCU에 연결하여 웹 브라우저를 통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전용 TCP/IP 포트에서 컴퓨터로 연

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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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TCP/IP 포트를 컴퓨터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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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룹에 장치를 전달하고 특정 출력(A-H)에 할당합니다.

오디오를 DCS 6000 시스템으로 반환하는 방법:

외부 장치 출력을 CCU의 오디오 입력 1에 연결합니다.
스피커 및 채널 0을 선택하고 출력 A(그룹)을 선택 해제해서 입력 1 오디오를 라우팅합니다(Audio > Input Control > 
Audio In 1).
피드백 루프를 방지하려면 스피커 및 채널 0을 선택 해제해서 내부 플로어 라우팅을 끕니다(Audio >  Input Control > 
Floor).

믹서 또는 DSP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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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레코더
오디오 레코더를 CCU의 아날로그 출력에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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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오 녹음

회의 장치 제어
MXC 회의 장치는 회의 참가자의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 역할을 지원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CCU 웹 앱의 Participant setup에서 

역할을 설정합니다. 기본 역할은 델리게이트입니다. 모든 회의 장치는 기본적으로 기본 오디오(플로어) 믹스에 기여합니다.

의장 역할
의장은 행사의 리더로서, 회의 장치에 활성화된 여러 가지 고유 기능을 가집니다.

발언 버튼: 마이크를 켭니다. 의장은 항상 마이크를 켜서, 최대 열린 마이크 수를 초과하지 않는 한, 델리게이트 장치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마이크 상태는 버튼과 마이크 LED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 마이크가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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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버튼: 의장의 기능 버튼을 다음 기능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마이크의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모두 음소거: 열린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에서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모든 델리게이트 꺼짐: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끕니다.
전용: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의장 마이크를 활성화합니다(해제 시 델리게이트 마이크의 음소거가 해제됨).
다음 켜짐: 요청 목록의 첫 번째 요청을 켭니다.
응답: 의장을 응답 목록에 넣습니다(발언 모드가 응답 기능을 지원하는 경우).

델리게이트 역할
동시 델리게이트 스피커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으며, 토론에 참가하려면 다른 제어 버튼이 필요합니다.

발언 버튼: 발언 모드에 따라 마이크를 켜거나 사용자를 요청 대기열에 추가합니다.

참고: 마이크 상태는 버튼과 마이크 LED로 표시됩니다.

빨간색 = 마이크가 켜짐

녹색 = 마이크가 요청 대기열에 있음

기능 버튼: 델리게이트 기능 버튼을 다음 기능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음소거: 마이크의 오디오를 일시적으로 음소거합니다.

참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델리게이트의 발언 우선권은 유지되지만 마이크의 오디오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응답: 발언 모드가 응답을 지원하는 경우 응답 기능은 참가자를 응답 목록에 넣습니다.

이중 델리게이트
이 구성에서는 두 명의 참가자가 단일 회의 장치를 공유합니다.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모두 각 참가자에 하나씩, 발언 버튼으로 구

성됩니다.

CCU를 통해 다음 장치에서 이중 델리게이트 기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MXC615

참고: 음소거 및 응답 기능은 이중 델리게이트 모드에서 비활성화됩니다.

MXC620

참고: 음소거 및 응답 기능은 이중 델리게이트 모드에서 비활성화됩니다.

MXC640
MXCMIU

마이크와 스피커는 MXC615, MXC620 및 MXC640 이중 장치에서 공유됩니다. MXCMIU 이중 장치는 각 참가자에 대한 개별 전면판

을 지원합니다.

사용자 표시

발언 LED
빨간색은 마이크가 켜져 있음을 나타

냅니다.

음소거 LED
파란색은 마이크가 음소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요청 LED
녹색은 마이크가 요청 대기열에 추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발언 모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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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LED
녹색은 응답 기능이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모든 델리게

이트 해제

파란색은 모든 델리게이트 회의 장치

가 음소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독점 LED
주황색은 전용 모드가 활성화되었음

을 나타냅니다.

다음 켜짐

LED
빨간색은 다음 켜짐 기능이 활성화되

었음을 나타냅니다.

마이크 조명 

링

빨간색은 마이크가 켜져 있음을 나타

냅니다.
녹색은 참가자가 발언을 요청함을 나

타냅니다.
꺼짐은 마이크가 꺼졌거나 음소거되

었음을 나타냅니다.

웹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종합적 관리 및 원격 제어를 위해 컴퓨터 또는 태블릿에서 웹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CCU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에서 시스템 제어가 가능한 웹 서버를 제공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설정을 위한 고급 파라미터를 제공하며, 의장 또는 

사회자가 참가자 이름 및 좌석 번호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인터페이스는 최대 6개의 연결을 동시에 지원합니

다.

참고: 컴퓨터 네트워크는 회의 장치에서 사용하는 DCS-LAN 네트워크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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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의 성능을 위해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다음 브라우저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함께 올바르게 작동

합니다.

Internet Explorer(IE) 8 이상

Safari
Chrome

CCU 웹 인터페이스 열기
이 지침에 따라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여십시오.

CCU에 연결

컴퓨터를 CCU의 TCP/IP 포트에 연결합니다.
장비 전원을 켭니다.
자동으로 IP 주소를 획득하도록 컴퓨터를 할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CCU에 연결됩니다.
LAN Setup  > IP address mode > Dynamic을 선택하여 IP 주소를 얻습니다.
IP 주소를 봅니다(LAN Setup  > IP address).
컴퓨터에서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http://IP-address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IP address”는 CCU에 표시된 주소입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가 관리 화면을 엽니다.

네트워크 주소 할당
2개의 네트워크 주소, 즉 IP 주소와 호스트 이름을 통해 웹 인터페이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 이 주소 중 하나를 입력하

면 연결된 CCU의 인터페이스에 액세스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네트워크 주소를 관리합니다(System > LAN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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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화면
웹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리자 액세스 외에도 회의 중에 유용한 2개의 개별 화면이 있습니다.

의장 또는 중재자가 사용하는 스피커 관리용 마이크 제어 화면.
참가자 또는 청중이 참조를 위해 대형 화면에서 발언자 및 응답/요청 목록을 보는 데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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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이 보기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호하기 위해 관리

자는 Security 페이지에서 각각 암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제어 화면
이 화면은 회의 중 마이크 제어 전용 페이지입니다. 이 화면은 의장 또는 회의 운영자가 발언자, 발언 요청, 응답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

니다.

Microphone control 탭에서 화면을 엽니다. 직접 액세스하려면 CCU의 IP 주소를 입력 한 다음 /chairman을 입력합니다(예를 들어, 
http://172.17.11.137/chairman).

디스플레이 화면
디스플레이 화면은 관람자들에게 발언자, 회의 및 응답 목록 보기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액세스하려면 CCU의 IP 주소를 입력한 후 /display을 입력합니다(예: http://172.17.11.137/display).

팁: 회의 중에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

PC: F11
Mac: ctrl + cmd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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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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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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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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전역 CCU(브라우저)

노르웨이어 Norsk ✓
페르시아어 فارسی ✓
폴란드어 Polski ✓ ✓
포르투갈어 Português ✓ ✓
러시아어 русский ✓ ✓
세르비아 키릴문자 Српски ✓
세르비아 라틴 Srpski ✓
슬로베니아어 Slovenščina ✓
스페인어 Español ✓ ✓
스웨덴어 Svenska ✓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 ✓
터키어 Türk ✓
베트남어 Tiếng Việt ✓

MXC640용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작 화면
시스템 전원이 켜지면 초기화 및 시작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 참가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SW6000에서 회의가 시작된 경우 회의 이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펌웨어 업데이트 유틸리티를 사용하여 사용자 지정 시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콘솔을 활성화하려면 LCD 터치 스크린을 터치하거나 NFC 카드를 삽입하십시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firmware_update_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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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6000이 연결된 경우 회의 모드에 따라 로그인 화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옵션에 대해서는 SW6000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

십시오.

