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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W   
Microflex  Complete 무선

일반 설명
Shure Microflex  Complete Wireless (MXCW) 시스템은 최대 125개의 회의 장치에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오디오 환경을 제공

하는 회의 솔루션입니다. MXCW로 오프 사이트 회의, 유연한 회의실 또는 가구에 구멍을 낼 수 없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물 등의 케

이블 제약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 RF 간섭 탐지 및 회피, 무선 회의 장치용 충전식 배터리, 암호화된 디지털 무선 전

송, Dante 를 사용한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을 특징으로 합니다.

MXCW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회의 장치와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간의 적절한 통신을 위한 여러 장착 옵션을 가지고 있으며, 2.4GHz 
및 5GHz 주파수 대역 내에서 작동합니다. 시스템 설정과 회의 장치 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해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

십시오. 회의 장치에는 회의 참가자를 위한 구성 가능한 역할이 있고 플로어 오디오 또는 통역 채널로 라우팅될 수 있습니다. 각 무선 회

의 장치는 기술자가 남은 충전량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리튬 이온 배터리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습니다. MXC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은 자체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최대 10개의 Shure 충전식 배터리를 충전하고 보관합니다.

특징

RF 효율성
음질은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발화자에 관계 없이 일정하며 최대 125개의 장치를 1개의 액세스 포

인트 트랜시버 및 1개의 RF 채널로 지원합니다.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은 사용 가능한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스캔하고 최상의 성능을 위해 완벽한 전송 채널을 선택

합니다. 시스템 설정은 무선 라우터 설정만큼이나 쉽습니다.

간섭 회피
사용 중에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간섭을 자동으로 배제합니다. 채널 조정은 오디오 중단을 방지합

니다.

암호화 오디오 및 데이터의 표준 AES-128 암호화로 회의 내용을 비공개로 유지시켜 줍니다.

양지향성 무선 통역 오디오 리턴 채널을 회의 장치에 제공하고 회의 장치 설정의 실시간 원격 제어를 지원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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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시작하기

시스템 액세스 포인트(MXCWAPT) 설정
액세스 포인트를 PoE(Power over Ethernet) 소스에 연결하여 장치를 켜십시오.

메시지가 나타나면 RF 조정을 위한 메뉴에서 작동 지역을 선택합니다(일부 모델 종류).

브라우저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관리자 암호 구문을 설정합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 가능한 최상의 채널에 대한 영역을 스캔하는 동안 기다립니다.

채널이 선택되면 기본 무선 네트워크(00)가 MXCW 마이크에 대해 준비됩니다.

무선 회의 장치(MXCW640) 설정
완전히 충전된 Shure SB930 충전용 배터리를 삽입하고 MXC400 시리즈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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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1.

화면의 전원이 켜질 때까지 장치 하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마이크 장치가 기본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00)를 검색하는 동안 기다려 주십시오.

LED가 잠시 녹색으로 깜박이고 터치스크린이 홈 화면을 표시하면 장치는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운드 점검 수행
장치 중 하나에서 발언 버튼을 눌러 마이크를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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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
•
•
•
•

마이크에 대고 말하여 오디오를 확인합니다.

스피커 또는 헤드폰 출력에서 사운드 점검을 듣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MXCWAPT)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는 오디오 신호 흐름의 허브이며 그룹 내 각 마이크의 RF 안정성을 관리합니다. 액세스 포인트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룹 마이크의 무선 오디오 신호 수신 및 해독

Dante 및 XLR을 통해 디지털 및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 전달 및 수신

제어 소프트웨어(시스템 관리에 사용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내장 웹 서버 호스팅

구성요소, 제어 소프트웨어 및 타사 컨트롤러 사이에서 제어 정보(예: 게인 조정 및 링크 설정) 전송 및 수신

변환된 오디오나 기타 외부 소스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암호화된 오디오 신호를 마이크의 헤드폰 출력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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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디스플레이

메뉴 화면과 설정을 표시합니다.

② Enter 버튼

메뉴를 입력하거나 설정을 저장합니다.

③ 종료 버튼

이전 메뉴 화면으로 돌아가거나 설정 변경을 취소합니다.

④ 화살표 버튼

메뉴 항목으로 스크롤하거나 설정을 변경합니다.

⑤ 전원 LED

아이콘 LED 색상 설명

끄기 전원 꺼짐(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졌거나 PoE가 포트에 없음).

녹색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녹색(점멸) 시스템 재설정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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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LED 색상 설명

황갈색(점멸) 네트워크 재설정이 진행 중입니다.

녹색(깜박임) +  RF LED 녹색(깜박임) + 
네트워크 오디오 LED 녹색(깜박임)

동시 LED: 소프트웨어의 장치 식별이 진행 중입니다.
교대 LED: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⑥ 네트워크 오디오 LED

아이콘 LED 색상 설명

끄기
Dante 채널이 라우팅되지 않습니다(수신 또는 전송).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채널에 대

한 마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녹색
연결된 모든 Dante 네트워크 오디오 채널이 작동합니다(예상대로 디지털 오디오 수신 중).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채널에 대해 녹색 확인 마크를 표시합니다.

황갈색

하나 이상의 연결된 (수신) Dante 네트워크 오디오 채널에 구독 오류가 발생했거나 해결되지 않음(송신 

장치가 꺼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됨).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채널에 대한 노란색 삼각형 마크를 표시합니다.

황갈색(점멸) 네트워크 재설정이 진행 중입니다.

녹색(깜박임) 

+  RF 
LED 녹색(깜
박임) + 

 전원

LED 녹색(깜
박임)

동시 LED: 소프트웨어의 장치 식별이 진행 중입니다.
교대 LED: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⑦ 무선 오디오 LED

아이콘 LED 색상 설명

끄기 연결이 되지 않았거나 RF 음소거로 설정

녹색 무선 채널 보안 및 RF/무선 오디오가 1개 이상의 장치에 연결되었습니다.

황갈색 무선 채널 선택 진행 중

녹색/빨간색(점멸) 무선 간섭 감지 중

녹색(깜박임) +  전원 LED 녹색(깜박

임) +  네트워크 오디오 LED 녹색(깜
박임)

동시 LED: 소프트웨어의 장치 식별이 진행 중입니다.
교대 LED: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중입니다.

⑧ 아날로그 XLR 오디오 입력

외부 출력을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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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⑨ 아날로그 XLR 오디오 출력

외부 입력에 연결합니다.

⑩ 접지 리프트 스위치

XLR 오디오 출력 또는 입력을 타사 장치에 연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접지 관련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 XLR 커넥터의 핀 1과

1/4인치 오디오 출력의 슬리브에서 접지를 들어 올립니다. 스위치의 ON 위치에는 lift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⑪ 재설정 버튼(움푹 들어가 있음)
10초 동안 재설정 버튼을 길게 누르면 MXCW 시스템이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⑫ 액세스 포인트 덮개

주변 장식과 어울리도록 색을 칠하고 장치의 전면 플레이트에 끼웁니다.

LCD 메뉴와 탐색 버튼은 덮개가 있어 접근할 수 없습니다.

⑬ 이더넷 포트

Cat5e (이상의) 케이블을 PoE 소스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⑭ 이더넷 상태 LED(녹색)

꺼짐 = 네트워크 링크 없음

켜짐 = 네트워크 링크가 구성됨

점멸 = 네트워크 링크 활성 상태

⑮ 이더넷 링크 속도 LED(황갈색)

꺼짐 = 10/100Mbps
켜짐 = 1Gbps(디지털 오디오 라우팅 필요)

⑯ 케이블 라우팅 경로

매립 장착이 가능하도록 이더넷 케이블 경로를 제공합니다.

⑰ 장착 브래킷

벽, 천장 또는 마이크 스탠드에 선택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메뉴
액세스 포인트 메뉴를 사용하여 컴퓨터 없이 시스템 설정을 모니터하고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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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D
연결된 회의 장치를 쉽게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 ID를 선택합니다. 기본 SSID는 00입니다.

회의 제어

발언 모드 모드를 선택하여 참가자에 대해 마이크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최대 발언자 수 델리게이트와 총 발언자의 최대 수를 변경합니다. 총 발언자에는 의장 수가 포함됩니다.

장치 연결 네트워크 오디오에 연결하고 등록하는 추가 회의 장치에 대한 액세스를 결정합니다.

장치 제어 연결된 모든 장치를 재부팅하거나 전원을 끕니다.

오디오

스피커 게인 스피커 게인을 -30dB~6dB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입력을 선택하여 음소거합니다.

아날로그 게인 입력 게인을 -30dB~10dB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입력을 선택하여 음소거합니다.

아날로그 레벨 라인 또는 보조 레벨을 선택합니다.

아날로그 출력 게인 출력 게인을 -30dB~10dB 범위에서 조정하거나 입력을 선택하여 음소거합니다.

APT 유틸리티

네트워크

Shure Control은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 서브넷, 게이트웨이 및 MAC 주소를 표시하고 오디오 

네트워크는 Dante에 대한 이 정보를 표시합니다. 할당된 IP 주소에 대해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IP 주소를 편집하려면 수동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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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웨어 액세스 포인트 펌웨어 버전과 일련 번호를 표시합니다.

재부팅 장치 전원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무선

RF 전원 액세스 포인트의 RF 커버리지 레벨을 선택하거나 끕니다.

회의 장치(MXCW640)
MXCW 회의 장치는 그룹 회의 및 회의 참가자 사이의 의사 소통을 용이하게 합니다. 다기능 장치를 사용하면 구즈넥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잭 및 사용자 컨트롤을 결합함으로써 대규모 다국어 행사에서도 참가자가 명확하게 말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고급 회의 작업을 

위해 MXCW 회의 장치에는 투표, 발언자 관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① 스피커

플로어 믹스의 깨끗한 오디오 신호를 제공합니다.

② 마이크 커넥터

MXC 구즈넥 마이크용 잠금 가능 10핀 마이크 커넥터.

③ 헤드폰 출력

장치의 양쪽에 있는 2개의 TRRS 3.5mm 포트를 사용하면 참가자가 헤드폰을 통해 통역 채널 또는 플로어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

다.

④ 볼륨 컨트롤

양쪽에 있는 2개의 노브는 헤드폰의 오디오 재생 볼륨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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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NFC 카드 슬롯

NFC 카드를 삽입하여 참가자 ID를 제공합니다.

⑥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에서 메뉴 옵션을 보고 선택합니다.

⑦ 마이크 버튼

눌러서 마이크를 제어합니다. 이 버튼은 사용자 지정할 수 있고 참가자 역할과 회의 설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장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⑧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 전원이 켜지면 장치 전면의 버튼 LED가 빨간색으로 켜집니다.

⑨ 배터리 상태 버튼

눌러서 장치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⑩ TRRS 포트

휴대폰이 연결되면 원격 발신자가 플로어 믹스를 듣고 플로어 믹스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⑪ 배터리 슬롯

SB930 충전식 배터리를 삽입하여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⑫ USB Micro-B 커넥터

USB Micro-B 케이블을 연결하여 회의 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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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mm 육각 렌치를 삽입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립니다.

회의 장치 사용하기
장치의 전원이 켜지면 터치스크린을 눌러 홈 화면에 액세스하거나 가능한 경우 사전 프로그래밍된 NFC 카드를 삽입합니다.

탐색 창을 사용하여 MXCW640에 대한 다양한 옵션과 정보를 위한 메뉴 사이를 이동하십시오.

홈 화면: 결합된 발언자 및 요청 목록이 표시됩니다.
투표 메뉴(의장 전용): 의장은 투표 세션을 설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설정 메뉴: 배터리 상태를 보고, 상태 표시줄을 숨기고, 밝기를 변경하고, 화면 언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의장 제어 버튼(의장 전용)

기술자 메뉴
추가 회의 장치 정보 및 설정은 기술자 메뉴에 있습니다. 이 메뉴에 액세스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톱니 바퀴 아이콘을 눌러 설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볼륨 컨트롤 노브를 누른 상태로 터치스크린의 오른쪽을 누릅니다.

