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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flex Complete Interpreter Console (MXCIC) user guide. Includes interpreter setup, navigating channels and screens.
Version: 6.1 (2023-A)



Shure Incorporated

2/20

Table of Contents

MXCIC   MXCIC(Microflex Complete Interpreter Console)  3

안전 정보                                                                                3

중요 안전 지침                                                                     3

안전 유의사항                                                                      4

경고                                                                                    4

설명                                                                                       4

특징                                                                                       5

하드웨어                                                                                 5

연결                                                                                       7

Interpreter Navigation and Menu Screens                        7

Back/Cancel                                                                      7

Settings                                                                             8

Agenda                                                                               8

Messages                                                                          8

Speak List                                                                          8

Home                                                                                 9

통역 설정                                                                                9

통역 채널                                                                             9

언어 설정                                                                           10

부스 채널 설정                                                                   10

정상 작동                                                                              10

수신 언어 선택                                                                      10

수신 언어 품질 표시                                                              10

발신 채널 선택                                                                       11

통역                                                                                      11

무선 언어 분배                                                                       11

기술 메뉴                                                                              12

오류 표시                                                                              13

전원 및 구성 요구사항                                                           13

사양                                                                                     13

언어 목록                                                                              16

중요한 제품 정보                                                                  19

Information to the user                                                     19

경고:                                                                                    20

규정 준수                                                                              20

인증                                                                                     20



Shure Incorporated

3/2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MXCIC   
MXCIC(Microflex Complete Interpreter Console)

안전 정보

중요 안전 지침
이 지침을 정독해 주십시오.
이 지침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모든 경고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이 기기를 물 가까이에 두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마른 수건으로만 닦으십시오.
환기구를 막지 마십시오. 적합한 환기를 위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제조업체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하십시오.
개방된 화염, 난방기, 방열 조절기, 스토브, 기타 열을 발산하는 기기(앰프포함) 등의 열원 근처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제품 위에 

개방된 화염원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분극형 또는 접지형의 플러그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분극형 플러그에는 폭이 다른 두 개의 핀이 있습니

다. 접지형 플러그에는 두 개의 핀과 하나의 접지 단자가 있습니다. 넓은 핀이나 접지 단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제공된 플러그가 콘센트에 맞지 않을 경우, 전기 기사에게 문의하여 구형 콘센트를 교체하십시오.
전원 코드는 밟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전원 플러그 사이, 접속 소켓 및 기기에서 나오는 부분에 전원 코드가 끼이지 않도록 

보호하십시오.
제조업체가 지정한 부속품/액세서리만 사용하십시오.
제조업체에서 지정하거나 기기와 함께 판매되는 카트, 스탠드, 삼각대, 받침대 또는 테이블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카트를 사용하

는 경우, 이동 시 카트와 기기가 넘어져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낙뢰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전원을 빼놓으십시오.
모든 서비스는 검증된 서비스 담당자에게 받으십시오. 전원 코드나 플러그가 손상된 경우, 기기에 액체를 흘리거나 물건을 떨어

뜨린 경우, 기기가 비나 습기에 노출된 경우, 기기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기기를 떨어뜨린 경우 등 기기가 손상된 경우에

는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기기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뿌리지 마십시오. 화병과 같이 물이 담긴 물체를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MAINS 플러그나 기기용 커플러는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기의 공기매개 잡음은 70dB(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CLASS I 구조의 기기는 MAINS 소켓 콘센트에 보호 접지 연결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이 기기를 빗물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명시된 작동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기기에 전기 쇼크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한 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이 기기와 함께 제공된 문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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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경고: 이 기기의 전압은 생명에 위험을 줍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검증된 서비스 담당자에게 받으십시오. 작동 전

압이 공장 설정치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안전 증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 유의사항
잘못된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는 “경고”나 “주의” 두가지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그 기준은 위험의 절박한 정도나 피해의 심각성

에 따릅니다.

경고: 이 경고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 주의를 무시하면 올바르지 못한 작동의 결과로 가벼운 부상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고
지나치게 볼륨을 높여 오디오를 청취하면 영구적인 청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낮은 볼륨에서 사용하십시오. 과도한 사

운드 레벨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청력을 손상시켜 영구적인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NIHL).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Health Administration)에서 제시한 음압 레벨에 따른 최대 노출시간에 대한 다음 지시사항을 따르십시오.