탐색 창
사용자가 시작 화면을 종료하면 홈 화면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는 탐색 창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화면 사이를 이동하여 다양한 옵

션과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① 헤드폰 언어 및 볼륨 선택(헤드폰이 연결된 경우에만 표시)

② 홈

③ 회의/안건 시작(SW6000에 연결된 경우에만 사용)

④ 투표/결과

⑤ 설정

홈 화면
델리게이트 역할의 홈 화면에는 스크롤 기능이 있는 결합된 발언자/응답/요청 목록과 구성 가능한 소프트웨어 버튼이 있습니다. 기본 기

능은 음소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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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콘솔 홈 화면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버튼이 있으며, 이 버튼은 Function 버튼,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 및 발언 모드의 구성에 따라 

기능을 변경합니다.

마이크 켜짐 응답/요청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마이크를 켭니다.

마이크 꺼짐 발언자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마이크를 끕니다.

다음 켜짐 응답/요청 목록에서 첫 번째 항목의 마이크를 켭니다.

음소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발언권을 제거하지 않고 선택한 마이크를 음소거합니다.

모두 음소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음소거합니다.

응답 참가자를 응답/요청 목록에 넣습니다.

응답 꺼짐 응답/요청 목록에서 선택된 항목을 제거합니다.

모든 응답 꺼짐 응답/요청 목록의 모든 응답 항목을 제거합니다.

요청 꺼짐 응답/요청 목록에서 선택된 항목을 제거합니다.

모든 요청 꺼짐 응답/요청 목록의 모든 요청 항목을 제거합니다.

모든 델리게이트 꺼짐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끕니다.

독점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가 음소거되고 의장 마이크가 활성화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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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SW6000을 사용 중인 경우 안건 화면에 활성 회의의 안건이 표시됩니다. 항목을 선택하면 전체 세부 정보가 표시됩니다. 안건은

SW6000에서 생성됩니다.

의장은 주제 세부사항을 나타내는 팝업이 나타나면, 주제를 선택하여 안건 주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팝업에는 ‘활성 설정’ 및 ‘닫기’ 
옵션이 있습니다.

활성 회의가 없으면 안건 화면에서 의장이 예정된 회의를 선택하고 시작/중지할 수 있습니다.

투표/결과 메뉴
투표/결과 메뉴는 항상 의장에게 제공되고, 사용 가능한 투표 옵션을 표시합니다. 독립형 모드에서는 4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반

면, SW6000에서는 SW6000에 정의된 모든 옵션(투표 구성)을 활성화합니다.

투표/결과 메뉴는 투표 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 델리게이트에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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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실시를 위한 화면은 투표 세션 또는 출석 확인이 시작될 때 모든 회의 장치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결과
결과 팝업은 투표 또는 참석 확인이 완료될 때만 표시됩니다. 이것은 투표를 마친 후에만 표시됩니다. 무시하려면 OK를 클릭하여 해제

하십시오.

참고: 취소된 투표 세션의 경우 결과를 사용하거나 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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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선택기 및 볼륨 컨트롤
채널 선택기 및 볼륨 컨트롤을 통해 두 명의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통역 오디오 채널을 선택하고 헤드폰 볼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헤
드폰을 해당 입력부에 연결하면 각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기능
투표 기능은 의장 모드에서 MXC640 회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SW6000 의회 투표 소프트웨어 모듈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독립형 모드에서 CCU는 2버튼, 3버튼 및 5버튼 투표 구성을 지원합니다. 의장이 세션을 ‘비밀’로 정의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 세션 중 

실시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CCU는 투표 세션 및 출석 확인이 끝날 때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 컨트롤 및 표시
투표 기능이 있는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제어 기능과 인터페이스가 포함됩니다.

+ ‘예’ 투표를 하거나 사용자를 ‘출석’으로 선언합니다.

0 ‘기권’ 응답을 기록합니다.

- ‘아니요’ 투표를 합니다.

+ + ‘+ +’ 투표를 실시합니다.

- - ‘- -’ 투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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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버튼 LED는 참가자에게 사용 가능한 옵션을 나타냅니다. 출석 확인은 + LED로 나타냅니다.

참가자는 투표 세션 기간 동안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밀’ 투표 세션에서는 투표가 실시된 후 LED가 깜박임을 멈추지만, 투표 세션 기간 동안 여전히 투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제어
회의실 크기, 참가자 수, 행사의 공식성 여부, 직원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정도 등 몇 가지 요인이 회의 요건과 회의 진행 방식에 영향을 미

칠 수 있습니다. 회의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하도록 CCU에서 이러한 설정을 조정하십시오.

발언 모드: 참가자가 플로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응답 기능: 요청 대기열을 변경하지 않고 현재 발언자에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동시 발언자 수: 한 번에 발언자 수를 제한하여 토론을 제어합니다.
마이크 오버라이드(차단 모드):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찼을 때 마이크의 활성화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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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설정

발언 모드
“발언 모드”는 마이크 시스템의 동작을 결정합니다.

자동(자동) 모드에서는 Speak 버튼을 눌러 즉시 회의 장치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는 요청 목록이 있습니다. Speak 버튼은 요청 대기열에 델리게이트를 추가합니다.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요청이 취

소됩니다.

수동 모드에서 회의 장치 마이크는 CCU 웹 앱, SW6000 또는 타사 제어 시스템에서 원격으로만 켤 수 있지만, Speak 버튼을 사용하여 끌 수 있습니다.

FIFO(선입 선출)는 즉시 활성화와 요청 목록이 있는 자동 모드입니다. 회의 관리자는 최대 수의 발언자와 요청을 설정합니다. 최대 

델리게이트 발언자 수에 도달할 때까지, Speak 버튼을 누르면 델리게이트의 마이크가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최대 요

청에 도달할 때까지 델리게이트가 요청 대기열에 삽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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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장치가 꺼지면 대기열의 첫 번째 장치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회의 장치가 대기열의 맨 위에 있고 다음으로 켜질 대상일 때 요

청 표시기가 깜박입니다.

VOX(음성 활성화) 모드에서는 델리게이트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고 있을 때 회의 장치를 자동으로 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peak 버튼을 사용하여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또한 4초 후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중 장치는 VOX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VOX가 선택된 경우, 이중 장치는 자동 모드로 작동합니다. 의장 장치는 항상 자동 또는

VOX 모드에 놓입니다.

발언 차단 기능
Speak interrupt ability 설정은 활성 마이크 수가 Max. speakers: Delegates 및 Max. speakers: Total에서 설정된 한계에 도달할 경우, 
참가자가 자신의 마이크를 켜서 다른 활성 발언자를 차단할(끌)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허용되지 않음: 열린 델리게이트 마이크 수가 Max. speakers: Delegates 한계에 도달하거나, 열린 의장 마이크 수가 Max. 
speakers: Total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델리게이트/의장 마이크를 열 수 없고 녹색 LED가 3번 깜박입니다.