이 메뉴에서 4개의 다른 화면에 액세스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① 

참가자 역할 할당

왼쪽 버튼 기능 변경

② 

회의 장치 및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의 펌웨어 버전 표시

장치의 공장 초기화

장치 재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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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SSID 표시

액세스 포인트에서 분리

④ 

시작 모드 변경

장치 전원을 끔

회의 장치 시작 모드
시작 모드를 설정하여 전원을 켠 후 MXCW 회의 장치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기술자 메뉴에 액세스하고 다음 시작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됨(기본값)
전원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신규 또는 공장 기본 장치

는 기본적으로 이 설정을 사용하여 SSID 00에 액세스합니다.

목록
미리 입력된 네트워크 목록에서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목록을 사용자 지정 이름으로 업데이트하려

면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SSID 라벨의 이름을 변경하고 목록을 등록된 무선 장치로 푸시합니다.

스캔
이 장치는 사용 가능한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가장 강한 신호를 맨 위에 두고 가장 약

한 신호를 맨 아래에 두는 방식으로 정렬합니다. 목록에서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팁: 네트워크를 수동으로 선택하면 마지막으로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에 시계 아이콘이 붙어 목록에서 표시됩니다.

회의 장치 전원 버튼 잠금
장치의 전원이 실수로 꺼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회의 장치 하단의 전원 버튼을 비활성화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

면: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역 장치 설정 > 고급 권한 > 전원 버튼 잠금으로 이동합니다.

시작 화면 사용자 정의
연결된 MXCW640 장치에 사용자 지정 시작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제어 > 사용자 정의 시작 화면으로 이동하여 이미지를 업로드합니다. 이미지는 .png 형식의 480 x 272픽셀이어야 합니다.

시작 화면을 잠그는 방법
회의 장치를 잠가서 델리게이트, 이중 델리게이트 또는 청취자 역할로 설정된 장치의 시작 화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가자가 장치의 설정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발언 및 요청 목록 보기가 비활성화됩니다. 투표 세션이 시작되면 투표 컨트롤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렌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전역 장치 설정 > 화면 콘텐츠 > 시작 화면 잠금으로 이동하여 시작 화면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합니다.

회의 장치 버튼
회의 장치의 하드웨어 버튼 2개를 모두 교환 가능하며, 참가자 역할에 따라 왼쪽 버튼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드웨어를 교환하려면:

버튼 상단 아래에 있는 틈에 얇은 도구를 삽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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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이 튀어 나올 때까지 부드럽게 돌립니다.
새 버튼을 눌러서 설치합니다.

왼쪽 버튼 아

이콘

오른쪽 버튼 

아이콘

주:액세서리로 이동하여 주문할 수 있는 버튼을 확인하십시오.

왼쪽 버튼 기능을 변경하는 방법:

회의 장치에서:
기술자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회의 장치에 역할을 할당합니다.
회의 장치의 왼쪽 버튼에 대한 기능을 선택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장치 탭에서 장치를 선택합니다.
장치 속성 패널이 열리면, 왼쪽 버튼 기능 섹션에서 기능을 선택합니다.

이름 설명 LED 상태

오른쪽 

버튼 기

능

발언 발언 또는 요청 목록에 배치하려면 누르십시오.

적색 점등: 마이크가 켜집니다.
녹색 점등: 참가자가 요청 대기열에 배치되

어 있습니다.
녹색 점멸: 발언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왼쪽 버

튼 기능

음소거
길게 누르면 발언권은 제거되지 않고 마이크가 음소거됩

니다.
파란색 점등

모두 음소거(의
장 전용)

길게 누르면 발언권은 제거되지 않고 활성 중인 모든 발

언자가 음소거됩니다.
파란색 점등

전 참가자 오프

(의장 전용)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를 끕니다. 파란색 점등

다음 켬(의장 전

용)
요청 목록에서 첫 번째 마이크를 켭니다. 파란색 점등

독점(의장 전용)
길게 누르면 모든 델리게이트 마이크가 음소거되고 의장 

마이크만 활성화됩니다.
빨간 불 계속 켜짐

발언(이중 델리

게이트만 해당)
발언 또는 요청 목록에 배치하려면 누르십시오.

적색 점등: 마이크가 켜집니다.
녹색 점등: 참가자가 요청 대기열에 배치되

어 있습니다.
녹색 점멸: 발언 요청이 거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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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식 배터리(SB930)
SB930은 MXCW640 회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마트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입니다. 통합 배터리 잔량 표시기를 통해 배터리 상

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배터리 상태 버튼

버튼을 눌러 장치의 배터리 잔량을 확인합니다.

② LED 상태 표시등

배터리 상태 버튼을 누르면 배터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배터리 수명
작동 및 보관 조건에 따라 배터리 수명이 단축되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80% 이하이거나 약 1200회 충전 주기 후 배터

리 교체를 고려하십시오. 배터리 상태 백분율 및 충전 주기 수는 충전 스테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ure 충전식 배터리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중요 팁
Shure 배터리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관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배터리와 송신기를 항상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장기 보관 시 배터리를 용량의 약 40% 정도 충전해야 합니다.
알코올로 배터리 접촉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이상적인 접촉 상태를 유지합니다.
보관 도중 6개월 마다 배터리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의 약 40%까지 충전하십시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MXCWNCS)
MXCW 네트워크 충전 시스템(MXCWNCS)은 최대 10개의 SB930 충전용 배터리를 충전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 랙, 벽면 또는 테이블 

표면에 장착하는 설치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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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태 LED

표시기

설명

색상 상태

끄기 끄기 전원 꺼짐

녹색

고정 점등 전원 켜짐

점멸 출고 시 기본 설정 재설정 진행 중

황갈색

고정 점등 보관 모드가 활성화됨

점멸 네트워크 재설정 진행 중

② 충전기 슬롯

SB930 배터리 충전 및 보관용.

③ 충전 상태 LED

각 충전 슬롯에는 배터리의 충전량을 표시하기 위해 점등되는 5개의 LED가 있습니다.

LED 배터리 충전 %

1
점멸: 10% 미만

점등: 1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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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LED 배터리 충전 %

2 25% 초과

3 50% 초과

4 75% 초과

5 95% 초과

충전 오류 세부 정보는 웹 애플리케이션 및 전체 온라인 시스템 설명서(pubs.shur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전원 버튼

스위치를 올려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⑤ 전원 입력

포함된 전원 공급장치를 연결합니다.

⑥ 이더넷 포트

이더넷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원격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⑦ 재설정 버튼

길게 눌러 장치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시간은 재설정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트워크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설정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새로 고치려면 4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공장 기본 설정: 장치를 출고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8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⑧ 이더넷 링크 속도 LED(황갈색)

꺼짐 = 10Mbps
켜짐 = 100Mbps

⑨ 이더넷 상태 LED(녹색)

꺼짐 =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음

켜짐 = 네트워크가 연결됨

점멸 = 네트워크 연결 활성 상태

⑩ 보관 모드 버튼

눌러서 장기간 동안 보관 중인 배터리의 상태를 보존하십시오.

장치 켜기
제공된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여 해당 장치를 전원에 연결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올려 장치를 켭니다.

배터리 충전 모니터링
MXCW 전원 관리 시스템에는 지능형 충전식 기술과 SB930 배터리의 다양한 모니터링 옵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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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중

MXCW 시스템 웹 애플리케이션의 장치탭에서 또는 터치스크린에서 사용 중인 마이크의 배터

리 잔량을 봅니다. 남은 시간은 시: 분 형식으로 표시됩니다.
회의 장치 하단의 배터리 상태 버튼을 눌러 배터리 LED를 확인합니다.

충전
충전 스테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충전 상태를 봅니다.
충전기의 LED를 모니터링합니다.

배터리 충전 아이콘
배터리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MXCWAPT 웹 응용 프로그램에 다음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 배터리 충전 30분 이하

: 배터리 충전 1시간 이하

: 배터리 사용 시간(분)을 계산 중입니다.

: 배터리가 USB로 충전 중입니다.

(깜빡임): USB 케이블이 충전한 전원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충전 상태 LED
각 충전 슬롯에는 한 줄의 LED 표시등이 있어 배터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을 참

조하십시오.

LED 세그먼트 LED 상태 설명

1

녹색(점멸) 배터리 충전 10% 미만

녹색 배터리 충전 10% 초과

빨간색(점멸)

잘못된 배터리

복구 실패

충전 실패

배터리 확인

충전기 확인

배터리 읽기 오류

빨간색
배터리가 차가움

배터리가 과열됨

녹색 + 황갈색(교차 점멸) 복구 중

2 녹색 배터리 충전 25% 초과

3 녹색 배터리 충전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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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세그먼트 LED 상태 설명

4 녹색

배터리 충전 75% 초과

배터리가 따뜻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5 녹색 배터리 충전 95% 미만

평균 충전 시간
충전 시간 작동 시간 용량

30분 1시간 10%

1.5시간 5시간 50%

4시간 >11시간 100%

*100% 상태의 배터리에 기반함

USB로 배터리 충전
회의 장치의 USB 포트를 사용하여 작동 중에도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이 기능은 회의가 길어지거나 백업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경

우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USB에 연결하면 배터리 상태가 터치스크린에 번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장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면 터치스크린에 충전 상태가 표시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10분 후에 회의 장치

의 전원이 꺼집니다.

USB를 사용한 평균 충전 시간

MXCW640 전원 상태 충전 시간 용량

켜기 8시간 100%

끄기 6시간 : 30분 100%

USB 케이블 요건
회의 장치에 최소 2암페어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회의 장치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 충분하지 않은 전원 공급장치가 연결되면 배터리 상태가 상태와 경고 기호 사이에서 번갈아 나타납니

다. 장치의 전원이 꺼지면 터치스크린에 전원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충전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10분 후에 회의 장치의 전원이 

꺼집니다.

건전지 통계
충전 스테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은 충전기에 있는 각 배터리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드롭다운에서 다음 통계 중 하나를 선택하

여 배터리 통계를 정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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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 번호

배터리가 위치한 슬롯에 따라 배터리의 순서가 표시됩니다.

배터리 상태

충전을 총 배터리 용량의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또한 완전 충전까지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상태

선택한 배터리의 상태를 새 배터리 충전 용량의 퍼센트로 표시합니다. 충전 용량(완전 충전되었을 때의 배터리 수명)은 충전 주기 반

복, 연령 또는 보관 조건에 따라 감소합니다.

주기

방전되었다가 충전된 주기를 1회로 계산하여 총 몇 번의 충전 주기를 수행하였는지를 회수로 표시합니다. 절반의 방전 후 재충전한 

경우는 1/2 주기로 계산합니다. 1/4 방전 후 재충전한 경우는 1/4 주기로 계산합니다.

온도

배터리 온도를 표시합니다.

배터리 보관
장기간(수주 및 수개월) 배터리를 보관하려면 MXCW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십시오. 보관 모드는 배터리를 시간이 경과해도 배터리 

상태를 보존하는 안전한 충전 수준에서 보관하여 배터리를 보호합니다.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준비가 되면, 간단히 보관 모드를 끄고 배

터리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배터리를 충전 스테이션에 삽입합니다.
충전기를 보관 모드로 설정합니다.

하드웨어에서:보관 모드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충전기 웹 애플리케이션의 홈 페이지를 열고 보관 모드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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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설치

액세스 포인트 위치 선택 시 모범 사례
액세스 포인트가 원하는 마이크 수신 영역을 향하도록 합니다.
회의 장치와 같은 공간에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하고 마이크에 대한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합니다.
장치를 대형 금속 물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모든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는 최소 2.4m(8피트)를 유지하십시오.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므로, 액세스 가능한 XLR 포트로 장착하십시오.

중요: 연설 또는 공연 중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수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순회”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배치를 시험

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요구사항 점검표
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장비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차폐형 Cat5e 이상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아날로그 입력/출력에는 밸런스드 XLR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기가비트 DHCP 라우터를 사용하여 동일한 설치에서 여러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합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

다.
기가비트 포트

최소 6.5W의 클래스 0 PoE 제공

4 큐(queue)의 서비스 품질(Q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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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우선 순위의 Diffserv(DSCP) QoS
라우터가 에너지 효율적 이더넷(또는 그린 이더넷)을 갖추고 있는 경우, 시스템 전용 포트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권장: 각 네트워크 링크의 동작에 관한 상세 정보(포트 속도, 오류 카운터, 사용 대역폭)를 제공하는 관리형 스위치

장치 사이의 케이블 길이를 100m 이하로 제한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장치에 대한 동일한 펌웨어 버전을 사용합니다.
MXCW 구성품과 컴퓨터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서브넷으로 설정합니다.