90 dB SPL

8시간

95 dB SPL

4시간

100 dB SPL

2시간

105 dB SPL

1시간

110 dB SPL

30분

115 dB SPL

15분

120 dB SPL

이러한 음압을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주: 지역 규정 요구사항(예: UL, CSA, VDE, CCC, INMETRO)을 충족하는 기관 승인 전원 공급장치에서만 이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經審驗合格之射頻電信終端設備，非經許可，公司、商號或使用者均不得擅自變更頻率、加大功率或變更原設計之特性及

功能。

射頻電信終端設備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

繼續使用。所謂合法通信，係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信。

輸入、製造射頻電信終端設備之公司、商號或其使用者違反本辦法規定，擅自使用或變更無線電頻率、電功率者，除依電

信法規定處罰外，國家通訊傳播委員會並得撤銷其審驗合格證明。

減少電磁波影響，請妥適使用

설명
MXCIC는 Microflex  Complete Conference System에서 전문적인 통역을 위한 포괄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회의 중 동시에 통역할 

수 있는 휴대용 멀티채널 콘솔입니다. 여러 MXCIC 콘솔을 연결하여 최대 31개의 통역 채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콘솔은 개별 통역사의 음성 레벨과 상관없이 일관된 고품질 오디오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설계는 사실상 배경 소음, 왜곡 및 크로

스토크를 제거합니다. 참가자는 회의 장치에서 채널을 선택하기만 하면 헤드폰을 사용하여 해당 언어로 회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

다.

MXCIC는 DCS-LAN 체인의 모든 장치에 연결하여 단일 Cat5e 케이블을 통해 전원, 오디오 및 제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통역 채널은 

플로어 채널과 함께 제공되며 채널 선택기가 있는 모든 회의 장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합 스피커를 통해 통역사는 작동 중 플

로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형 백라이트 디스플레이가 제공되어 모니터에 사용되는 언어와 통역사가 보내는 발신 언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선택된 

각 언어의 릴레이 레벨이 표시되어, 모니터링된 언어가 발화자에게서 직접 나온 것인지, 다이렉트 통역인지, 두 릴레이가 있는 통역인지

를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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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완전한 디지털 오디오 전송

데이터 새로 고침과 케이블 중복이 내장된 DCS-LAN 연결

시스템당 최대 150개의 통역사 콘솔

최대 31개의 통역 채널 지원

3개의 발신 채널

8개의 수신 언어 채널 + 플로어 오디오

다중 연동 모드 지원

시각 장애 통역사를 위한 가청 신호

독립된 볼륨과 톤 제어

"Slow" 버튼

버튼의 표시등

잠금형 구즈넥 마이크 입력

전용 “음소거” 버튼

통합 스피커

헤드폰, 헤드셋 또는 외부 헤드폰 인터페이스용 다중 잭

SW6000 회의 관리 소프트웨어에서 원격 제어 가능

ISO 20109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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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하드웨어

① 스피커 볼륨 스피커 출력 레벨 제어

② EQ 헤드폰 오디오를 위한 트레블/베이스 제어

③ 볼륨 노브 헤드폰 출력 레벨 제어

④ 가청 신호 시각 장애 통역사를 위한 헤드폰 가청 신호 토글

⑤ 플로어 오디오 헤드폰 오디오 소스로 플로어 선택

⑥ 마이크 마이크 켜기/끄기

⑦ 음소거 일시동작 버튼이 마이크 오디오 음소거

⑧ 느리게 발언자가 너무 빨리 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SW6000에 보냄

⑨ 발신 채널 선택기

오디오의 발신 채널 결정

A: 1차 (부스) 언어

B: 2차 통역사 언어

C: 3차 통역사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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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네비게이션

⑪ 선택기 노브 메뉴 옵션을 강조 표시하려면 회전하고, 선택하려면 누르기

⑫ 수신 채널 선택기 수신 오디오(릴레이) 채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 버튼

⑬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LCD 화면

⑭ 헤드폰/헤드셋 잭 통역사 청취용 TRRS 잭

⑮ NFC 슬롯 NFC 카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슬롯(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⑯ USB 포트 기본 설정을 로드하는 다른 방법(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⑰ 오디오 잭 외부 헤드폰 인터페이스에 대한 TRS 출력

⑱ DCS-LAN 포트 Cat5E 차폐 케이블 연결용 입력/출력 포트

⑲ 마이크 커넥터 Shure MXC 구즈넥 마이크용 잠금형 커넥터

⑳ 통합 스피커 오디오 재생용(부스 마이크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음소거)

연결
마이크 커넥터

Shure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가 장치에 연결되게 합니다.