참고: Max. speakers: Delegates 한계가 충족되었지만 Max. speakers: Total 한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의장이 발언 목록에 추가된 첫 번째 델리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더 낮은 우선순위: Max. speakers: Delegates 한계에 도달하면 발언자는 발언 목록에 낮은 우선순위로 추가된 첫 번째 델리게이

트를 차단합니다.
같거나 더 낮은 우선순위: Max. speakers 한계에 도달할 때 참가자는 발언 목록에 같거나 더 낮은 우선순위로 추가된 첫 번째 델

리게이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의장 마이크만 활성화된 경우, 의장은 발언 목록에 추가된 첫 번째 의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우선순위 설정은 Devices > Participant setup 아래 Speak priority 열에서 수동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델리게이트 발언 버튼 잠금
마이크를 원격으로 제어할 때, Speak 버튼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여 의도치 않게 델리게이트에 의해 활성화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Speak button lock은 기본적으로 Off입니다. On일 때는 발언 우선순위가 0~4인 장치/사용자만 잠깁니다. TCP/IP, SW6000 및 마이크 

제어 권한이 있는 장치에서의 원격 명령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잠금 기간은 버튼의 토글 기능이 영향을 받는 시간입니다.

2~120초 범위(1초 간격)
이 시간이 지나면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잠금 재지정 시간은 발언자가 잠금을 우회하려면 Speak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간(초)입니다.

1~120초 범위(1초 간격)
잠금 기간보다 긴 시간일 수 없습니다.

델리게이트가 마이크를 끄도록 허용
이것은 델리게이트가 자신의 마이크를 끌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옵션은 기본적으로 Allowed로 설정됩니다.

Not allowed로 설정되면, 마이크 제어 권한이 있는 참가자(의장)만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자동, 자동 + 응답, 수동, 수동 + 응답 모드에서 설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설정은 발언 우선순위가 0~4인 장치/사용자에게만 적용됩니

다.

발언 버튼 동작

토글: 회의 장치의 Speak 버튼은 발언 상태를 켜거나 끕니다.
길게 누르기: Speak 버튼을 누르면 발언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발언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참고: 수동 및 FIFO에서 이 옵션은 의장 장치에만 적용됩니다. 델리게이트 장치에서 발언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가 발언 목록에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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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거 버튼 동작(MXC만 해당)
토글: 회의 장치에서 Mute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버튼을 다시 누르면 마이크의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길게 누르기: Mute 버튼을 누르면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 마이크의 음소거가 해제됩니다.

응답 기능
응답 모드에서 참가자는 현재 발언자에게 간단하게 말하거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 대기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간단히 

발언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의 회의 장치에서 왼쪽(기능) 버튼을 응답 버튼으로 작동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MXC640 회의 장치에서는 터치스크

린에 응답 버튼을 할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가자는 응답 버튼을 눌러 자신을 응답 목록(요청 목록 위에 나타남)에 추가하고, 의장 또는 

운영자는 수동으로 응답을 활성화합니다. 요청 목록의 참가자는 응답 목록에 추가할 수 있지만, 발언 목록의 참가자는 그럴 수 없습니

다.

응답 옵션은 수동, 자동 및 VOX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 모드에서는 다음 요청을 켤 때 응답 목록이 지워집니다.

응답은 수신된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다중 응답 옵션이 사용되는 경우, 응답은 우선순위별로 정렬됩니다. 참가자는 마이크를 켜면 응답 

목록에서 제거됩니다.

발언 목록 설정

발언자 관리 및 오디오 명확성을 향상하기 위해 동시 발언자 수가 제한됩니다. 활성 마이크 수는 1~8 사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한도

에 도달하면 마이크를 켜려는 참가자가 마이크 작동 모드에 따라 요청 대기열에 추가되거나 액세스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Meeting controls > Speak list settings로 이동하여 다음 파라미터를 정의합니다.

참고: 통역사 콘솔은 발언 목록 설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최대 발언자 수

총계: 동시에 발언할 수 있는 최대 참가자 수. 이것은 델리게이트 및 의장 장치를 모두 포함합

니다. 한계: 8
델리게이트: 동시에 발언이 허용된 최대 델리게이트 수. (‘최대 발언자 수: 총계’에 설정된 수를 

초과하지 않으면 항상 의장 장치를 켤 수 있습니다.)

최대 요청 수 요청 목록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발언자 수. 한계: 250

최대 응답 수 응답 목록에 넣을 수 있는 최대 발언자 수. 한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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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설정

차단 없이 의장(사회자) 상시 발언 가능

Max. speakers: Total 한계를 Max. speakers: Delegates보다 1이 더 많은 수로 설정합니다.

FIFO 모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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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델리게이트가 발언을 대기하도록 Max. speakers: Delegates가 1로 설정된 경우에 가장 적합합니다.

음성 활성화
음성 활성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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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Meeting controls > Voice detection에 있음)을 통해 회의에서 VOX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따라 다

릅니다.

MXC 모드
음성 활성화 모드가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MXC 회의 장치만으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VOX 모드는 MXC입니다.

음성 활성화가 작동되는 경우, 단일 장치로 구성된 MXC 회의가 MXC VOX 모드에서 작동합니다. 이중 MXC 장치는 자동 모드에서 작

동합니다.

음성 인식 임계값 오프셋

마이크 감도를 결정합니다. 설정값이 낮으면 조용한 음원에서 마이크가 활성화되며 설정값이 높으

면 마이크를 활성화하는 데 큰 음원이 필요합니다.

기본값 0dB

최소 -12dB

최대 12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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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시간

참가자가 발언을 중단한 후 마이크 활성화를 지속할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 설정은 0.5초 증분 단

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4초

최소 1초

최대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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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또는 오디오 회의에 유용합니다.

고급 설정

실내 반향 시간
실내 음향을 고려하여 마이크 활성화 임계값을 조정합니다. 잔향 시간이 짧을수록 마이크를 보다 

쉽게 활성화 할 수 있으며 잔향 시간이 길면 활성화 임계값이 증가합니다.

추가 마이크 활성화를 위한 임

계값
활성 스피커가 말하는 동안 추가 마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력량입니다.

6000 모드
기존의 5900 또는 6000 회의 장치가 연결된 시스템에서, VOX 모드는 6000입니다.

음성 활성화가 작동되는 경우, 레거시 회의 장치가 6000 VOX 모드에서 작동해서 시스템의 MXC 장치가 자동 모드에서 작동하게 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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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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설정은 0.5초 증분 단

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 4초

최소 1초

최대 10초

북 드롭
참가자의 발언으로만 마이크를 활성화하려면 북 드롭 기능을 켭니다. 이렇게 하면 발언 이외의 시

끄러운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활성화된 마이크가 신속하게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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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 또는 오디오 회의에 유용합니다.

마이크 자동 끄기
이 설정은 참가자가 발언을 중단했을 때 마이크를 자동으로 끕니다. 이 설정은 FIFO, 수동 또는 자동 모드의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해당 

모드의 해제 시간을 조정하려면 Meeting controls > Voice detection를 참조하십시오.

꺼짐(기본 설정)
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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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 끄기 시간

참가자가 발언을 멈춘 후 마이크가 꺼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본값 20초

최소 5초

최대 60초

오디오 설정

마이크 기능
마이크가 켜지면 기본적으로 오디오가 메인 믹스(그룹 A) 및 헤드폰 출력(채널 0)으로 라우팅됩니다. 이 믹스는 발언자에서 회의의 나머

지 참가자에게로 오디오를 전송하기 때문에 흔히 ‘플로어’ 믹스라고 합니다.

CCU에서 허용되는 열린 마이크 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열린 마이크에서 나오는 소리가 플로어 믹스에서 결합됩니다. 플로어 

믹스는 연결된 회의 장치 및 통역사 콘솔에서 청취하거나 외부 PA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그룹으로 경로 설정
기본적으로, 플로어 믹스는 연결된 각 회의 장치의 스피커 및 헤드폰 출력(채널 0)으로 라우팅됩니다. 그룹 설정 페이지(Audio > 
Group Setup)로 이동하여 마이크 라우팅을 보거나 수정하십시오.