페인팅용 외부 커버
액세스 포인트에는 설비의 장식에 맞게 도장할 수 있도록 외부 커버가 제공됩니다. 도장한 후 장치의 전면 판에 끼웁니다.

장착 옵션
벽 또는 천장:

마운팅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파일럿 구멍을 표시하고 뚫습니다.
8호(4mm) 나사(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장착 브래킷을 표면에 고정합니다.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전기 상자:

전기함을 통해 이더넷 케이블을 잡아 당깁니다.
6~32호(3.5/16mm) 나사(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전기함에 장착합니다.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건식벽:

마운팅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파일럿 구멍을 표시하고 뚫습니다.
건식벽 앵커를 설치하십시오.
8호(4mm) 나사(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건식벽 앵커에 장착합니다.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목재 패널:

마운팅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2mm(3/32”) 구멍을 표시하고 뚫습니다.
8호(4mm) 나사(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벽에 장착합니다.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실링 타일:

중요: 천장 타일 뒷면에 큰 펜더 와셔 또는 큰 금속판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의 무게를 지탱하게 합니다.

마운팅 브래킷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나사 및 케이블 입구용 파일럿 구멍을 표시하고 드릴로 뚫습니다.
6호(3.5mm) 나사(포함되지 않음)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천장에 장착합니다.
구멍을 통해 케이블을 당겨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하고 액세스 포인트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삼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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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를 사용하여 마운팅 브래킷을 마이크 스탠드 또는 삼각대에 볼트로 고정합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설치
마운팅 브래킷을 충전기에 부착하기 위한 나사가 제공됩니다. 충전기를 다른 표면에 고정하기 위한 나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 나사의 맨 위가 표면 위로 정확히 3.78mm(9/64(0.149)인치) 올라와야 합니다(나사산이 약 4½). 나사는 2.8kg(99.6온스)의 충전

기 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 두께에 가장 잘 맞는 나사를 사용합니다.
최소 3개의 나사를 사용하여 각 장착 브래킷을 충전기에 고정합니다.
장착 브래킷을 랙 또는 벽에 고정하려면 양쪽에 최소 3개의 나사를 사용하십시오.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장착 브래킷을 충전 스테이션의 양쪽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해당 표면에 적합한 나사를 사용하여 랙 또는 벽에 장착 브래킷을 부착합니다. 충전 스테이션으로 연결되는 케이블링을 위해 공

간을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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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설치 모범 사례
랙의 주변 온도가 기기의 지정된 작동 온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팬 입구와 공기 통풍구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랙 내부에 공기 흐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두십시오.

시스템 설정

최대 시스템 크기
최대 125개의 MXCW 무선 회의 장치를 단일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합니다. 연결된 장치는 발언하고 청취하고 회의에 기여하기 위한 암

호화된 독립적 오디오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무선 장치 네트워크
무선 MXCW 장치 설정은 컴퓨터를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MXCW 액세스 포인트는 무선 라우터 역할을 하며 네

트워크 SSID를 범위 내 무선 장치에 브로드캐스트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에는 설비나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쉽게 인식하고 제어하도록 MXCW 네트워크에 라벨을 지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용자 

지정 가능한 네트워크 SSI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네트워크(SSID 00)는 새 장치 또는 재설정 장치가 전원을 켠 후에 자동으로 연

결되게 합니다.

마이크를 추가하려면 적절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처음으로 장치 연결
MXCW 무선 장치는 전원을 켠 후에 자동으로 연결하고 등록합니다. 기본 네트워크 SSID 00은 새 장치 또는 공장 초기화된 장치가 범

위 내의 액세스 포인트에 자동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Shure Incorporated

28/84

1.

2.

3.

4.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법:

액세스 포인트의 전원을 켭니다. 최상의 작동 무선 채널을 자동으로 선택하기를 기다립니다. 채널이 고정되면 액세스 포인트가 

네트워크(SSID 00)를 무선 MXCW 장치에 브로드캐스트합니다.
MXCW 회의 장치의 전원을 켭니다. 장치가 기본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기본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SSID 00)가 선택되고 장치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거나 시스템이 가득 찰 때까지 추가 마이크를 추가합니다.

새 장치 연결 제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장치] 탭은 SSID 네트워크에 연결된 회의 장치를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미등록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

다. 기본적으로 회의 장치는 연결되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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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에서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치를 선택하고 장치 속성 패널에서  추가 옵션을 연 다음, 등록 취소를 눌러 장치

를 미등록 그룹으로 이동합니다. 미등록 그룹에서 장치를 선택한 다음 장치 속성 패널에서  추가 옵션을 열고 등록을 눌러 장치를 등

록합니다.

추가 장치 연결을 확인하려면, [장치] 탭의 드롭다운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개방(기본값): 새 장치가 자동으로 연결되고 등록됩니다.

제한됨: 새 장치는 SSID 네트워크에 연결되지만 수동으로 등록할 때까지 미등록 목록에 있습니다.

개인용: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하거나 등록할 수 있는 새 장치가 없습니다.

사용자 지정 네트워크 SSID 라벨
기본 네트워크에서 실행한 후 사용자 지정 무선 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식 불가: 설치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제공하십시오. 공간 또는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용과 관련된 이름이 유용합니다(예: 
SSID=Training 또는 SSID=3NW)
보안: 사용자 지정 SSID는 원치 않는 무선 마이크에 실수로 연결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동 업데이트: 연결된 모든 장치가 새 네트워크 라벨과 일치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네트워크 SSID 라벨을 사용자 지정하는 방법:

설정 > SSID로 이동합니다.
SSID를 선택하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설비 또는 사용 사례에 맞도록 이름(최대 32자)을 선택합니다.

주: 기본 SSID 00은 편집할 수 없습니다.

(옵션) 장치에 푸시를 눌러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정적 SSID 목록을 업데이트합니다. 장치 시작 모드를 정적 목

록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라벨 충돌 해결
여러 액세스 포인트가 동일한 SSID를 공유하고 장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시스템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돌을 해결합니다.

고유한 MAC 주소를 기반으로 마지막으로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또는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경우, 가장 강력한 RF 신호가 있는 액세스 포인트

다중 시스템을 위한 네트워크 분리
별도의 마이크 시스템을 만들려면 다중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고 각 액세스 포인트를 서로 다른 SSID로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 회의 

장치를 해당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독립 시스템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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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네트워크는 행사 크기와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는 분할 가능한 실내 또는 인접한 회의가 있는 설비에 유용합니다.

다중 시스템 옵션을 갖춘 분할 가능한 룸

더 작은 행사를 위해 회의 장치를 독립 시스템으로 분리하려면 서로 다른 SSID를 사용하십시오. 더 많은 참가자를 지원하려면 

룸이 열릴 때 모든 회의 장치를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에 설정하여 대규모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먼저 액세스 포인트를 서로 다른 SSID로 설정합니다.

MXCW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설정 > SSID로 이동합니다.
(옵션)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SSID 네트워크 중 하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예: 방 C).
해당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설정을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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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모든 마이크가 자동으로 새 네트워크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모든 장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MXCW640에서 기술자 메뉴를 엽니다. 페이지 상단에서 볼륨 컨트롤 노브를 누른 상태로 화면의 

오른쪽을 누릅니다.
먼저 무선 탭으로 이동합니다.
장치에 설정된 시작 모드에 따라 네트워크를 스캔하거나 목록의 옵션을 확인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연결을 누릅니다.

룸을 다시 결합하려면 회의 장치를 원래 네트워크로 다시 변경하여 더 큰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연결된 네트워크 이름

장치가 도구 모음에서 연결된 네트워크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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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제어를 위한 웹 애플리케이션
웹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을 구성, 모니터링 및 제어하기 위한 편리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은 내장 웹 서버의 장치

에서 호스팅되며 장치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사용하여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MXCW 웹 애플리케이션

적용 호스트 장치 특징

MXCW 시스템 및 회의 제어 액세스 포인트(MXCWAPT)
MXCW 시스템, 장치, 참가자 및 실시간 회의를 완벽하게 구성하

고 제어합니다.

배터리 충전 충전 스테이션(MXCWNCS) 배터리 충전 상태와 통계를 모니터링합니다.

장치 웹 애플리케이션 열기
장치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Shure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는 컴퓨터 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네트워크의 Shure 
장치가 나와 있습니다.

http://www.shure.com/sw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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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자 하는 장치를 찾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장치 호스트

MXCW 시스템 설정, 제어 및 모니터링 MXCWAPT

현재 충전 중인 배터리 MXCWNCS

행을 두 번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IP 주소 또는 DNS 이름을 복사하여 브라우저에 붙여넣습니다.

팁: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을 바이패스하려면 DNS 이름을 즐겨찾기에 추가합니다.

웹 브라우저 요건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브라우저에서 지원됩니다.

Google Chrome
Safari
Internet Explorer

DNS를 사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열기
장치 DNS 이름을 인터넷 브라우저에 입력하여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을 바이패스할 수 있습니다. DNS 이름은 장치 모

델(MXCWAPT 또는 MXCWNCS)에서 파생된 것이며 MAC 주소의 마지막 마지막 3바이트(6자리)와 결합되어 있고 .local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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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XCWAPT: http://MXCWAPT-aabbcc.local
MXCWNCS: http://MXCWNCS-aabbcc.local

웹 애플리케이션 보기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에는 특정 회의 관리 작업에 대한 전용 보기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원하는 보기에 로그인하십시오. 모든 보기에 액세스하려면 관리자로 로그인하고  사용자 드롭다운의 추가 

보기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http://MXCWAPT-aabbcc.local
http://MXCWNCS-aabbcc.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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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보기
이 보기는 회의 설정 및 구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보기를 사용하여 장치, 오디오, 회의 제어 및 무선 설정을 관리합니다.

이 보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관리자로 로그인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입력합니다. /admin

(예: http://192.168.11.137/admin).

의장 보기
메인 탭을 사용해서 회의 중에 마이크를 제어하고 발언자 및 발언 요청을 관리합니다.

투표 탭을 사용해서 투표 구성을 선택하고, 마지막 투표 결과를 보고 공유하고, 투표 세션에서 특정 참가자를 제거합니다.

이 보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의장으로 로그인

관리자 페이지에서 선택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입력합니다. /chairperson

(예: http://192.168.11.137/chairperson).

디스플레이 보기
디스플레이 보기는 회의 참가자에게 발언자 목록, 요청 목록 및 투표 결과를 표시합니다. 이 보기를 사용하여 전체 회의 공간과 화면을 

공유합니다.

이 보기에 액세스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Display에 로그인합니다.
관리자 또는 의장 페이지에서 선택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IP 주소를 입력한 후 다음을 입력합니다. /display

(예: http://192.168.11.137/display).

팁: 회의 중에 페이지를 전체 화면 모드로 전환하려면:

PC: F11
Mac: ctrl + cmd + f

암호 사용
액세스 포인트를 처음 켤 때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자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암호는 시스템 

설정이 완료된 후 변경되거나 제거될 수 있습니다.

암호를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면 관리자 보기에서 설정값 메뉴를 열고 권한 탭을 선택하십시오.

참고: 암호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누구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장치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무선 및 RF 관리
Microflex Complete Wireless는 한 번에 최대 125대의 컨퍼런스유닛에 대해 암호화된 자동 무선 전송 기능을 제공합니다. 액세스 포인

트는 DFS 채널을 포함하여 무선 2.4GHz 및 5GHz 주파수 대역에서 최상의 작동 채널을 스캔하고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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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작동 거리
RF 전원 레벨은 액세스 포인트와 컨퍼런스유닛 사이의 작동 거리를 결정합니다. 마이크 설치 크기에 따라 RF 전원 레벨을 설정하십시

오.

가변 작동 거리

RF 전원 설정
다음으로 이동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RF 전원을 선택합니다. 무선 > RF 전원.