TRS/TRRS 커넥터

헤드셋이나 헤드폰을 연결하기 위해 통역사 장치의 양쪽에 미니 잭이 있습니다(헤드셋을 연결하면 연결된 구즈넥 마이크에서 오디

오가 자동으로 끊어짐). 또한 미니 잭 하나가 장치 하단에 있어서 외부 헤드폰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DCS-LAN 커넥터

2개의 RJ45 소켓이 콘솔 하단에 있어서 DCS-LAN 네트워크의 DIS-CCU 및 다른 장치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Interpreter Navigation and Menu Screens
Use the dedicated buttons to the left of the display to navigate the menus on the MXCIC. Where applicable, rotate the selector 
knob to highlight the desired function and press to select the highlighted option.

Back/Can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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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s to the previous step or menu screen.

Settings

From the Settings menu, interpreters can interact with the following options:

Brightness: Adjust the backlight on the LCD display
Headphone Sensitivity: Adjust the overall volume range to account for differences in individual headphones

For safety reasons, sensitivity defaults to Low

Agenda

If SW6000 is in use, the Agenda screen displays the agenda for an active meeting. Selecting an item displays full details. The 
agenda is created in SW6000.

Messages

This buttons are reserved for future use.

Speak List

View the Speak, Request, and Reply lists.

Note: Interpreter units are always active and do not impact the speaker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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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ak list settings can be modified through the DIS-CCU web interface.

Home

The Home screen contains the following interface elements:

① Basic Information Identifies the current screen.

② Incoming Channel Selector 
Indicators

Displays the channel number, language, and interpretation quality (see below) of 
selected relay channels

③ Outgoing Channel Selector 
Indicators

Displays the channel number and language for outgoing audio channels

④ Loudspeaker Channel 
Indicator

Shows the channel the integrated loudspeaker is set to

⑤ Notifications Indicates incoming messages, hardware connec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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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 Incorporated

10/20

•

•

•
•
•
•

Channel display 설정은 참가자 회의 장치의 채널 선택기에 채널 번호 또는 언어 약어를 표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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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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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 작동
수신 채널 선택기 할당

사용 가능한 채널 소스를 표시하려면 수신 채널 선택기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화면 아래). 선택기를 돌려 원하는 언어 소스를 강조 

표시하고, 선택기를 놓아 선택사항을 확인합니다. 이 워크플로는 시스템 관리자가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발신 채널 B 및 C에도 적

용됩니다.

참고: 통역사는 DIS-CCU 또는 SW6000에서 시스템에 프로그래밍된 언어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

헤드폰 및 스피커 볼륨 컨트롤은 각 볼륨 조절기를 사용하여 조정됩니다. 헤드폰 감도는 Settings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 헤드폰의 이중 신호음은 볼륨이 1분 이상 안전 레벨을 초과했음을 나타냅니다. 이 가청 경고를 무시하려면 헤드폰 볼륨을 안전 청취 레벨로 낮춥니다.

수신 언어 선택
통역 시 통역사는 플로어 오디오 또는 다른 통역 언어 채널 중 하나를 듣습니다. Floor 버튼은 플로어 언어를 선택하고 릴레이 버튼은 디

스플레이에 표시된 대로 미리 결정된 언어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의 첫 번째 2개의 문자는 채널 번호를 표시하고 그 다음 3개의 문

자는 해당 언어를 약어로 표시합니다(언어 목록 참조). Floor 버튼을 누르면 플로어 채널이 선택되고 플로어 LED가 켜집니다.

릴레이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면 플로어 LED가 꺼지고 릴레이 버튼 표시기가 켜지며 선택한 채널의 수신 오디오가 플로어 오디오를 대

체합니다.

DIS-CCU의 채널 설정 메뉴에서 설정한 채널 수만 선택 및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언어의 전체 목록은 이 설명서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수신 언어 품질 표시
릴레이 언어 디스플레이 오른쪽에 소스 통역의 품질이 표시됩니다.

O : 플로어 오디오(통역 없음)
+ : 플로어 오디오 다이렉트 통역

- : 단일 릴레이 통역

= : 둘 이상의 릴레이

항상 통역 채널의 실제 품질이 표시됩니다.



Shure Incorporated

11/20

•
•
•

S(Self)는 수신 채널이 장치의 활성 발신 채널과 동일한 언어로 설정되어 있을 때 품질 표시로 표시됩니다.

발신 채널 선택
A, B, C 버튼은 발신 채널을 선택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전에 선택한 발신 채널이 무시됩니다. A 채널은 시스템 설정에서 통역 부스의 

기본 언어로 구성됩니다. B 및 C 채널은 보조 통역 언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버튼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의 강조 표시 및 아이콘은 해당 통역 채널의 상태를 표시합니다.