각 마이크(좌석)에 다음 라우팅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A만 해당(기본)
그룹 A + 다른 그룹

그룹 B, C, D, E, F, G, H
없음

오디오 소스를 변경하는 방법:
마이크를 Group A로 라우팅하여 플로어 믹스(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음)에 추가합니다(Audio > Group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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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스피커 및 채널 0(헤드폰)의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Audio > Input Control).
플로어(기본값)
오디오 입력 1
오디오 입력 2

스피커의 플로어 믹스
스피커는 회의의 국부적인 사운드 강화를 위해 대부분의 회의 장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가자가 마이크를 사용하면 그 음성이 시스

템에 있는 다른 장치의 스피커에서 들립니다. 이는 큰 실내에서 음성 선명도를 개선하고 사운드 강화 시스템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를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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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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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됩니다. 볼륨을 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스피커 제어 페이지(Audio > Loudspeaker Control) 또는 Microphone control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CCU에서 스피커 메뉴로 스크롤합니다(loudspk. control > loudspk. volume > db).

믹스 마이너스 입력 스피커
기본적으로 회의 장치의 마이크를 활성화하면 해당 장치의 스피커가 음소거됩니다. 믹스 마이너스가 활성화된 경우, 마이크를 활성화

하면 스피커 볼륨이 6dB 감소하고 장치 자체 마이크의 오디오가 해당 장치의 스피커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믹스-마이너스가 활성화되

었지만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장치의 스피커가 음소거됩니다.)

참고: 피드백을 방지하려면, 믹스 마이너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시스템의 열린 마이크를 최대 4개로 제한하십시오.

헤드폰 채널
회의 장치에는 통역사 채널 또는 플로어 채널에서 다른 참가자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폰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참가자는 회의 

장치의 채널 선택기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채널 1~31은 언어 통역 전용입니다. 다국어 행사의 참가자는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국어를 청취합니다. 오디오 소스는 통역사 스

테이션에서 참가자가 선택한 채널로 전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설명서의 통역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채널 0(플로어 채널)은 일반적으로 통역사가 플로어를 다루는 사람의 동시 통역을 전달하거나, 참가자가 헤드폰으로 플로어 채널을 청

취할 때 선택됩니다.

회의 장치 옆에 있는 헤드폰 잭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채널 선택기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합니다.
장치의 볼륨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헤드폰 볼륨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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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아날로그 출력

각 아날로그 출력에 대한 오디오 소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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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o > Output Control로 이동하여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룹: 특정 마이크를 격리하기 위한 8개의 별도 그룹. 이 선택은 Group Setup 페이지에서 구성된 그룹에 해당합니다.
채널 1~31: 통역 채널

플로어: 열려 있는 모든 마이크에서 그룹 A(플로어 믹스)로 라우팅되는 오디오. 이 믹스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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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음을 지원하는 스피커 믹스(Audio > Loudspeaker Control)

외부 오디오 소스 추가
CCU에 있는 2개의 입력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외부 오디오 소스를 추가할 수 있으며 화상 회의나 인터넷 전화에 유용합니다.

컴퓨터, 화상 회의 장치, 무선 마이크 시스템의 오디오 출력 등의 라인 수준 오디오 소스를 CCU 후면 패널의 오디오 입력에 연

결합니다.
웹 인터페이스를 엽니다(Audio > Input Control).
외부 장치의 출력에 따라 입력 게인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약간의 게인 부스트를 위해 10dB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채널의 라우팅을 선택합니다.

스피커: 모든 마이크 장치 스피커로

채널 0: 마이크 장치의 헤드폰 출력으로

원하는 경우 채널을 출력 A(그룹)로 라우팅하여 회의 장치의 플로어 믹스와 외부 소스의 혼합을 출력합니다.
피드백 루프를 방지하려면 화상 회의 또는 신호 처리를 선택 해제하십시오.
다른 마이크 장치 오디오와 혼합할 무선 마이크를 선택하십시오.

오디오 소스에서 볼륨을 조정하여 회의 장치의 음성 레벨과 자연스럽게 혼합합니다.

입력 제어 페이지

Audio > Input Control

비상 오디오 신호
응급 상황에 대비하려면 EEM(Emergency Evacuation Message) 오디오 신호를 입력 2에 연결하십시오. 블록 커넥터는 ‘정상에서 열

려 있는’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이 스위치는 닫혔을 때 비상 신호를 스피커 및 모든 입력 및 출력 연결에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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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입력 2에 스위치를 사용할 경우 EEM 오디오 신호는 볼륨 및 켜기/끄기 설정을 바이패스합니다. EEM 신호의 볼륨은 소스 출력에

서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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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CMIU에 외부 오디오 소스 연결
단일 장치로 구성된 MXCMIU를 사용하면 Device setup 화면을 통해 포트 A, XLR 라인 및 XLR 마이크 사이의 오디오 입력 전환이 가

능합니다.

XLR 라인 또는 XLR 마이크를 선택하면 연결된 페이스플레이트의 마이크가 비활성화되지만 제어기 및 스피커는 활성화됩니다.

포트 A 및 포트 B 오디오 입력에 대해 현재 오디오 설정(0 ~ -6dB)이 유지됩니다. 기본 XLR 입력은 0dB이며 조정 가능한 범위는

+10dB ~ -20dB입니다.

MXCMIU가 이중 장치로 구성된 경우 XLR 포트가 비활성화됩니다.

MXCMIU가 통역사 소스로 구성된 경우, XLR 마이크 및 XLR 라인 입력은 오디오를 통역사 채널로 라우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정

은 통역 > MIU 설정에서 구성됩니다.

주변 오디오
주변 사운드는 이러한 음성 일시 중지가 연결 또는 오디오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참가자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통역사 또는 컨퍼런스와 

같이 회의실에 있지 않은 다른 참가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주변 장치로 구성된 MXCMIU를 사용하면 Device setup 화면을 통해 포트 A, XLR 라인 및 XLR 마이크 사이의 오디오 입력 전환이 가

능합니다. 연결된 페이스플레이트의 제어기 및 스피커가 비활성화됩니다.

주변 장치에 대해 개별 오디오 설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udio > Ambient Microphone에서 글로벌 앰비언트 마이크 레벨을 활

성화하고 조정하십시오. 주변 오디오를 제공하도록 최대 5개의 장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거나, 사운드 소스가 랩톱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 등과 같은 외부 시스템인 경우에 앰비언트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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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출력 장치
AO 6004 오디오 출력 장치는 4개의 플로어 또는 언어 채널을 IR 언어 분배 시스템, 스트리밍 또는 녹음 장치로 출력합니다. 
Description 필드에서 AO 6004의 기능을 설명하고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여 각 출력에 대한 채널과 볼륨을 설정합니다.

주: AO 6008 오디오 출력 장치는 현재 CCU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치

이름, 역할 및 좌석 번호
회의가 시작되면 의장 또는 회의 사회자는 이름, 좌석 번호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참조해야 합니다. 회의를 지속하기 위해 

이름과 좌석 번호를 올바르게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석 번호 지정
시스템을 처음 켜거나 새 회의 장치가 연결되면 각 회의 장치에 자동으로 좌석 번호가 지정됩니다. 좌석 차트에 따라 좌석 번호를 업데

이트하려면:

Devices > Device setup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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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에 나타나는 일련 번호와 좌석 번호로, 모든 장치가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참고: 분리된 장치는 Remove Unregistered Units를 선택하여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또는 좌석 배치도에서 실제 좌석 번호와 일치하도록 좌석 번호를 다시 할당합니다.
좌석 번호 필드를 클릭하여 좌석 테이블의 항목을 회의실에 있는 해당 장치에 일치시킵니다. 마이크의 조명 링이 빨간색으로 깜

박여 선택을 확인합니다.
새 좌석 번호를 입력하거나, 위쪽/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목록의 좌석을 재배열합니다. 다른 회의 장치에서 사용된 좌석 번

호를 입력하면 장치 간에 좌석 번호가 바뀝니다.