액세스 포인트로부터의 RF 적용 범위

설정
송신기 전력

(mW)
APT로부터의 

적용 범위 거리
일반 애플리케이션

최대 (기본값) 25 150 ft(45.7 m) 대연회장과 강당 공간

높음 13 100 ft(30.5 m) 대형 회의 공간과 큰 교실

중간 5 50 ft(15.2 m) 회의실, 교육장 및 다목적실

낮음 1 25 ft(7.6 m) 소형 화상회의실 및 회의실

음소거 0 0 ft(0 m) 긴 회의 휴식 또는 사용하지 않는 액세스 포인트

참고: 최대 송신기 전력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단일지향성 RF 패턴

액세스 포인트의 RF 패턴은 단일지향성이며 장치의 측면에서 전면 덮개까지 균일하게 집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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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결합 예시

더 큰 결합 룸을 포괄하려면 RF 전원 레벨을 높이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대역폭 할당
MXCW는 오디오 성능을 변경하지 않고 마이크 장치를 2~125대로 쉽게 확장합니다. 대역폭은 전략적으로 분할되어, 활성 발언자에 대

해서만 업링크 채널을 할당하고 연속 다운링크 모니터링 채널에 대해서는 트래픽을 보존합니다.

특정 무선 채널 선택 또는 제외
특정 무선 채널을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선택 취소하면 해당 채널을 피할 수 있습니다. MXCW 시스템은 2.4 및 5 GHz 스펙트럼의 모든 

채널을 스캔하고 가장 선명한 작동 채널을 선택합니다. 특정 채널을 선택하면 MXCW는 더 이상 스캔하지 않고 해당 주파수에서 작동하

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 이상의 비DFS 채널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특정 무선 채널을 제외하는 방법:

무선 탭으로 이동합니다.
무선 채널 선택를 누릅니다.
사용하지 않을 채널은 선택 취소하십시오.
적용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간섭 주파수 감지와 방지
액세스 포인트에는 지속적으로 무선 환경을 스캔하고 작업에 가장 적합한 채널을 평가하는 스펙트럼 분석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MXCW는 특히 동적 주파수 선택(DFS) 또는 도플러 기상 레이더 동적 주파수 선택(DDFS)이 필요한 5GHz 채널의 특정 블록에서 작동

합니다. 이러한 채널은 날씨, 항공 및 군용 장치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장치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1분간 DFS 채널을 스캔하고 10분간 DDFS 채널을 스캔한 뒤, 채널이 사용할 수 있도

록 제공됩니다. 간섭이 감지되면 액세스 포인트가 오디오 성능 중단을 최소화하여 확인된 백업 채널로 변경합니다. 감지된 간섭이 있는 

채널은 30분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0분 후, 시스템은 사용할 채널 스캔 및 확인을 재개합니다.

무선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한 팁
간섭 또는 드롭 아웃이 발생할 경우, 다음을 시도해 보십시오.

액세스 포인트의 설치를 확인하십시오.
액세스 포인트와 회의 장치 사이의 가시선상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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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치 근처 또는 위에 액세스 포인트 장착

사람들이 수신기 및 송신기 간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타 무선 시스템이 간섭을 일으키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와 무선 라우터, 컴퓨터 또는 기타 활성 2.4GHz 또는 5GHz 소스 사이가 3미터(10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

다.
MXCW 시스템이 깨끗한 채널을 선택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벤트 전에 일반 무선 장치를 켭니다.
대용량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인근 네트워크에 무선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피하십시오.

추가 팁:
액세스 포인트가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수동으로 선택 해제된 모든 

채널을 다시 선택).
사운드 점검 중에 수신 장애 지역을 표시하고 참가자들 해당 지역에서 멀리 배치하십시오.
액세스 포인트 및 마이크를 금속이나 기타 밀도가 높은 물질 근처에서 멀리 옮깁니다.

액세스 포인트 국가 및 지역 설정(MXCWAPT-B 및 MXCWAPT-W에만 해
당)
MXCWAPT-B 및 글로벌 MXCWAPT-W 모델 변형의 경우, 장치의 전원을 처음 켜거나 공장 초기화한 후 국가 및 지역을 설정해야 합니

다.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LCD 메뉴를 사용하여 현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작동 위치를 설정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받으십

시오.

각 MXCWAPT 모델 변형에 대한 국가 및 지역의 전체 목록은 액세스 포인트 모델 변형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국가 및 지역 변경하기
초기 설정 후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국가 및 지역 변경:

웹 애플리케이션 > 언어 및 지역으로 이동하여 새 국가 또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적용을 눌러 변경사항을 저장합니다.

주: 변경 사항이 적용되면 액세스 포인트가 다시 부팅되며 연결된 모든 장치는 이 시간 동안 오디오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다시 부팅된 후 웹 

애플리케이션의 브라우저를 새로 고칩니다.

참가자 설정

참가자 역할
시스템은 각 참가자 장치에 할당된 역할을 기반으로 기능과 권한을 조정하여 어느 정도 회의를 용이하게 합니다. 참가자 역할은 다음 항

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언자 제한: 의장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지만 델리게이트는 차례를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발언자 우선순위: 참가자는 순위에 따라 다른 활성 발언자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컨트롤: 버튼 기능은 발언자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의장은 회의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대기 없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는 추가 컨트롤과 권

한이 부여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청취자이거나 최소한의 발언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요약한 것입니다.

역할 간단한 설명 세부 정보

의장 사회자 또는 행사 리더

의장은 언제든지 델리게이트 마이크 제어, 회의 제어 액세스 및 델

리게이트 발언자 재정의를 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가진 참가자입

니다.



Shure Incorporated

38/84

1.
2.
3.

•
•
•

1.
2.
3.
4.

역할 간단한 설명 세부 정보

델리게이트 일반 참가자

델리게이트는 회의 참가자의 대다수를 대표합니다. 마이크 작동

에 따라 델리게이트는 발언 차례가 될 때까지 요청 대기열에서 기

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마이크 필요 없음

참가자는 장치만 사용하여 플로어 믹스(라우드스피커 사용) 또는 

통역 채널(헤드폰 사용)을 듣습니다. 이 역할에는 발언 권한이 없

으나 의장은 이 마이크를 수동으로 켤 수 있습니다.

앰비언트 오디오 믹스 향상

이 역할은 자연스러운 방 주변 소음을 플로어 믹스에 추가하여, 다
른 참가자가 발언자 목록에 없을 때 발언이 잠시 중단된 동안 또

는 안건 사이의 짧은 휴식 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비 유틸리

티 장치용입니다. 이 역할에는 청취 또는 발언 권한이 없습니다.

회의 제어  > 고급 > 앰비언트 마이크 활성화로 이동합니다.

원격 발신자
델리게이트는 원격으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원격 발신자 역할에 구성된 회의 장치에 연결합니다. 원
격 발신자는 할당되지 않은 8개의 마이크 슬롯 중 하나를 점유하

고 이벤트 동안 발언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중 델리게이트
두 명의 델리게이트가 하나의 회의 장치 

공유

왼쪽 버튼과 오른쪽 버튼이 모두 각 참가자에 하나씩, 발언 버튼으

로 구성됩니다. 발언자 목록에는 두 명의 델리게이트가 개별 발언

자로 표시되지만 공유 마이크에서는 하나의 업 링크 채널만 사용

됩니다. 두 델리게이트 모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원격 발신자를 위한 회의 장치 구성
기술자 메뉴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의 장치를 원격 발신자 역할로 변경합니다.
모바일 장치에서 원격 참가자에게 전화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회의 장치 뒷면에 있는 TRRS 잭에 연결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연결할 때 회의 장치가 자동으로 원격 발신자 역할로 변경될 수 있게 하려면, 회의 제어 > 기본으로 이동하고 자동 감지 

원격 발신자 역할 케이블을 선택합니다.

원격 발신자의 발언 우선순위
모바일 장치가 회의 장치에 연결되었을 때, 원격 발신자는 연결과 발언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3가지 신호음 중 하나를 듣습니다.

짧은 상승 신호음 3회: 이벤트에 연결되었고 발언 목록에 남아 있습니다.
짧은 하강 신호음 3회: 이벤트에 연결되었고 청취 중이지만, 발언 권한이 없음

짧은 반복 신호음 2회: 회의 장치와 액세스 포인트의 연결이 끊어짐

참고: 회의 장치의 전원이 차단되면 원격 발신자에게 전송되는 신호음이 없습니다.

마이크 슬롯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회의 장치에서 케이블을 뽑았다가 다시 꽂아 원격 발신자를 발언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역할 변경
MXCW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장치 탭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참가자(또는 좌석)를 찾아 선택합니다.
역할을 선택하여 드롭다운을 확장하고 추가 역할을 확인합니다.
해당 참가자의 역할을 선택합니다. 장치가 해당 컨트롤과 권한으로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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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한 번에 여러 참가자를 업데이트하려면, 해당 참가자를 선택하고 측면 속성 패널에서 역할을 변경하십시오.

장치 기술 메뉴에서:

회의 장치의 기술 메뉴에 들어갑니다.

이제 역할 탭에서 새 역할을 선택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장치 식별
소프트웨어에서 변경하기 전에 올바른 하드웨어와 상호 작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장치 탭으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장치의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장치가 경고음을 내거나 깜박이는 것으로 선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장치 식별 표시기를 변경하려면 렌치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십시오.

해당 아이콘을 다시 선택하여 식별을 중지하거나 시간이 초과될 때까지 기다립니다(30초).

하드웨어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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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페이지 사용자 지정

장치 탭에서 보려고 하는 정보를 선택합니다.  필터와  표시되는 열을 편집하여 워크플로에 유용하지 않은 필드는 제거합니다.

 표시되는 열

장치 표에 표시되는 열을 결정합니다.

좌석 번호

좌석 이름

역할

배터리

RF 강도

발언 우선순위

오디오 그룹

왼쪽 버튼 기능

펌웨어 버전

일련 번호

마이크 게인

로우 패스 필터(9kHz)
하이 패스 필터(150Hz)

 필터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장치만 장치 표에 표시되도록 허용합니다.

역할

발언 우선순위

오디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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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버튼 기능

펌웨어 버전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려면  추가 옵션을 열고 재설정을 선택하십시오.

이름 및 좌석 번호 할당
의장 및 회의 운영자는 이름, 좌석 번호 또는 둘 모두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참조해야 합니다. 토론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한 이름과 좌석 

번호를 할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설비를 설정할 때 각 회의 장치에는 기본 이름이 표시되고 전원이 켜진 순서에 따라 자동 할당된 좌석 번호가 표시됩니다. 장치 탭

을 사용하여 무선 장치를 예상되는 좌석 배치도와 대조하십시오.

주: NFC 카드를 삽입한 경우 장치에 참가자 이름이 이미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FC 카드 기능을 참조하십시오.

회의실을 나타내는 좌석 배치도 또는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마이크가 필요한 각 좌석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좌석 배치도에 참

가자 이름을 추가합니다.
좌석 이름 필드를 클릭하고 각 장치에 대한 새 이름을 작성하여 좌석 이름을 제공합니다.

회의실 또는 좌석 배치도에서 실제 좌석 번호와 일치하도록 좌석 순서를 변경합니다.
단일 좌석을 이동하려면 해당 행의 좌석 필드를 클릭하고 새 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번호에 다른 좌석이 이미 있으면 다른 

좌석과 위치를 쉽게 바꿀(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좌석을 이동하려면 추가 옵션 > 번호 다시 매기기를 클릭하십시오. 원하는 순서로 각 장치의 발언 버튼을 눌러 좌

석을 다시 정렬하려면 이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면 버튼을 누른 순서대로 장치가 다시 매핑됩니다.

좌석 정보 유지
좌석 이름 및 좌석 번호와 같은 장치 설정은 기본적으로 전원을 껐다 켜는 동안 저장됩니다. 좌석 정보 저장을 중지하려면 저장 아이

콘 > 비활성화를 클릭하십시오. 좌석 정보 저장을 다시 시작하려면 저장 아이콘 > 유지를 클릭하십시오.

NFC 카드 기능
무료 Shure NFC 카드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www.shure.com에서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NFC 식별 카드를 회의 참가자의 이름으

로 프로그래밍합니다.

NFC 카드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은 MXCDualCard 등의 ACOS3 듀얼 인터페이스 또는 비접촉식 카드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되었

습니다. ACR1252U USB 카드 프로그래머(www.acs.com.hk)를 사용하여 참가자 이름을 식별 카드에 작성합니다.

회의 장치에 NFC 기능을 허용하는 방법:

회의 제어 > 고급 > NFC 활성화으로 이동합니다.
NFC 카드를 회의 장치에 삽입하면 참가자가 해당 이름으로 식별됩니다.