노란색은 해당 발신 채널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강조 표시는 통역사 콘솔의 마이크가 선택된 채널에서 활성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파란색은 해당 채널이 선택되었으며 해당 채널에 통역 활동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참고: 활성 채널의 마이크가 음소거되는 경우와 같이, 상태가 일시적으로 변경되면 아이콘에 임시 상태가 반영되고 강조 표시 색상은 정상 동작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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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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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 디지털 적외선 언어 시스템이 이 오디오 신호를 여러 휴대용 청취 장치에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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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선 언어 분배

기술 메뉴
두 번째 수신 채널 선택기와 B 발신 채널 선택기를 동시에 눌러 Tech Menu의 장치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는 기술자 또는 관리자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DIS-CCU에서 액세스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Unit 메뉴는 이 화면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부스 번호: 콘솔이 할당된 부스를 결정합니다.
데스크 번호: 콘솔이 할당된 데스크를 결정합니다.
출력 B/C 언어: 다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Not allowed
Select from one
Select from all

Select from one이 선택되면 해당 언어가 발신 채널에 대해 먼저 선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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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어 토글: Floor 버튼은 플로어 오디오와 마지막으로 선택한 릴레이 채널 사이를 토글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력 A/B/C 스위치: 마이크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통역사가 발신 채널 사이를 전환할 수 있는지를 선택합니다.
장치 통계: 오류 로그를 표시하고 재설정 옵션을 제공합니다.
장치 정보: 버전, 일련 번호 및 IP 주소를 표시합니다.

오류 표시
MXCIC와 DIS-CCU 간의 통신 오류는 MXCIC에 표시됩니다. DIS-CCU의 오디오 데이터에 오류가 너무 많아 사운드가 올바르게 재생

될 수 없으면 첫 번째 오류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작동 디스플레이에 검은색 매트릭스로 표시되고 설정이 초기화되지 않

은 경우에는 통신 디스플레이로 표시됩니다.

프레임 오류가 미리 정의된 상한값에 이르면 두 번째 임계치에 도달합니다. 이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전의 콘솔 상태와 상관없이 장치

가 통신 상태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오류 상태는 5초마다 확인됩니다. 마지막 점검 이후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MXCIC가 오류 감지 전에 있던 작동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원 및 구성 요구사항
Cat5e FTP 또는 STP 케이블을 사용하여 MXCIC의 IN 소켓을 이전 장치 또는 DIS-CCU의 OUT 포트에 연결하고, MXCIC의 OUT 포
트를 네트워크의 다음 장치 IN에 연결합니다.

케이블 길이와 전원 요구사항은 https://dcslan.shure.com에서 제공되는 MXC 전원 계산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양
오디오 출력 유형

3.5mm 암 소켓 (x2, 듀얼 모노, TRRS)

6.35mm 암 소켓 (x1, 스테레오, TRS)

크기

198 x 324 x 96 mm (7.8 x 12.8 x 3.8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2250  g (79.4 oz.)

화면 유형

컬러 TFT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

160 mm (6.3 in.)

디스플레이 해상도

800 x 240 (134 PPI)



Shure Incorporated

14/20

소비 전력

일반 5.5 W

최대 7.0W

Power Consumption is heavily dependant on system configuration. Use the DCS-LAN Power Calculator to 
determine the total power on a given setup.

수신 채널 수

최대 32 (31 + 플로어)

발신 채널 수

3 (A/B)

부스당 최대 장치

32

최대 부스 수

150

최대 장치 수(합계)
128

오디오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Equivalent to 80dBSPL at the MXC416/420 capsule when speaking at a 30cm distance.

최대 오디오 입력 레벨

마이크 −1.5 dBV 1% THD에서

헤드셋 −5.5 dBV 1% THD에서

1% THD+N measured at DIS-CCU Analog Output. DIS-CCU Analog Output Gain = 0dB. Microphone 
transducer not included in measurement.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16 kHz (+0.5/-10 dB)

Measured at DIS-CCU Analog Output. -45dBFS input, DIS-CCU Analog Output Gain = 0dB. Microphone 
transducer not included in frequency response measurement.

THD+N
마이크 입력 0.04%

헤드셋 입력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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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at DIS-CCU Analog Output. -6dBFS input, 1kHz, DIS-CCU Analog Output Gain = 0dB, 22Hz - 
22kHz BW. Microphone transducer not included in THD+N measurement.