Type 열은 장치 유형을 나타냅니다. 장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선택 
Single unit, Dual unit, Ambient 및 Interpreter입니다.

장치 유형을 변경하면 장치가 다시 시작됩니다. 유형이 Dual unit으로 변경된 경우, 페이지 정보가 새로 고쳐지면 원래 항목이 제거되고 

새 좌석 번호를 가진 2개의 새 항목이 작성됩니다.

참고: MXCMIU는 단일 또는 이중 장치 또는 주변 마이크로 구성된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XCMIU에 외부 오디오 소스 연결"을 참조하십시오.

이름 및 역할 할당

MXC 회의 장치는 회의 참가자들에게 의장 또는 델리게이트 역할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역할은 Devices > Participant setup
메뉴에서 수동으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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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발언 우선순위는 1입니다. 의장 장치의 발언 우선순위는 5입니다.

발언 우선순위를 0으로 설정하면 장치에 대한 발언 권한은 비활성화되지만, 청취와 투표는 여전히 허용되고, 마이크는 의장이 켤 수 있

습니다.

또한 Participant name은 이 화면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좌석 번호로 채워집니다(좌석 1, 좌석 2 등). 각 좌석에 

대한 Participant name 필드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Reset all names를 클릭하여 기본 값으로 재설정합니다.

Use card data가 켜짐으로 설정된 경우, MXC 시스템은 해당되는 경우, NFC 카드에서 참가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카드를 제거하면 정

보는 웹 앱에서 설정된 값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름판 설정(CCU 통합)
CCU는 동일한 유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MXCSIGN 장치에 쓸 수 있습니다. CCU 웹 인터페이스에서 Devices > Name sign 
setup으로 이동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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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election 옵션은 MXCSIGN에 표시되는 정보를 결정합니다.

참가자 이름
MXCSIGN은 Participant setup 화면에 구성된 관련 시트 번호에 대한 내용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NFC 카드를 사용 중일 때는 카드의 참가자 정보가 사용됩니다.

텍스트 줄

내용은 Text, first line 및 Text, second line 필드에서 가져옵니다.

참고: Seat #: Dual B에 번호가 할당되면 첫 번째 줄 텍스트는 시트 A의 참가자에 해당하

고 두 번째 줄은 시트 B의 참가자에 해당합니다.

ID 일련 번호와 할당된 시트 번호(있는 경우)가 표시됩니다.

빈칸 MXCSIGN에서 모든 정보가 제거됩니다.

Font size change 기본값은 0으로, 할당된 템플릿의 기본 글꼴 크기를 나타냅니다. 글꼴은 190~-70 범위의 값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Apply content 선택한 정보를 연결된 MXCSIGN 장치에 적용합니다.
Delete all text lines 텍스트 줄 필드의 값을 지웁니다.

템플릿 표시
CCU에서 MXCSIGN으로 전송되는 정보는 채워진 필드에 따라 미리 정의된 템플릿을 사용합니다.

활성 콘텐츠
좌석 번호: 싱글/듀
얼 A

좌석 번호: 듀얼 B 텍스트, 첫 번째 줄 텍스트, 두 번째 줄 템플릿

참가자 이름

X

X X

텍스트 줄

X X

X X X

X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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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MXC 구성품은 전용 코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무단 장치의 오디오 신호 수신을 방지합니다. 회의를 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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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관리자, 의장, 디스플레이 각각

에 개별 암호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보안 페이지(System > Security)로 이동합니다.
암호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려면 암호 변경을 선택합니다.

참고: 장치가 CCU 하드웨어에서 출하 시 재설정되면 암호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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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회의 동시 통역을 위해 최대 31개 채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역 장치는 CCU의 DCS-LAN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오디오를 독립 언

어 채널로 전송합니다. 참가자는 각 회의 장치에 연결된 헤드폰을 통해 자신의 언어를 청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MXCIC 사용 설명서

를 참조하십시오.

4개의 언어가 제공되며 추가 라이선스로 8, 16 또는 31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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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 설정
다국어 통역은 독립형 시스템 또는 SW6000의 CCU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4가지 넘게 필요한 경우, 통역

을 설정하기 전에 추가 기능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설치하십시오.

통역 채널
필요한 통역 채널 수(0~31)를 Interpretation > Interpretation channels에서 할당합니다.

참고: 0을 선택하면 플로어 오디오(채널 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annel display 설정은 참가자 회의 장치의 채널 선택기가 통역 채널을 표시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번호: 채널 번호

약어: 영어로 된 언어 이름의 첫 세 글자

언어 설정
Language setup 목록은 Interpreter channels 설정에 정의된 채널을 표시합니다. 각 언어의 드롭다운 메뉴에서 언어를 지정합니다.

MIU 설정
통역사 소스로 구성된 MXCMIU 장치(Devices > Device setup에서 설정)가 다음 설정 옵션과 함께 나열됩니다.

MIU 통역사 장치: 모든 장치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Enable all이 선택된 경우, 모든 장치의 상태가 Off입니다. 장치는 기

본적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오디오 레벨: 드롭다운 목록을 사용하여 오디오 입력 레벨(10dB ~ -20dB)을 설정합니다.
채널 #: 통역 오디오 채널을 선택합니다.
상태: 통역사 소스로 구성된 MXCMIU 장치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부스 채널 설정
여러 언어를 쉽게 관리하기 위해 통역사 콘솔이 부스별로 그룹화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스 1이 채널 1에 할당되고 부스 2가 채널 2에 할당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Interpretation > Booth 
channel setup에서 수동으로 부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 부스를 동일한 통역 채널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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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 플로어
기본적으로 활성 통역이 없는 통역 채널에는 플로어 믹스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설정을 변경하려면 Interpretation > Auto 
floor로 이동합니다.

켜짐: 통역이 없는 언어 채널에 플로어 믹스가 적용됩니다.
꺼짐: 통역이 없는 언어 채널에 오디오가 없습니다.

마이크 버튼 설정
Interpretation > Mic button setup 설정은 동일한 언어에 여러 명의 통역사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통역사는 서로 

교대하며, 이미 사용 중인 장치를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기본(A) 언어는 부스 언어에 해당합니다. 통역사는 MXCIC에서 B 및 C 언어를 선택합니다.

차단 허용: 통역사가 언제든지 마이크를 켤 수 있으며, 현재 통역사를 우선합니다. 이는 설정에 상관없이 모든 통역사에게 적용됩

니다.
A가 A를 차단함: A 채널을 켜는 통역사는 다른 통역사의 A 채널을 차단합니다.
A가 B+C를 차단함: 통역사의 A 채널은 다른 통역사의 B 또는 C 채널을 차단하지만, 다른 통역사의 A 채널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A가 A+B+C를 차단함: 통역사의 A 채널은 채널과 상관 없이, 다른 통역사를 차단합니다.
차단 허용 안 됨(기본값): 채널이 사용 중인 경우 다른 통역사가 해당 마이크를 켤 수 없습니다.

마이크 버튼의 녹색 표시

다른 통역사를 차단해도 되는지 여부, 발언을 시작해도 되는지 여부를 통역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마이크 버튼을 녹색으로 켭니다.

비활성화: 흰색 LED는 마이크가 사용 중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LED는 마이크가 사용 중임을 나타냅니다.
통역사 부스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녹색 LED는 부스에서 통역이 진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통역사 부스 또는 선택한 채널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녹색 LED는 선택한 채널에서 통역이 진행되지 않고 (채널이 점유되지 않

음) 부스에서 통역이 진행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통역 청취
통역 채널 중 하나를 청취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회의 장치에 있는 헤드폰 잭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장치의 전면에 있는 선택기 버튼을 눌러 채널을 선택합니다.