참고: 이중 델리게이트 회의 장치에서는 NFC 카드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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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우선순위
발언자 중단이 활성화되면 참가자는 해당 발언 우선순위 및 역할에 따라 발언자 목록에서 다른 참가자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각 참가자의 발언 우선순위를 수동으로 조정합니다.

발언 우선순위 설정 예시:

여러 의장
최고 등급의 의장을 5로 설정합니다.
나머지 의장들을 4로 설정합니다.

높은 등급의 델리게이트
일반 델리게이트는 1(기본값)에 둡니다.
높은 등급의 델리게이트를 2로 설정합니다.

발언 우선순위 조정
참가자 역할을 변경하지 않고 발언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

웹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장치 탭으로 이동합니다.
표에서 참가자를 선택하여 속성 패널을 엽니다.
추가 속성을 확장하고 해당 참가자의 발언 우선순위를 조정합니다.

활성 발언자 중단
중단이 허용되면 마이크를 켠 참가자가 발언자 목록의 마지막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차면 다양한 모드에 따라 마이

크 활성화 동작이 결정됩니다.

중단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

회의 제어 > 고급 > 활성 발언자 중단으로 이동합니다.
모드를 선택합니다.

허용되지 않음

더 높은 발언 우선순위 허용됨(기본값)
같거나 더 높은 발언 우선순위 허용됨

개별 참가자의 우선순위 조정에 대한 정보는 발언 우선순위를 참조하십시오.

마이크 활성화 스타일
발언 모드는 참가자가 그룹 설정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회의실 크기, 참가자 수, 행사의 공식성 여부, 직원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정도 등 몇 가지 요인이 회의 요건과 회의 진행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언 모드는 이러한 요인을 프리셋으로 조

정하여 마이크 작동을 제어합니다.

모드 설명 작동 원리

자동(기본값)

눌러서 말하기 

발언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 마이크가 켜집니다. 요청 대기열은 없

고, 목록이 가득 차면 마이크가 켜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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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설명 작동 원리

FIFO(선입 선출)
자동 요청 대기열

발언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를 대기열 시스템에 추가합니다. 발언

자 목록에 빈 자리가 생기면 대기열의 다음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

집니다. 목록이 가득 차면 참가자가 시간순 요청 대기열로 이동됩

니다.

수동

관리되는 요청 대기열
발언 버튼을 누르면 참가자가 의장이나 운영자가 관리하는 요청 

대기열에 추가됩니다.

핸즈프리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

의장 또는 대리인이 발언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자세

한 내용은 핸즈프리 모드를 참조하십시오.

주: 발언 우선순위가 목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새 발언자는 가장 오래된 활성화된 마이크를 자동으로 우선할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자의 우

선순위가 낮을 경우). 자세한 내용은 발언 우선순위를 참조하십시오.

발언 모드 변경
발언 모드는 액세스 포인트에 등록된 모든 회의 장치에 적용되는 시스템 설정입니다.

발언 모드를 변경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웹 애플리케이션: 회의 제어 > 기본 > 발언 모드 

주: 의장은 의장 보기에서 발언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액세스 포인트 LCD 메뉴: Meeting Ctrls > 발언 모드 

핸즈프리 모드
회의 장치는 의장이나 대리인이 마이크에 대고 말할 때 음성 감지를 사용하여 마이크를 자동으로 켭니다. 이중 델리게이트 및 청취자 역

할로 설정된 회의 장치는 음성 활성화로 켜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발언 버튼을 사용하거나 의장이 활성화해야 합니다. 앰비언트 

역할은 이 모드에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대신 최종 마이크 오픈 기능을 사용하여 주변 소음을 플로어 믹스에 추가하십시오.

웹 애플리케이션 > 회의 제어 > 핸즈프리 모드로 이동하여 음성 감지 설정을 변경합니다.

마이크가 소리에 더 민감하게 하려면 음성 감지 임계값을 낮추거나, 마이크를 덜 민감하게 하려면 임계값을 높이십시오.
몇 초 동안 침묵이 흐른 후 마이크가 꺼지도록 음성 감지 해제 시간을 설정합니다.
마지막 활성 마이크를 계속 켜려면 최종 마이크 오픈을 선택합니다.
실내 잔향으로 인해 추가 마이크가 켜지지 않도록 실내 잔향 시간을 설정합니다. 이는 반사 표면(유리, 콘크리트, 석재 등)이 많은 

회의실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마이크 활성화에 대한 임계값을 설정하여 후속 참가자가 마이크를 켜기 전에 다른 참가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더 크게 말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핸즈프리 모드의 모범 사례

활성 발언자 중단 모드는 거의 사용하지 마십시오. 핸즈프리 모드에서 허용되는 같거나 더 높은 발언 우선순위 허용됨을 피하십시

오.
최대 활성 발언자 수와 최대 활성 델리게이트 수를 자동 모드의 유사한 회의보다 높게 설정하십시오.
의도하지 않은 마이크 활성화를 줄이려면 스피커 볼륨을 낮추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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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발언자 수 설정
MXCW 시스템은 최대 8명의 활성 발언자를 허용합니다. 발언자 목록이 가득 차면 참가자는 말할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기 전에 말하려고 하면 마이크 LED 링이 잠시 깜박이며 알린 후 꺼집니다.

발언자 수를 설정하는 방법:

회의 제어 > 기본으로 이동합니다.
더하기 기호(+) 및 빼기 기호(−)를 사용하여 발언자 수를 변경합니다.

총 수량: 활성 델리게이트와 의장 장치의 총 수. 이는 동시에 플로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의 절대 최대 수입니다.
델리게이트: 동시에 개방할 수 있는 델리게이트 마이크 수입니다(의장 제외).
최대 요청 수: 요청 대기열에 배치할 수 있는 총 참가자 수입니다. 이것은 수동 및 FIFO 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 발언자 설정을 위한 모범 사례

추가 참가자를 총 발언자 수에 추가하여 의장이 언제든지 말할 수 있게 합니다.
FIFO(선입 선출) 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최대 발언자 수를 1로 설정하여 다른 발언자가 발언을 끝낼 때까지 참가자들이 발언을 대

기해야 합니다.
원격 발신자가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 슬롯을 유지합니다.

발언 버튼 충돌 방지
참가자와 관리자 또는 위원장이 장치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

회의 제어 > 고급 > 마이크 끄기 권한으로 이동합니다.
발언 버튼 두 번 누름 방지를 선택합니다.
회의 장치에 대해 두 번째 누름을 등록할 시간(초 단위)을 설정합니다.
옵션: 델리게이트가 발언 버튼을 1~120초의 지정된 시간 동안 눌러 관리자나 의장의 발언 버튼 누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마이크 끄기 권한 변경
관리자나 의장만 참가자 마이크를 끌 수 있게 하는 방법:

회의 제어 > 고급 > 마이크 끄기 권한으로 이동합니다.
관리자/의장만 참가자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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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 및 채널 라우팅
MXCW 시스템은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및 설치를 위해 무선, 아날로그 및 Dante 네트워크 채널을 지원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

용하여 회의용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MXCW 오디오 채널

① MXCW 무선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와 회의 장치 간의 암호화된 무선 오디오:

8개의 활성 발언자용 업링크 채널

9개의 다운링크 청취 채널(1개의 플로어 믹스 + 8개의 통역 채널)

② 아날로그 오디오

액세스 포인트의 XLR 커넥터:

1개 입력 채널

1개 출력 채널

③ Dante 네트워크 오디오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한 디지털 오디오 채널:

10개의 입력 채널

10개의 출력 채널

오디오 신호가 MXCW 시스템에 추가되면, 내부 매트릭스 믹서는 입력과 출력 간에 오디오 신호를 라우팅하여 다음과 같은 간단하고 유

연한 라우팅을 제공합니다.

레코딩, 방송 및 스필오버 리스닝룸을 위해 플로어 믹스를 여러 출력으로 보냅니다.
발표자용 바디팩 마이크 등 외부 사운드 소스를 플로어 믹스에 추가합니다.
각 활성 마이크를 별도의 오디오 채널에 기록하여 공식 기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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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CW 라우팅 설명
다양한 MXCW 라우팅 옵션은 표를 참조하십시오.

MXCW 오디오 라우팅 설명

라우팅 설명 사용 가능한 채널 웹 애플리케이션 경로

입력 채널

각 입력 채널에서 신호를 모니

터링하고 조정합니다.

오디오 신호

볼륨 및 음소거

AGC 및 EQ

아날로그 입력 1개

Dante 입력 10개
웹 어플리케이션 > 오디오 > 입력

그룹 믹스

각 믹스 그룹에 대해 1개 이상

의 소스:

좌석 번호

입력 채널

플로어 믹스

그룹 믹스 8개
웹 어플리케이션 > 오디오 > 그룹 믹스

출력 채널

각 출력 채널에 대한 소스 선택:

플로어 또는 그룹 믹스

마이크 슬롯

입력 채널

아날로그 출력 1개

Dante 출력 10개
웹 어플리케이션 > 오디오 > 출력

MXCW 무선 오디오
액세스 포인트와 회의 장치 간의 암호화된 무선 오디오:

발

언 

채

널

(업
링

크)

8개의 활성 발언자용 업링크 채널이 제공됩니다. 참가자가 자신의 마이크를 켜면 이 채널에 추가됩니다.이벤트에 따라, 발언자

의 한도를 낮추거나 특정 참가자에게 의장 역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가자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Shure Incorporated

47/84

•
•

•
•

최대 8명의 발언자

청

취 

채

널

(다
운

링

크)

스피커 및 헤드폰의 고정 플로어 채널 1개

헤드폰의 지정 가능한 통역 채널 8개

플로어 및 통역

플로어 믹스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기본적으로 오디오는 플로어 믹스로 전달됩니다. 플로어 믹스는 활성화된 발언자 모두를 결합하고 그 신호를 다

른 참가자 장치에 보내 청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치의 스피커 또는 헤드폰 채널에서 플로어 믹스를 듣습니다.

스피커: 플로어 믹스는 항상 스피커의 소스입니다.
헤드폰: 플로어 믹스는 헤드폰 채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채널 0).

활성 마이크 모니터링
MXCW 시스템 웹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플로어 믹스에 도움이 되는 오디오용 마이크 슬롯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오디오 > 
활성 마이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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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
◦

아날로그 연결
MXCW 액세스 포인트의 XLR 아날로그 커넥터를 사용하여 추가 장비를 쉽게 연결합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에는 Q&A 또는 발표

자 마이크 추가, 방송 피드로 오디오 전송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 연결이 포함됩니다.

액세스 포인트 아날로그 커넥터

커버를 제거하여 아날로그 커넥터에 액세스

아날로그 장치 연결
라인 레벨 오디오 장치 연결:

믹서 또는 무선 수신기에서 XLR 입력(기본 경로는 플로어 믹스)
레코딩, 스피커 또는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XLR 출력(기본 소스는 플로어 믹스)

나머지 MXCW 마이크와 함께 일반 음성 레벨을 사용하여 사운드 점검을 수행하십시오. 최상의 결과를 얻는 방법:
신호가 다른 MXCW 소스와 자연스럽게 혼합되도록 항상 AGC를 활성 상태로 두십시오.
이퀼라이제이션 필터를 사용하여 HVAC 등의 원치 않는 소리를 줄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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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날로그 입력 예

자동 게인 컨트롤(AGC)
자동 게인 컨트롤은 채널 레벨을 조절하여 모든 시나리오에서 모든 발언자의 볼륨을 일관되게 합니다. 이것은 더 조용한 음성에는 게인

을 증가시키고, 큰 음성의 경우에는 신호를 감쇠합니다.

최상의 성능을 위해 모든 입력에 대해 AGC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든 레벨 조정이 AGC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는 입력 레벨의 수동 제어가 금지됩니다.

필요하다면, 채널별로 AGC 기능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채널의 AGC를 비활성화 한 다음 해당 채널 페이더로 입력 레

벨을 수동으로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AGC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합니다.

오디오 > 활성 마이크로 이동한 후 AGC 버튼을 클릭합니다.
장치 탭에서 원하는 장치를 선택하고 AGC 활성화 상자를 선택합니다.
아날로그 및 Dante 입력의 경우 오디오 > 입력으로 이동하고 AGC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소스를 플로어 믹스에 추가
다른 오디오 소스를 추가하여 MXCW 무선 마이크의 플로어 믹스와 혼합합니다.