다이내믹 레인지

마이크 입력,비가중 110 dB

마이크 입력,A-Weighted 112 dB

헤드셋 입력,비가중 92 dB

헤드셋 입력,A-Weighted 94 dB

Measured at DIS-CCU Analog Output. DIS-CCU Analog Output Gain = 0dB, 22Hz - 22kHz BW. 
Microphone transducer not included in dynamic range measurement.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5.8 dBV

A-weighted

입력 임피던스

마이크 26 kΩ

헤드셋 2.2 kΩ

오디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70 dB SPL0.5m에서

최대 오디오 출력 레벨

스피커 출력 82 dB SPL-A0.5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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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dB

스피커 출력,A-Weighted MXCIC = 95 dB

헤드폰 아웃풋,비가중 MXCIC = 9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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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폰 아웃풋,A-Weighted MXCIC = 93 dB

부하 임피던스

>8 Ω

언어 목록
언어 ISO 639-2/B-약어

플로어 언어 FLO

아프리칸스어 AFR

알바니아어 ALB

아랍어 ARA

아르메니아어 ARM

아제르바이잔어 AZE

바스크어 BAQ

벨라루스어 BEL

벵골어 BEN

불가리아어 BUL

버마어 BUR

광둥어 CAN

카탈로니아어 CAT

중국어 CHI

코르시카어 COR

크로아티아어 SCR

체코어 CZE

덴마크어 DAN

네덜란드어 DUT

영어 ENG

에스토니아어 EST

핀란드어 FIN

프랑스어 FRE

갈리시아어 G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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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어 GEO

독일어 GER

그리스어 GRE

하우사어 HAU

히브리어 HEB

힌디어 HIN

헝가리어 HUN

아이슬란드어 ICE

인도네시아어 IND

아일랜드어 GLE

이탈리아어 ITA

일본어 JAP

자바어 JAV

카자흐어 KAZ

크메르어 KHA

키르기스어 KIR

한국어 KOR

쿠르드어 KUR

라오어 LAO

라트비아어 LAV

리투아니아어 LIT

마케도니아어 MAC

말레이어 MAY

몰타어 MAL

마라티어 MAR

몽고어 MON

네팔어 NEP

노르웨이어 NOR

펀자브어 PAN

페르시아어 PER



Shure Incorporated

18/20

폴란드어 POL

포르투갈어 POR

레토로망스어 ROH

루마니아어 RUM

러시아어 RUS

세르비아어 SCC

신할라어 SIN

슬로바키아어 SLO

슬로베니아어 SLV

스페인어 SPA

스와힐리어 SWA

스웨덴어 SWE

타갈로그어 TGL

타지크어 TGK

타밀어 TAM

텔루구어 TEL

태국어 THA

티베트어 TIB

터키어 TUR

투르크멘어 TUK

우크라이나어 UKR

우르두어 URD

우즈베크어 UZB

베트남어 VIE

웨일스어 WEL

요루바어 YOR

기타 1번 N 1

기타 2번 N 2

기타 3번 N 3

기타 4번 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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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기타 5번 N 5

기타 6번 N 6

기타 7번 N 7

기타 8번 N 8

기타 9번 N 9

기타 10번 N10

기타 11번 N11

기타 12번 N12

중요한 제품 정보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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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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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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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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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 This equipment has been tested and found to comply with the limits for a Class B digital device, pursuant to part 15 of 
the FCC Rules. These limits are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protection against harmful interference in a residential 
installation. This equipment generates uses and can radiate radio frequency energy and, if not installed and us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may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communications. However, there is no guarantee 
that interference will not occur in a particular installation. If this equipment does cause harmful interference to radio or 
television reception, which can be determined by turning the equipment off and on, the user is encouraged to try to correct the 
interference by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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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클래스 B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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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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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이 장치의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장치의 원치 않는 오작동을 초

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이러한 제한은 주거, 상업 또는 경공업 환경에서 장비를 사용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주거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해당 간섭을 시정해야 합

니다. 고의성 여부에 상관없이 규정 준수 책임자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변경이나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이나 수

정으로 사용자의 장비 작동 권한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판매자 또는 숙련된 라디오/TV 기술자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연방 통신 위원회에서 제작한 다음 책

자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TV 간섭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방법". 이 책자는 미국 정부 민원 서비스

(Washington, DC 20402, Stock No. 004-000-00345-4)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경고: 이 제품은 클래스 A 제품입니다. 국내 환경에서 이 제품은 사용자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하는 경우인 무선 간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규정 준수
본 장비는 테스트를 거쳐 클래스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다음 제한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N55103-1 (방출)
EN55103-2 (내성)
FCC 규칙 파트 15, 클래스 A (방출)
캐나다 산업부 ICES-003
IEC 60065
ISO 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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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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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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