팁: 채널을 선택하지 않으면 Settings 메뉴의 Auto Floor 옵션이 플로어 오디오로 자동 전환됩니다.

볼륨 버튼을 사용하여 헤드폰의 오디오 레벨을 조정합니다.

MXC605를 사용한 통역
MXC605 휴대용 장치는 제한된 기능을 가진 간단한 통역 장치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통역사는 시스템에 구성된 처음 4개의 통역 채널

을 액세스할 수 있으며 헤드폰을 통해 플로어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통역 채널을 변경하려면 마이크를 끄고 채널 선택 버튼을 누르십시오.

발신 오디오를 일시적으로 끄려면 기능 버튼을 길게 누르십시오.

SW6000에서는 MXC605 통역사 장치를 부스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부스의 A 언어가 할당된 채널과 일치하는 경우, 장치는 해당 부스

에 대한 A 언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치가 B 언어 통역을 제공합니다.

무선 언어 분배
무선 언어 분배 시스템을 CCU 오디오 출력 중 하나에 연결하여 추가 모니터링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원하는 통역 채널 또는 마이크 하위 집합을 해당 그룹 출력으로 라우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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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 디지털 적외선 언어 시스템이 이 오디오 신호를 여러 휴대용 청취 장치에 전송합니다.

무선 언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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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grade System  버튼을 선택하여 펌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상태 창이 표시되고 펌웨어 업그레이드 진행 상

황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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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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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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치 설치
각 설치에서 많은 변수를 수용하기 위해 MXC 시리즈는 테이블탑 및 매립형 구성에서 여러 가지 회의 장치 모델을 제공합니다.

설치 옵션

두 모델 모두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른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에 유용합니다.

테이블탑(휴대용)
테이블 표면을 변경할 필요 없음

장치를 쉽게 추가 또는 제거

크기 4 나사를 사용하여 테이블 윗면에 고정 가능

매립형(설치)
테이블 위의 작은 설치 공간

깨끗하고 전문적인 외관

케이블이 보이지 않음

구매할 MXC 회의 장치의 유형을 결정할 때 다음 변수를 고려하십시오.

영구성: 임시 설비입니까, 영구 설비입니까?
케이블링: 가구에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변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DCS-LAN 장비 연결
Shure는 MXC 라인의 회의 및 토론 장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Shure EC 6001 케이블은 0.5m~100m의 다양한 

길이로 제공되는 고품질 이더넷 케이블입니다. 각 케이블은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성능이 보장되도록 테스트되었습니다. EC 6001-xx에 

대한 주문 정보는 액세서리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믿을 수 있는 시스템 성능에 필요한 차폐형 Cat5e(이상)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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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S-LAN Tool
The Shure DCS-LAN Tool is a desktop application for planning and managing conference and discussion systems. The 
software calculates the power consumption of connected MXC or legacy DIS components, identifying the need for additional 
components, such as power inserters or expansion units. The application is available on shure.com.

케이블 요건

형식 Cat5e(이상) 꼬인 쌍, F/UTP 또는 U/FTP, 최소 회선 면적: AWG 24

커넥터 차폐형 RJ45, EIA 568-B 배선

케이블 길이

CCU/EX/RP에서 첫 번째 MXC 회의 장치까지 최대 200m
MXC 장치 간 최대 100m
CCU와 EX/RP 간, 그리고 EX/RP 간 최대 200m
CCU에서 마지막 장치까지 최대 1000m의 등가 케이블 거리

각 MXC 장치는 15m의 등가 케이블 거리를 나타냅니다.
각 EX/RP 장치는 100m의 등가 케이블 거리를 나타냅니다.
가장 긴 공급 케이블은 중복 케이블링을 포함한 등가의 케이블 길이 계산에서 사용됩니다.

계단식 EX/RP 장치 간 또는 CCU와 EX/RP 장치 간에 MXC 장치 없음

최대 3개의 계단식 EX/RP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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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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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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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모든 MXC 구성품에는 차폐형 RJ45 암 커넥터가 있습니다.

우발적 접지 방지(전기적 분리)
전면판, 회의 장치 및 벽면의 DCS-LAN 연결부를 건물 접지와 분리하여 DCS-LAN 신호를 실수로 접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DCS-
LAN은 차폐를 신호 접지 기준으로 사용하고 연결부의 어느 다른 접지에 접촉할 수 없도록 합니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dcs_lan_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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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 패널에서의 접지 방지

접지 문제를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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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모든 M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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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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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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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임

케이블을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 케이블이 끼이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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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주의: 안정적인 시스템 작동을 위해 항상 차폐형 Cat5e (이상의) 네트워크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문제 해결 표를 참조하기 전에 사용

된 케이블이 올바르고 정확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시스템을 켜고 나면 마이크의 라이트 링이 계

속해서 깜박입니다.

케이블이 차폐형 Cat5e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모든 케이블의 커넥터가 모두 장치에 있는 소켓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의 장치의 공급 케이블이 DIS-CCU의 ‘DCS-LAN’ 소켓에 제대로 삽입되어 있는

지 확인하십시오.

의장 장치의 기능 버튼을 눌러도 델리게이트 

장치가 꺼지지 않음
장치가 의장으로 구성되고 기능 버튼이 All del off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십시오.

델리게이트 또는 의장 장치의 헤드폰에서 통역

사 장치의 오디오가 들리지 않음

장치의 헤드폰 볼륨 컨트롤을 확인하십시오.
회의 장치에서 선택한 채널을 확인하십시오.
헤드폰 플러그가 헤드폰 잭에 완전히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역사 콘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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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케이블링은 차폐형 RJ45 케이블을 사용한 Cat5e 이상

이어야 합니다.
Max. Delegate Speaker와 Max. Total Speakers 설정을 확인하여 다른 마이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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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합니다.

PC에서 CCU 브라우저 애플리케이션이 열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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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트북이 적절한 무선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CU가 무선 액세스 포인트와 동일한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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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네트워크 토폴로지 및 시스템 전체 진단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상세 보고

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진단
Diagnostics > System diagnostic 아래에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로그: 네트워크 매핑, 케이블 단절, 분리 및 전원 문제를 포함하여 시스템 활동 및 경고를 봅니다.
네트워크: 현재 참조 네트워크를 저장하여 네트워크 매핑 및 토폴로지 보고서를 활성화합니다. 이 옵션은 모든 장치가 등록되고 네

트워크가 완전히 분석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Indication in all devices를 클릭하여 연결된 모든 장치의 LED를 활성화하여, 모든 장치가 연결되고 작동 중임을 육안으로 확

인합니다. Indication in selected DCS-LAN connection을 클릭하여 특정 체인이나 루프의 장치를 보고, 첫 번째 장치와 마지막 장

치를 순서대로 식별합니다.

참고: 시스템 진단은 레거시 DC, DM, CM, IS, SZ 또는 JB 하드웨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Diagnostics > Report에 접속합니다.
Network topology 또는 System diagnostic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참고: 네트워크 토폴로지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먼저 Diagnostics > System diagnostic 아래에 참조 네트워크를 저장해야 합니다.

결과 파일을 저장하고 분석을 위해 Shure 지원 그룹으로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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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복원, 공장 초기화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에서

CCU 브라우저 인터페이스를 엽니다.
System > Factory defaults & backup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시스템 구성을 백업합니다.
System backup, 아래에서 Save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컴퓨터 또는 외부 저장소에 저장합니다. 백업 파일의 위치를 기록합니

다(모든 CCU 설정과 참가자 설정 항목을 포함함).
백업에서 시스템 설정을 복원합니다.