액세스 포인트의 XLR 아날로그 입력 1개가 자동으로 플로어로 라우팅됩니다.
Dante 디지털 네트워크 채널 10개가 라우팅용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오디오 소스를 다음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아날로그 입력: 오디오 소스를 액세스 포인트의 XLR 입력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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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1.
2.

3.

팁: 접지 루프 때문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릴 경우 접지 리프트 스위치를 뒤집으십시오.

디지털 오디오: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MXCW Dante 채널 중 하나로 라우팅합니다.
플로어 그룹에서 소스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필요하면 볼륨 레벨이나 EQ를 조정하여 다음에 있는 다른 입력 레벨과 일치시킵니다. 오디오 > 입력.

팁: 자동 연속 볼륨을 최적화하려면 각 채널에서 항상 AGC를 사용하십시오.

플로어에서 마이크 제거
기본적으로 모든 활성 마이크의 오디오는 플로어 믹스로 라우팅됩니다. 하지만 스피커로 보내고 싶지 않으면 플로어 믹스에서 회의 장

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장의 회의 장치를 녹음은 하되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플로어 믹스에서 가져옴). 그것을 플로어 믹스에서 제거한 후 

보관을 위해 레코딩 시스템에 연결된 다른 그룹으로 전달합니다.

오디오 > 그룹 믹스 > 플로어로 이동합니다.
제거할 좌석을 찾은 후 선택 취소합니다.

팁: 빈 좌석을 필터링하려면 연결된 좌석만 표시를 선택하십시오.

해당 좌석의 오디오를 다른 그룹으로 전달합니다. 원하는 그룹을 열고 좌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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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그룹을 출력 채널의 소스로 선택합니다.

4a. 소스 선택을 누릅니다.

4b. 좌석이 전달되는 그룹 믹스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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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이 그룹(플로어 믹스에서 제거된 좌석 포함)은 이제 출력 채널로 전달되고 레코딩, 방송 또는 기타 분야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개별 출력 채널에서 참가자 분리

8명 이하의 활성 발언자

각 참가자를 각자의 그룹 믹스에 할당하여 미리 결정된 채널에 개별적으로 레코딩합니다.

첫 번째 그룹 믹스(A)를 엽니다. 첫 번째 좌석을 선택합니다.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당 좌석에 맞게 그룹 이름을 변경합니다.

나머지 그룹 믹스(B~H)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출력 탭을 엽니다.
첫 번째 Dante 출력 채널의 경우, 입력 소스에 대해 Mix A를 선택합니다.

나머지 출력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8명이 넘는 활성 발언자

한 번에 8명이 넘는 활성 발언자를 레코딩하려면 (믹스로 라우팅된 좌석 대신) 8개의 마이크 슬롯을 출력 채널에 라우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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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은 특정 참가자에게 영구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8개의 무선 마이크 슬롯은 슬롯 1부터 시작하여 ‘채워’ 지며 더 많은 활성 

마이크를 통해 증가합니다(마이크가 활성화될 때마다 슬롯 1은 항상 채워짐).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깨끗한 레코딩이 가능하지만 

라벨링은 좌석 기준으로 참가자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활성 마이크 및 델리게이트 마이크 수를 8(최대)로 설정합니다.
출력 탭을 엽니다.
첫 번째 Dante 출력 채널의 경우, 입력 소스에 대해 마이크 슬롯 1을 선택합니다.

나머지 마이크 슬롯에 대해서도 반복합니다.

비상 오디오 신호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EEM(Emergency Evacuation Message) 오디오 신호를 아날로그 XLR 입력 또는 10개의 Dante 입력 채

널 중 하나에 연결합니다. 시스템은 EEM 신호가 있을 때 이를 감지하여 스피커와 모든 출력 연결에 분배합니다.

오디오 >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 메뉴를 열고 EEM 신호를 Dante 채널(예: Dante 입력 1) 또는 액세스 포인트의 XLR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주: 오디오는 임계값 미만으로 5초 동안 머문 후에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통역
언어 통역에 사용할 수 있는 8개의 오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다국어 회의에서 참가자는 모국어로 마이크에 발언하고 헤드폰에서 통역을 

청취합니다. 원격 호출자 역할로 구성된 회의 장치도 통역 채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통역 채널 설정
액세스 포인트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회의 장치의 통역 채널을 설정합니다.

오디오 > 통역으로 이동합니다.
드롭다운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합니다.
Assign Source를 누르고 사용 가능한 아날로그 입력 또는 10개의 Dante 입력 중에서 선택합니다.
채널 슬라이더를 클릭하여 통역 채널을 켭니다.
위 단계를 반복하여 최대 8개의 통역 채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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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치 통역 채널
회의 장치에는 통역사 채널 또는 플로어 채널에서 다른 참가자를 청취할 수 있는 헤드폰 및 원격 발신자 출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참가자는 회의 장치 터치스크린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다국어 행사의 참가자는 채널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국어를 청취합니다. 오디오 소스는 아날로그 입력 또는 Dante 입력 중 하나에서 옵

니다.

플로어 채널은 통역사가 토론의 동시 통역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채널은 다른 참가자가 헤드폰으로 또는 원격 통화에서 플로어 

채널을 청취할 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헤드폰 채널을 선택하려면:

회의 장치 측면 중 하나에 있는 헤드폰 잭에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헤드폰 아이콘을 누르고 목록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장치의 컨트롤 노브를 사용하여 헤드폰 볼륨을 조절합니다.

원격 발신자 채널을 선택하려면:

모바일 장치를 회의 장치 뒷면에 있는 TRRS 잭에 연결합니다.

 전화기 아이콘을 누르고 목록에서 채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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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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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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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 네트워크 오디오
Dante 오디오 네트워크를 MXCW 시스템에 연결합니다.

장치 네트워크 연결

10개의 입력 채널. 다음에 유용합니다.

Dante 지원 마이크. 예: Microflex 고급  실링 및 테이블 어레이

자동 믹서 또는 실내 시스템의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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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거리 오디오의 화상 회의 신호

10개의 출력 채널. 다음에 유용합니다.

보관을 위한 레코딩 시스템

라이브 스트리밍 이벤트

가까운 거리 오디오의 화상 회의 피드

Dante 채널 라우팅
Audinate 의 무료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Dante 채널을 MXCW 시스템 안팎으로 라우팅합니다.

Dante 네트워킹용 스위치 권장사항
기본 네트워킹 요구 사항 이외에, Dante 오디오 네트워크에는 다음의 기능을 갖춘 기가비트 네트워크 스위치나 라우터를 사용해야 합

니다.

기가비트 포트

4 큐(queue)의 서비스 품질(QoS)
엄격한 우선순위의 Diffserv(DSCP) QoS
권장: 각 네트워크 링크의 동작에 관한 상세 정보(포트 속도, 오류 카운터, 사용 대역폭)를 제공하는 관리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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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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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네트워크 관리자와 변경 사항을 조율하여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십시오.

QoS 값을 할당하려면, 스위치 인터페이스를 열고 다음 표를 사용하여 Dante  관련 대기열 값을 할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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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 QoS 우선순위 값

우선순위 용도 DSCP 라벨 16진수 10진수 2진수

높음(4)
시간이 가장 중요한

PTP 이벤트
CS7 0x38 56 111000

중간(3) 오디오, PTP EF 0x2E 46 101110

낮음(2) (사전 지정됨) CS1 0x08 8 001000

없음(1) 기타 트래픽 BestEffort 0x00 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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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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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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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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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네트워크 오디오 암호화
오디오는 미국 정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간행물 FIPS-197에 지정된 대로 고급 암호화 표준

(AES-256)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를 활성화하는 방법:

설정 메뉴를 열고 암호화를 선택합니다.
Enable Encryption을 클릭합니다.

중요 암호화가 작동하려면:

연결된 모든 Shure 장치에서 암호화를 범용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암호화를 켜거나 끄려면 Dante Controller에서 AES67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네트워킹

네트워킹 우수 사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위해 네트워크를 설정하려면 다음 우수 사례를 사용하십시오.

항상 각 구성요소를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직접 연결하여 “스타”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사용하십시오.
모든 Shure 네트워크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동일한 서브넷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는 오디오 신호가 라우팅(Dante 
Controller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는 모든 장치에 적용됩니다. 장치의 웹 애플케이션을 여는 데도 필요합니다.
개별 네트워크의 장치마다 오디오 전송을 위한 오디오 프로세서 또는 컨퍼런스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당 하나의 DHCP 서버만 사용하십시오. 추가 서버에서는 DHCP 주소 지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MXCW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스위치와 DHCP 서버의 전원을 켜십시오.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면 여러 이더넷 스위치를 스타 토폴로지에서 사용하십시오.
모든 장치는 펌웨어 개정 수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장치 IP 설정

IP 구성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자동(DHCP): IP 주소 자동 할당용.
수동(정적): 고정 IP 주소용.

IP 설정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를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MAC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고유 식별자.

IP 설정 구성
IP 구성은 웹 애플리케이션 또는 액세스 포인트 LCD 화면을 통해 관리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동(DHCP)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DHCP 모드에서는 장치가 DHCP 서버에서 IP 설정을 허용하거나, DHC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링크-로컬 설정으로 자동으로 다시 돌

아가도록 합니다. IP 주소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IP 속성을 구성하는 방법:

웹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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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값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자동 또는 수동을 선택합니다. 자동을 사용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할당됩니다. 수동 설정을 위해서는 수동으로 고정 IP 주소 할

당을 참조하십시오.

수동으로 고정 IP 주소 할당
IP 주소를 수동으로 할당하는 방법:

웹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설정값 탭으로 이동하여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수동을 IP 구성으로 선택합니다.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 주소를 입력합니다.
완료되면 적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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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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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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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연 설정으로 반올림한 다음, 그 설정을 사용합니다.

지연 설정을 변경하려면 Audinate의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십시오.

지연 권장사항

지연 설정 스위치의 최대 수

0.25ms 3

0.5ms(기본) 5

1ms 10

2ms 10+

무선 연결로 웹 애플리케이션 사용
무선 연결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는 최상의 성능을 위해 무선 라우터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스템은 멀티캐스

트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표준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무선 연결은 백워드 호환성 때문에 일반 패킷과 다르게 브로드캐스트와 멀

티캐스트 패킷을 취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선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 속도를 너무 느린 값으로 제한하여 웹 애플리케이션

을 적절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선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802.11b, 802.11a/g 및/또는 802.11n 표준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무선 라우터가 구성되어 오래된

802.11b 장치가 네트워크를 통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구성에서 이러한 라우터는 멀티캐스트 데이터 속도(또는 “기본 속도” 또
는 “관리 속도”라고도 함)를 1~2Mbps로 자동 제한합니다.

참고: 무선 연결은 제어 소프트웨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는 무선 연결을 통해 전송될 수 없습니다.

팁: 대규모 무선 마이크 구성의 경우, 멀티캐스트 전송 속도를 증가시켜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최상의 성능을 위해, 멀티캐스트 전송 속도를 1~2Mbps로 제한하지 않는 무선 라우터를 사용하십시오.

Shure에서 추천하는 무선 라우터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Linksys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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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Ports and Protocols

Shure Control

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Factory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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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tcp SSH Secure Shell Interface Closed

23 tcp Telnet Not supported Closed

68 udp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Open

80* tcp HTTP Required to launch embedded web server Open

443 tcp HTTPS Not supported Closed

161 tcp SNMP Not supported Closed

162 tcp SNMP Not supported Closed

2202 tcp ASCII Required for 3rd party control strings Open

5353 udp mDNS Required for device discovery Open

5568 udp SDT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8023 tcp Telnet Debug console interface Closed

8180 tcp HTML Required for web application Open

8427 udp Multcast SLP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64000 tcp Telnet Required for Shure firmware update Open

Dante Audio & Controller

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319-320]* udp PTP Dante clocking

2203 udp Custom Required for packet bridge

4321, 
14336-14600

udp Dante Dante audio

[4440, 4444, 
4455]*

udp Dante Dante audio routing

5353 udp mDNS Used by Dante

[8700-8706, 
8800]*

udp Dante Dante Control and Monitorin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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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8751 udp Dante Dante Controller

16000-65536 udp Dante Used by Da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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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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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S67
AES67은 다른 IP 오디오 기술을 사용하는 하드웨어 구성요소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오디오 표준입니다. 이 Shure 장치는 

라이브 사운드, 통합 설치 및 브로드캐스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내에서 호환성 향상을 위해 AES67을 지원합니다.