System backup, 아래에서 Restore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백업 파일을 찾아서 엽니다.
Reset을 클릭하여 시스템을 재부팅합니다.

시스템을 출고 시 기본값으로 재설정합니다.
Reset to factory defaults 아래에서 Reset을 클릭합니다.
시스템이 재부팅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컴퓨터와 브라우저 인터페이스의 

연결이 끊깁니다.

하드웨어에서

CCU를 출고 시 설정으로 되돌리므로, 모든 참가자, 시스템 및 IP 설정을 지웁니다. 장치가 5900 
모드에서 재부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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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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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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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및 액세서리
MXC615/620용 의장 버튼 세트 MXC615-620-ACC-CM

MXC630/640용 의장 버튼 세트 MXC630-640-ACC-CM

MXC615/620용 A/B 버튼, 수량 10 MXC615/620-ACC-A/B

MXC630/640용 A/B 버튼, 수량 10 MXC630/640-ACC-A/B

MXC615/620용 음소거 버튼, 수량 10 MXC615/620-ACC-M

MXC630/640용 음소거 버튼, 수량 10 MXC630/640-ACC-M

MXC615/620용 응답 버튼, 수량 10 MXC615/620-ACC-RPY

MXC630/640용 응답 버튼, 수량 10 MXC630/640-ACC-RPY

MXC615/620용 점자형 “음소거/발언” 버튼 오버레이 95A38214

잠금 커넥터가 있는 19핀 인터커넥트 케이블 95A37040

MXC605의 발언 전용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ACC-SPK

MXC605의 발언 + 기능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ACC-SPK+FUN

MXC605의 통역사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ACC-INT

MXC605-FS의 발언 전용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FS-ACC-SPK

MXC605-FS의 발언 + 기능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FS-ACC-SPK+FUN

MXC605-FL의 발언 전용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FL-ACC-SPK

MXC605-FL의 발언 + 기능 오버레이, 수량 10 MXC605-FL-ACC-SPK+FUN

모델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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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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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 기능 라이선스

DCS6000 시스템의 추가 참가자를 위한 DIS-CCU 기능 라이선스(최대 3,800석) FL6000-3800

DCS6000 시스템의 추가 통역 채널을 위한 DIS-CCU 기능 라이선스(최대 8개 채널) FL6000-INT-8

DCS6000 시스템의 추가 통역 채널을 위한 DIS-CCU 기능 라이선스(최대 16개 채널) FL6000-INT-16

DCS6000 시스템의 추가 통역 채널을 위한 DIS-CCU 기능 라이선스(최대 31개 채널) FL6000-INT-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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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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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세서리 선택 사양과 교체 부품
DCS-LAN용 중복 인터페이스 상자 MXC-ACC-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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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마이크, 레거시 전면 플레이트, 타사 액세서리용 MXCMIU의 인터페이스 MXC-ACC-HD15

MXC/MXCW/DCS용 듀얼 카드, 수량 10 MXCDualCard-10pk

MXC/MXCW의 NFC 전용 카드, 수량 10 MXCNFCCARD-10PK

4개의 출력을 가진 분배함 JB 6104

예비 부품 세트 DIS-CCU SPS CU

추가 개의 회의 장치용 DCS-LAN 확장 장치 EX 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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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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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사양

Microflex Complete 시스템
MXC 시스템은 회의 시스템에 대한 국제 기준, ISO 22259를 준수합니다.

오디오 성능 사양은 회의 장치의 오디오 출력에서 회의 장치의 헤드폰 출력까지의 측정값입니다.

배선 정보

주 전원 공급 장치의 연결

파란색 중간색

갈색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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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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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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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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신호 케이블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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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3.5 mm 잭 플러그

핀 커넥터 기능

1 팁 좌측 신호

2 링 오른쪽 신호

3 슬리브 전기 접지/차폐

CCU 시스템 사양
지연

마이크 입력 - 헤드폰 아웃풋 5.5ms

마이크 입력 - 아날로그 출력 6.25m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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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입력 - 헤드폰 아웃풋 7.25ms

THD+N
0.2%

디지털 신호 처리 중

24 비트, 32 kHz

오류 사이의 평균 시간

>400,000 시간

작동 온도 범위

0℃ (32℉) - 35℃ (95℉)

저장 온도 범위

−20℃ (−4℉) - 50℃ (122℉)

상대 습도

95% (최대)

Conference Unit Specifications
극성

다이어프램 상의 양압은 핀 2에서 핀 3 대비 양전압을 생성합니다. (DIS-CCU 출력)

헤드폰 아웃풋

듀얼 모노 (스테레오 폰 구동)

네트워크 연결

DCS-LAN

전원 공급 장치

DCS-LAN (DIS-CCU, EX6010, PI6000)

소스 전압

48 V

케이블 요건

차폐형 Cat 5e 이상

NFC 캐리어 주파수

13.56 MHz

안테나 유형

내부 NFC 루프

NFC 카드 호환성

ACOS3 이중 인터페이스 및 비접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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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검정

외장 케이스

주물제작 플라스틱, 알루미늄

MXC615 / MXC620
크기

75.3 x 154.9 x 170.7 mm (3.0 x 6.1 x 6.8 in.)높이 x 폭 x 깊이

무게

MXC615 770 g (27.2 oz.)

MXC620 790 g (27.9 oz.)

마이크 커넥터

10핀 구즈넥, Unbalanced

핀 지정

독점 Shure 핀아웃

화면 유형

OLED

화면 크기

19.37 x 7.86 mm (0.76 x 0.31 in.)

디스플레이 해상도

96 x 39 (125 PPI)

소비 전력

MXC615 (일반) 1.8 W

MXC615 (최대) 2.8 W

MXC620 (일반) 1.9 W

MXC620 (최대) 3.8 W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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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16 kHz (+0.5/-10 dB)

THD+N
마이크 입력 0.04%

헤드셋 입력 0.07%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 , 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 , 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 , 비가중 92 dB

헤드셋 입력 , A-Weighted 94 dB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 0.5m에서

헤드폰 아웃풋 1.7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0.5/-10 dB)

헤드폰 아웃풋 110 Hz - 16 kHz (+0.5/-3 dB)

THD+N
스피커 출력 <1%

헤드폰 아웃풋 <0.2%

다이내믹 레인지

스피커 출력 , 비가중 88 dB

스피커 출력 , A-Weighted 90 dB

헤드폰 아웃풋 , 비가중 91 dB

헤드폰 아웃풋 , A-Weighted 93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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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임피던스

>8 Ω

MXC630
크기

74 x 268 x 153 mm (2.9 x 10.6 x 6.0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1020 g (36.0 oz.)

마이크 커넥터

10핀 구즈넥, Unbalanced

핀 지정

독점 Shure 핀아웃

화면 유형

OLED

화면 크기

19.37 x 7.86 mm (0.76 x 0.31 in.)

디스플레이 해상도

96 x 39 (125 PPI)

소비 전력

일반 1.9 W

최대 4.1 W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16 kHz (+0.5/-10 dB)

THD+N
마이크 입력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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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입력 0.07%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 , 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 , 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 , 비가중 92 dB

헤드셋 입력 , A-Weighted 94 dB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 0.5m에서

헤드폰 아웃풋 1.7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0.5/-10 dB)

헤드폰 아웃풋 110 Hz - 16 kHz (+0.5/-3 dB)

THD+N
스피커 출력 <1%

헤드폰 아웃풋 <0.2%

다이내믹 레인지

스피커 출력 , 비가중 88 dB

스피커 출력 , A-Weighted 90 dB

헤드폰 아웃풋 , 비가중 91 dB

헤드폰 아웃풋 , A-Weighted 93 dB

부하 임피던스

>8 Ω

MXC640
크기

74 x 268 x 153 mm (2.9 x 10.6 x 6.0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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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1080 g (38.1 oz.)