AES67 신호를 송신 또는 수신할 때 다음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를 사용 가능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여 AES67 구성 탭이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Shure 장치의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를 실행하려면 먼저 Dante Controller에서 AES67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송신 및 수신 장치가 모두 Dante를 지원할 때 AES67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Shure 장치 지원: 장치 2 지원: AES67 호환성

Dante 및 AES67 Dante 및 AES67 아니요. Dante를 사용해야 합니다.

Dante 및 AES67
AES67(Dante 미포함). 다른 모든 오디

오 네트워킹 프로토콜은 허용됩니다.
예

개별 Dante와 AES67 흐름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총 흐름 수는 장치의 최대 흐름 한계로 판별됩니다.

Shure 장치에서 오디오 보내기
모든 AES67 구성은 Dante Controller 소프트웨어에서 관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nte Controller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Dante Controller에서 Shure 송신 장치를 엽니다.
AES67을 활성화합니다.
Shure 장치를 재부팅합니다.
Dante Controller 사용자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AES67 흐름을 만듭니다.

다른 오디오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장치에서 오디오 수신
타사 장치: 하드웨어가 SAP를 지원할 때 흐름은 장치가 사용하는 라우팅 소프트웨어에서 식별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AES67 흐름을 

수신하기 위해 AES67 세션 ID와 IP 주소가 필요합니다.

Shure 장치: 송신 장치가 SAP를 지원해야 합니다. Dante Controller에서 송신 장치(IP 주소로 나타남)는 다른 Dante 장치처럼 라우팅

될 수 있습니다.

투표
의장은 회의 장치 또는 의장 웹 애플리케이션 보기의 투표 탭에서 투표 세션을 제어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투

표 세션 설정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원하는 경우 투표 버튼 및 결과 위에 표시될 투표 제목을 입력합니다.
원하는 경우 투표 세션에서 참가자 제외

6가지 투표 구성 중 1가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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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세션을 시작하려면:

투표 구성을 선택합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모든 회의 장치에 투표 화면이 표시되며 투표 권한이 있는 참가자는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세션을 종료하려면 중지를 누르십시오.

투표 구성
공개 투표에서는 참가자의 선택이 계속 표시되고 중간 투표 결과가 표시됩니다.

비밀 투표에서는 참가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가 없으며 중간 투표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투표 구성 회의 장치 화면

2-버튼(공개)
2버튼(무기명)

2 버튼 투표를 통해 참가자는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할 수 있

습니다.

3버튼(공개)
3버튼(무기명)

3 버튼 투표에는 공식적으로 투표를 거부하는 "기권"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됩니다.

5버튼(공개)
5버튼(무기명)

5버튼 투표를 통해 사용자는 "- -"에서 "+ +"까지 응답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응답은 설문조사 응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공개 투표 세션의 결과는 투표가 완료된 후 표시됩니다. 의장은 회의 장치 또는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유를 눌러 무기명 투표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내보내기를 선택하여 인쇄하거나, PDF 파일을 저장하거나, CSV 파일을 저장합니다.

중요: 다음 투표가 시작되거나 결과가 지워진 후에는 투표 결과를 불러오거나, 인쇄하거나, 내보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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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가 항상 10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문제 해결

문제 해결

기본 시스템 확인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기본 하드웨어와 연결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고 장치가 켜져 있습니다.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무선 간섭

더 많은 무선 채널을 선택합니

다.
무선 채널이 선택 해제되어 있으면 웹 애플리케이션의 무선 스캔에 다시 추가하십시오. 무선 > 무
선 채널 선택.

RF 전원을 조정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RF 전원을 낮춥니다. 무선 > RF 전원.
이렇게 하면 신호대잡음비는 향상되지만 간섭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동하십시오. 무선 > RF 전원.

MXCW 액세스 포인트 위치 변

경
액세스 포인트를 실내의 다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치를 참조하십시오.

장치 재설정
Shure 장치는 구입 즉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기 전에 또는 문제 해결 중에 시스템 호환성을 위해 장치를 재설정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2가지 재설정 레벨을 제공합니다.

네트워크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만 지우고 새로운 네트워크 연결을 제공합니다.
시스템 재설정: 모든 장치와 시스템 설정을 지워 장치를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액세스 포인트

오목한 모양의 재설정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네트워크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설정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새로 고치려면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시스템 재설정: 10초 동안 길게 눌러 장치를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재설정하는 동안 LED 동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MXCWAPT)를 참조하

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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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장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 기술자 메뉴에 접속합니다. 설정 페이지 상단에서 볼륨 컨트롤 

노브를 누른 상태로 화면의 오른쪽을 누릅니다.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여 공장 초기화를 누릅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오목한 모양의 재설정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네트워크 재설정: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설정하고 네트워크 연결을 새로 고치려면 4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시스템 재설정: 8초 동안 길게 눌러 장치를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액세스 포인트

 Settings > Device reset Device reset 으로 이동합니다. 장치 재부팅 또
는 출고 시 기본 설정 복원을 선택합니다.

회의 장치

장치로 이동하여 장치를 선택합니다. 장치 속성 패널에서  더 많은 옵션을 열고 
공장 초기화를 선택합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Settings > Device reset Device reset 으로 이동합니다. 장치 재부팅 또
는 출고 시 기본 설정 복원을 선택합니다.

로그 파일 내보내기
로그 파일은 중요한 장치 및 네트워크 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정으로 이동하고 APT 로그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문제 해결을 위

해 로그 파일을 Shure 시스템 지원으로 보냅니다.

펌웨어

펌웨어 업데이트
펌웨어는 기능을 제어하기 위해 각 구성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입니다. 추가 기능 및 향상된 성능을 적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펌웨어가 개발됩니다. Shure Update Utility를 사용하여 펌웨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shure.com에서 Shure Update Utility를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s://www.shure.com


Shure Incorporated

63/84

1.

2.
3.

4.

•
•

회의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Shure 업데이트 유틸리티 도구를 사용하여 MXCWAPT 및 MXCW640 펌웨어 업데이트를 MXCWAPT에 업로드하십시오.

웹 어플리케이션 >  Settings > 펌웨어로 이동합니다.
원하는 회의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참고: 펌웨어 업데이트에는 최소 20분의 배터리 충전량이 필요합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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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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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펌웨어 버전 번호(예: 1.2.x)가 동일해야 합니다.

타사 제어 시스템 사용
액세스 포인트 및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은 이더넷을 통해 AMX 또는 Crestron과 같은 외부 제어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이러한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로직 명령을 수신합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어되는 많은 파라미터는 적절한 명령 문자열을 사용하여 타사 제

어 시스템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당 하나의 컨트롤러만 사용하여 메시지 충돌을 피하십시오. 전체 명령 문자열 목록을 보려

면 pubs.shure.com을 방문하십시오.

연결: 이더넷(TCP/IP; AMX/Crestron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 선택)
포트: 2202

사양

시스템
지연

스피커/헤드폰 출력으로 마이크 입력 16 ms

아날로그 입력으로 마이크 입력 9.2 ms

스피커/헤드폰 출력으로 아날로그 입력 7.7 ms

주파수 응답

헤드폰 아웃풋 100 Hz-20 kHz (+0.5 dB/-3 dB)

스피커 출력 220 Hz-15 kHz (±10 dB)

전 고조파 왜율

헤드폰 아웃풋 0.06%,일반

Speaker Output 1%,일반

다이내믹 레인지

헤드폰 아웃풋 100 dB (A-weighted),97 dB (비가중),일반

http://www.sh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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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Output (unweighted), typical 94 dB (A-weighted),91 dB (비가중),일반

디지털 신호 처리 중

24 비트,48 kHz

오디오 극성

MXCW640 마이크 다이어프램의 양압은 MXCWAPT XLR 출력의 핀 2에 양의 전압을 생성합니다.

작동 범위

8 미터 (낮음),15 미터 (중간),30 미터 (High),45 미터 (최대 )

가시 거리에 있는 MXCWAPT. 실제 범위는 RF 신호의 흡수, 반사, 간섭에 따라 다릅니다..

보안

AES 암호화(Dante 및 802.11 a, g)

MXCWAPT

아날로그 입력

최대 입력 레벨

라인 24.9 dBV

Aux 10.3 dBV

1% THD+N, Dante 출력

주파수 응답

라인 22 Hz~20 kHz(+0.5 dB/-3 dB)

Aux 22 Hz~20 kHz(+0.5 dB/-3 dB)

Dante 출력에서 측정

음의 왜곡률

라인 0.03%, 일반

Aux 0.02%,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다이내믹 레인지

라인 115 dB(A 가중), 113 dB(비가중), 일반

Aux 112 dB(A 가중), 110 dB(비가중),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라인 -92 dBV, A 가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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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x -104 dBV, A 가중, 일반

입력 임피던스

라인 10 kΩ

Aux 12 kΩ

구성

밸런스드

유형

핀 지정
표준 XLR 핀아웃

1: 접지, 2: 오디오 +, 3: 오디오 -

GND 리프트

왼쪽 핀 1=GND 연결됨

오른쪽 핀 1=GND 연결 해제됨

아날로그 출력

최대 출력 레벨

4.3 dBV

1%THD+N

주파수 응답

1 Hz-~20 kHz(+0.5 dB/-3 dB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음의 왜곡률

0.01%,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다이내믹 레인지

100 dB(A 가중), 97 dB(비가중),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부하 임피던스

>600 Ω, 일반

유형

3핀 수 XLR

핀 지정
표준 XLR 핀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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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 2: 오디오 +, 3: 오디오 -

GND 리프트

왼쪽 핀 1=GND 연결됨

오른쪽 핀 1=GND 연결 해제됨

RF
WLAN 표준

IEEE 802.11 a, g

주파수 대역

2.4 GHz ISM, 5 GHz UNII

감도

10% PER에서 -80 dBm

아웃풋 전력

1 mW(낮음), 5 mW(중간), 13 mW(높음), 25 mW(최대)

안테나 유형

독점적 내부 이중 레벨 이중 대역(PIFA), 특허 출원 중

전원

공급장치 유형

Power over Ethernet(PoE)

공급 전압

37 ~ 57 V

소비 전력

12.95W 최대, 6.5W 일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가비트 이더넷, Dante 디지털 오디오

링크 속도

10/100/1000Mbps

네트워크 처리 용량

DHCP 또는 수동 IP 주소

케이블 길이

100m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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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종류

Cat 5e 이상

커넥터 유형

RJ45

디스플레이

유형

단색 FFSTN LCD

디스플레이 크기

46.7 x 18.8 mm(1.84 x .074 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

152 x 78(78ppi)

기계

치수

47.8 x 242.5 x 241.8 mm(1.88 x 9.55 x 9.52인치)

무게

1.15 kg

하우징

몰드형 플라스틱, 다이 캐스팅 알루미늄

장착 유형

천장 브래킷 또는 벽

환경

작동 온도 범위

-7℃(19.4℉) ~ 49℃(120.2℉)

보관 온도

-29℃(-20.2℉) ~ 60℃(140℉)

상대 습도

<95%

MXCW640

마이크 입력

기준 입력 레벨

-60 dBV



Shure Incorporated

68/84

최대 입력 레벨

-1.5 dBV

Dante 출력에서 측정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0.5 dB/-3 dB)

Dante 출력에서 측정

음의 왜곡률

0.04% ,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다이내믹 레인지

112 dB A 가중, 110 dB 비가중,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17 dBV A 가중, 일반

입력 임피던스

26 kΩ

구성

Unbalanced

유형

멀티핀 암 구즈넥 소켓

핀 지정

독점 Shure 핀아웃

원격 발신자 입력

최대 입력 레벨

1.6 dBV

Dante 출력에서 측정

주파수 응답

30 Hz ~ 20 kHz(+0.5 dB/-3 dB)

Dante 출력에서 측정

음의 왜곡률

0.07%,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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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레인지

95 dB A 가중 , 93 dB 비가중,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프리앰프 동등한 입력 노이즈 (EIN)
-106 dBV A 가중, 일반

입력 임피던스

3.5 Ω

구성

Unbalanced

유형

TRRS 3.5 mm 암 소켓

핀 지정
CTIA/AHJ 표준 핀아웃

팁= 왼쪽 이어피스, 링 1= 오른쪽 이어피스, 링 2= 접지, 슬리브= 마이크

헤드셋 마이크 입력

최대 입력 레벨

-5.5 dBV

Dante 출력에서 측정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0.5 dB/-3 dB)

Dante 출력에서 측정

음의 왜곡률

0.07%,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다이내믹 레인지

94 dB A 가중, 92 dB 비가중, 일반

Dante 출력에서 측정

입력 임피던스

2.2 kΩ

구성

Unbala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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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RRS 3.5 mm 암 소켓

핀 지정
CTIA/AHJ 표준 핀아웃

팁= 왼쪽 이어피스, 링 1= 오른쪽 이어피스, 링 2= 접지, 슬리브= 마이크

스피커 출력

공칭 출력 레벨

0.5 m에서 72 dB SPL

A 가중 및 빠른 평균화를 사용하여 SPL 미터로 측정

최대 출력 레벨

0.5 m에서 89 dB SPL

3% THD+N

주파수 응답

220 Hz ~ 15 kHz(±10 dB)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음의 왜곡률

1%,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다이내믹 레인지

94 dB A 가중, 91 dB 비가중, 일반

헤드폰 출력

최대 출력 레벨

2.1 dBV

1% THD+N.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주파수 응답

100 Hz ~ 20 kHz(+0.5 dB/-3 dB)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음의 왜곡률

0.04%,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다이내믹 레인지

101 dB A 가중, 99 dB 비가중,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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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부하 임피던스

>8 Ω, 일반

헤드폰 출력은 단락이 방지됩니다.

구성

듀얼 모노

스테레오 및 모노 헤드폰을 구동합니다.

유형

TRRS 3.5 mm 암 소켓

핀 지정
CTIA/AHJ 표준 핀아웃

팁= 왼쪽 이어피스, 링 1= 오른쪽 이어피스, 링 2= 접지, 슬리브= 마이크

원격 발신자 출력

최대 출력 레벨

-29.1 dBV

1% THD+N.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주파수 응답

4 Hz ~ 20 kHz(+0.5 dB/-3 dB)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음의 왜곡률

0.07%,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다이내믹 레인지

87 dB A 가중, 77 dB 비가중, 일반

Dante 입력에 오디오 연결

출력 임피던스

2 kΩ

유형

TRRS 3.5 mm 암 소켓

핀 지정
CTIA/AHJ 표준 핀아웃

팁= 왼쪽 이어피스, 링 1= 오른쪽 이어피스, 링 2= 접지, 슬리브=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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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
WLAN 표준

IEEE 802.11 a, g

주파수 대역

2.4GHz ISM, 5GHz UNII

감도

10% PER에서 -75 dBm

아웃풋 전력

1 mW(낮음), 3 mW(중간), 6 mW(높음), 10 mW(최대)

안테나 유형

독점적 내부 이중 레벨 이중 대역(PIFA), 특허 출원 중

NFC
반송파 주파수 범위

13.56 MHz

전송 프로토콜

ISO/IEC 14443

안테나 유형

내부 NFC 루프 안테나

전원

배터리 유형

Shure

, 리튬 이온

배터리 커넥터

독점 핀

배터리 전압

3 ~ 4.2 V

공칭 용량

35 Wh

소비 전력

3 W,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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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시간

> 11시간, 일반

충전 시간

6시간: 30분 전원이 꺼졌을 때 일반

8시간 전원이 켜졌을 때 일반

USB 포트에서 충전하는 경우

USB
입력 전압 범위

4.5 ~ 5.25 V

소비 전력

최대 10W

권장 케이블

28 AWG/1 P + 22 AWG/2 C, <1.5m

디스플레이

유형

정전식 터치스크린이 있는 컬러 TFT LCD

디스플레이 크기

109.2 mm(4.3인치)

디스플레이 해상도

480 x 272(128 ppi)

기계

치수

70.2 x 148 x 257.5 mm(2.8 x 5.8 x 10.1인치)

무게

1.21 kg 배터리 포함, 1.025 kg 배터리 제외

하우징

몰드형 플라스틱, 다이 캐스팅 알루미늄

장착 유형

M4 육각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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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범위

작동 온도 범위

0  °C(−32 °F) ~ 35 °C(95 °F)

충전 온도 범위

0 °C(32 °F) ~ 33 °C(91.4 °F)

보관 온도 범위

−20 °C(4 °F) ~ 50 °C(122 °F)

상대 습도

95% 초과

MXCWNCS
배터리 유형

Shure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 커넥터

독점 핀

충전 시간

50% = 1.5 시간; 100% = 4 시간

충전 전류

3.6 A

전력 사양

입력 100 ~ 240V AC, 50/60 Hz, 2A 최대

출력 4.2V DC 최대, 160W 최대

네트워크 연결

RJ45 (이더넷)

기타 연결

IEC(전원)

네트워크 처리 용량

DHCP 또는 수동 IP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 Mbps 이더넷

케이블 길이

100 m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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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요건

Cat 5e 이상

하우징

주물제작 플라스틱, 강철

장착 유형

테이블탑, 랙 또는 벽

치수

72.4 mm  x   438.9 mm  x   193.5 mm ( 2.9  인치  x   17.3  인치  x   7.6  인치)

무게

2825 g

작동 온도 범위

−20  °C(−4 °F) ~ 35 °C(95 °F)

방전 온도 범위

−20  °C(−4 °F) ~ 35 °C(95 °F)

보관 모드가 활성화되면 방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전 온도 범위

0 °C(32 °F) ~ 35 °C(95 °F)

보관 온도 범위

−29 °C(20.2 °F) ~ 60 °C(140 °F)

보관 모드가 아니라 충전기 보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대 습도

<95%

SB930
SB930

3

6

3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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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Mini-shotgun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06/MS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16/C

Dualflex,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16DF/C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20/C

Dualflex,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20DF/C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25/C

Dualflex, cardioid gooseneck microphone for MXC and MXCW MXC425DF/C

액세서리 선택 사양
Dual-Card for MXC, MXCW, and DCS; Quantity 10 MXCDUALCARD-10PK

Chairperson button set for MXCW640; Includes 1 of each: All Delegates Off, Mute 
All, Next On; Quantity 3

MXCW-ACC-CM

A and B buttons for MXCW640; Quantity 10 each MXCW-ACC-A/B

Mute button for MXCW640; Quantity 10 MXCW-ACC-M

Reply button for MXCW640; Quantity 10 MXCW-ACC-R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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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모델 변형 버전
지역 모델

미국 MXCWAPT-A

캐나다 및 멕시코 MXCWAPT-B

일본 MXCWAPT-JP

이스라엘 MXCWAPT-IL

전 세계 MXCWAPT-W

MXCWAPT-W 액세스 포인트는 다음 국가 및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MXCWAPT-W

지역 국가

APAC(아시아 태평양)
호주,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키

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베트남

아프리카
이집트, 에티오피아, 케냐,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

국

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

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자메이카,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베
네수엘라

EME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

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

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
만,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 아라

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UAE, 
영국*

* 웹 애플리케이션 및 LCD 메뉴에서 유럽 연합/EFTA 목록의 일부.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모델 변형 버전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모든 모델은 전원 케이블을 포함합니다.

지역 모델

미국 MXCWNCS-US

아르헨티나 MXCWNCS-AR

브라질 MXCWNCS-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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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지역 모델

유럽 MXCWNCS-E

영국 MXCWNCS-UK

일본 MXCWNCS-J

중국 MXCWNCS-CHN

한국 MXCWNCS-K

대만 MXCWNCS-TW

호주 MXCWNCS-AZ

인도 MXCWNCS-IN

중요한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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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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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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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배터리 팩은 폭발하거나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열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개조하거

나, 분해하거나, 60°C(140°F) 이상 가열하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을 따르십시오.
Shure 충전지를 충전할 때는 Shure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동등한 유형의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배터리를 절대로 입 안에 넣지 마십시오. 만약 삼켰을 경우, 의사나 지역의 독극물 통제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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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단락은 화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Shure 제품이 아닌 배터리 팩 또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팩을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 팩을 올바르게 폐기하는 방법은 현지 판매점에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배터리 팩 또는 설치된 배터리)는 햇빛, 화염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음료 또는 기타 유체와 같은 액체에 배터리를 담그지 마십시오.
극성을 바꿔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삽입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정상적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송을 위해 배터리를 단단히 포장하십시오.

경고: 충전하기 전에 제품이 0~45°C(32~113°F) 범위의 실온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取得審驗證明之低功率射頻器材，非經核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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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低功率射頻器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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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述合法通信，指依電信管理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器材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

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設備之干擾。

應避免影響附近雷達系統之操作。

高增益指向性天線只得應用於固定式點對點系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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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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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비는 실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인력: 이 제품은 특정 용도로 설계되었으며 RF 및 관련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적격 인력이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설

치를 시도하거나 설정을 변경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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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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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 대해 설정된 FCC 방사노출 한도를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라디에이터와 사용자의 신체 사이에서 최소

20cm 거리에 설치하고 작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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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operación de este equipo está sujeta a las siguientes dos condiciones: (1) es posible que este equipo o dispositivo no 
cause interferencia perjudicial y (2) este equipo o dispositivo debe aceptar cualquier interferencia, incluyendo la que pueda 
causar su operación no deseada.

日本の電波法および電気通信事業法準拠。本デバイスは日本の電波法および電気通信事業法に基づく認証を受けています。本デ

バイスを改造しないでください（改造すると認証番号は無効になります）。

本製品が 5GHz 帯で使用するチャンネルは、下記の W52 、 W53 、 W56 の 3 タイプです。

タイプ チャンネル番号 周波数

W52

36 5,180MHz

40 5,200MHz

44 5,220MHz

48 5,240MHz

W53

52 5,260MHz

56 5,280MHz

60 5,300MHz

64 5,320MHz

W56

100 5,500MHz

104 5,520MHz

108 5,540MHz

112 5,560MHz

116 5,580MHz

120 5,600MHz

124 5,620MHz

128 5,64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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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660MHz

136 5,680MHz

140 5,700MHz

W52 と W53 の帯域の電波は屋内でのみ使用可能です。

運用に際しての注意

この機器の使用周波数帯では、電子レンジ等の産業・科学・医療用機器のほか工場の製造ライン等で使用されている移動体識別用の

構内無線局（免許を要する無線局）及び特定小電力無線局（免許を要しない無線局）並びにアマチュア無線局（免許を要する無

線局）が運用されています。

この機器を使用する前に、近くで移動体識別用の構内無線局及び特定小電力無線局並びにアマ 　 チュア無線局が運用さ

れていないことを確認して下さい。

万一、この機器から移動体識別用の構内無線局に対して有害な電波干渉の事例が発生した場合には、 速やかに使用周波

数を変更するか又は電波の発射を停止した上、下記連絡先にご連絡頂き、混　 信回避のための処置等（例えば、パーティ

ションの設置など）についてご相談して下さい。

その他、この機器から移動体識別用の特定小電力無線局あるいはアマチュア無線局に対して有害な電波干渉の事例が発生

した場合など何かお困りのことが起きたときは、保証書に記載の販売代　 理店または購入店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代

理店および販売店情報は Shure 日本語ウェブサイト　 http://www.shure.co.jp でもご覧いただけます。

現品表示記号について

現品表示記号は、以下のことを表しています。 この無線機器は 2.4GHz 帯の電波を使用し、変調方式は「 DS-SS 」方式および

「 FH-SS 」方式、想定与干渉距離は 40m です。 2,400MHz ～ 2,483.5MHz の全帯域を使用し、移動体識別装置の帯域を回避する

ことはでき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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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e equipamento não tem direito à proteção contra interferência prejudicial e não pode causar interferência em sistemas 
devidamente autorizados.

http://www.shure.co.jp


Shure Incorporated

84/84

환경 친화적 폐기

오래된 전기 기기는 잔류 폐기물과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되고,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개인을 통한 공동 수거지에서 폐기는 무료입니

다. 오래된 기기의 소유자는 이러한 수거지 또는 유사한 수거지로 해당 기기를 가져가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개인 노력으로 귀중한 원

자재를 재활용하고 독성 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CE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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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CC 마크, CE 마크, RCM 마크 및 전기 정격은 충전기 케이스 하단에 있는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상표:
Audinate , Audinate logo 및 Dante 는 Audinate Pty Ltd.의 등록 상표입니다.® ®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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