마이크 커넥터

10핀 구즈넥, Unbalanced

핀 지정

독점 Shure 핀아웃

화면 유형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있는 컬러 TFT LCD

화면 크기

109.2 mm (4.3 in.)

디스플레이 해상도

480 x 272 (128 PPI)

소비 전력

일반 2.8 W

최대 4.8W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16 kHz (+0.5/-10 dB)

THD+N
마이크 입력 0.04%

헤드셋 입력 0.07%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 , 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 , 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 , 비가중 92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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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셋 입력 , A-Weighted 94 dB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 0.5m에서

헤드폰 아웃풋 1.7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0.5/-10 dB)

헤드폰 아웃풋 110 Hz - 16 kHz (+0.5/-3 dB)

THD+N
스피커 출력 <1%

헤드폰 아웃풋 <0.2%

다이내믹 레인지

스피커 출력 , 비가중 88 dB

스피커 출력 , A-Weighted 90 dB

헤드폰 아웃풋 , 비가중 91 dB

헤드폰 아웃풋 , A-Weighted 93 dB

부하 임피던스

>8 Ω

MXC605
크기

71 x 128 x 146 mm (2.8 x 5.0 x 5.75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500 g (17.64oz.)

마이크 커넥터

3핀 XLR

소비 전력

일반 1.8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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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8W

오디오 입력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1.5 dBV 1% THD에서

오디오 주파수 응답

150 Hz - 15 kHz (±3 dB)

THD+N
0.1%

다이내믹 레인지

105 dB (A-Weighted)

입력 임피던스

4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70 dB SPL-A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헤드폰 아웃풋)
70 dB SPL-A 0.5m에서

오디오 주파수 응답

헤드폰 아웃풋 150 Hz - 15 kHz (±3 dB)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3 dB)

다이내믹 레인지

95 dB

부하 임피던스

>8 Ω

MXC620-F / MXC630-F
크기

90 x 235 x 72 mm (3.543 x 9.252 x 2.835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1160 g (40.9 oz.)

마이크 커넥터

10핀 구즈넥, Un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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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지정

독점 Shure 핀아웃

화면 유형

OLED

화면 크기

19.37 x 7.86 mm (0.76 x 0.31 in.)

디스플레이 해상도

96 x 39 (125 PPI)

소비 전력

일반 1.9 W

최대 3.6 W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16 kHz (+0.5/-10 dB)

THD+N
마이크 입력 0.04%

헤드셋 입력 0.07%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 , 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 , 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 , 비가중 92 dB

헤드셋 입력 , A-Weighted 94 dB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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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 0.5m에서

헤드폰 아웃풋 1.7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0.5/-10 dB)

헤드폰 아웃풋 110 Hz - 16 kHz (+0.5/-3 dB)

THD+N
스피커 출력 <1%

헤드폰 아웃풋 <0.2%

다이내믹 레인지

스피커 출력 , 비가중 88 dB

스피커 출력 , A-Weighted 90 dB

헤드폰 아웃풋 , 비가중 91 dB

헤드폰 아웃풋 , A-Weighted 93 dB

부하 임피던스

>8 Ω

MXC605-F
크기

베이스 50 x 50 x 106 mm (1.97 x 1.97 x 4.17in.) 높이 x 폭 x 깊이

MXC605-FS 전면판 12 x 73 x 63 mm (0.47 x 2.87 x 2.48in.) 높이 x 폭 x 깊이

MXC605-FL 전면판 12 x 152 x 63 mm (0.47 x 5.98 x 2.48in.) 높이 x 폭 x 깊이

MXC605-LS 44 x 108 x 78 mm (1.73 x 4.25 x 3.07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베이스 188 g (6.63oz.)

MXC605-FS 전면판 38 g (1.34oz.)

MXC605-FL 전면판 79 g (2.79oz.)

MXC605-LS 260 g (9.17oz.)

마이크 커넥터

3핀 X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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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력

일반 1.8W

최대 2.8W

오디오 입력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1.5 dBV 1% THD에서

오디오 주파수 응답

150 Hz - 15 kHz (±3 dB)

THD+N
0.1%

다이내믹 레인지

105 dB (A-Weighted)

입력 임피던스

4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70 dB SPL-A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헤드폰 아웃풋)
70 dB SPL-A 0.5m에서

오디오 주파수 응답

헤드폰 아웃풋 150 Hz - 15 kHz (±3 dB)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3 dB)

다이내믹 레인지

95 dB

부하 임피던스

>8 Ω

MXCMIU

MXCMIU
크기

MXCMIU 40 x 140 x 78 mm (1.6 x 5.5 x 3.1 in.) 높이 x 폭 x 깊이

MXCMIU-FS 39 x 90 x 90 mm (1.5 x 3.5 x 3.5 in.) 높이 x 폭 x 깊이

MXCMIU-FL 39 x 160 x 90 mm (1.5 x 6.3 x 3.5 in.) 높이 x 폭 x 깊이



Shure Incorporated

80/82

무게

MXCMIU 400 g (14.1 oz.)

MXCMIU-FS 360 g (12.7 oz.)

MXCMIU-FL 670 g (23.6 oz.)

소비 전력

MXCMIU (일반) 1.8 W

MXCMIU (최대) 2.0 W

MXCMIU-FS (일반) 0.1 W

MXCMIU-FS (최대) 0.6 W

MXCMIU-FL (일반) 0.1 W

MXCMIU-FL (최대) 0.9 W

MXCMIU Connection to MXCMIU-FS / MXCMIU-FL
19핀 인터커넥트, x2

최대 케이블 길이

5미터

XLR 입력 형식

3핀 XLR , 밸런스드

핀 지정

1 = 접지, 2 = 오디오 +, 3 = 오디오 −

GND 리프트

왼쪽 GND 연결됨

오른쪽 GND 분리됨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XLR 입력 , PAD OFF -21.1 dBV

XLR 입력 , PAD ON 21.7 dBV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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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주파수 응답

마이크 / 헤드셋 20 Hz - 16 kHz (+0.5/-10 dB)

XLR 입력 50 Hz - 14.3 kHz (+0.5/-3 dB)

THD+N
마이크 입력 0.04%

헤드셋 입력 0.07%

XLR 입력 0.07%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 , 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 , 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 , 비가중 92 dB

헤드셋 입력 , A-Weighted 94 dB

XLR 입력 , PAD OFF , 비가중 89.5 dB

XLR 입력 , PAD OFF , A-Weighted 91 dB

XLR 입력 , PAD ON , 비가중 115 dB

XLR 입력 , PAD ON , A-Weighted 116 dB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XLR 입력 17 kΩ 1 kHz에서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 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 0.5m에서

헤드폰 아웃풋 1.7 dBV

오디오 주파수 응답

스피커 출력 200 Hz - 16 kHz (+0.5/-10 dB)

헤드폰 아웃풋 110 Hz - 16 kHz (+0.5/-3 dB)

THD+N
스피커 출력 <1%

헤드폰 아웃풋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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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레인지

스피커 출력 , 비가중 88 dB

스피커 출력 , A-Weighted 90 dB

헤드폰 아웃풋 , 비가중 91 dB

헤드폰 아웃풋 , A-Weighted 93 dB

부하 임피던스

>8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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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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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 확인: 이 제품은 EAC 마킹 요구사항뿐 아니라 러시아 적합성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에 따라 Shure Incorporated는 무선 장비가 지침 2014/53/EU를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인터넷 주소에

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부서: EMEA 승인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EMEAsupport@shure.de

http://www.shure.com/europe/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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