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XW
Microflex  무선®

Shure Microflex Wireless (MXW) online user guide with specifications and how to set up, install, network, and troubleshoot.
Version: 7.4 (2023-A)



Shure Incorporated

2/99

Table of Contents

MXW   Microflex® 무선                                                        4

개요                                                                                       4

일반 설명                                                                             4

특징                                                                                    5

MXW 무선 시스템                                                               6

하드웨어 설명                                                                         9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9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12

네트워크 충전기(NCS)                                                      14

마이크 송신기                                                                    16

충전식 배터리                                                                    22

설치                                                                                     27

추가 장비                                                                           27

MXW 구성요소 연결                                                          28

랙 설치                                                                              29

충전 스테이션 고정                                                            30

2채널 충전기 벽면 마운트                                                  31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장착                                             35

하드웨어 전원 공급                                                            37

MXW 제어 소프트웨어 열기                                               39

시스템 설정                                                                          39

오디오 채널을 형성하는 그룹 장치                                      40

장치 사이의 채널 라우팅                                                    43

마이크를 그룹 채널로 연결                                                 45

백업 마이크 준비                                                               46

구성요소 교환 또는 제거                                                    48

네트워크를 통한 마이크 연결                                             48

대규모 설비                                                                          49

대규모 시스템 관리를 위한 Shure SystemOn 소프트웨어  49

고밀도 모드                                                                       49

구성: 여러 그룹 관리                                                          49

무선 관리                                                                              50

채널 조정 개요                                                                   50

사용 가능한 RF 스펙트럼 스캔                                           51

PHS 감지                                                                          52

PHS 감지 오류 식별                                                          52

RF 전원 설정                                                                     53

여러 개의 2채널 또는 4채널 액세스 포인트 사용                 54

네트워킹                                                                               55

네트워킹 우수 사례                                                            56

Configuring IP Settings                                                    56

고급 설정                                                                           58

소프트웨어                                                                           61

MXW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61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어 소프트웨어  7
5

Audinate의 Dante 소프트웨어                                           79

펌웨어 업데이트                                                                80

문제 해결                                                                              80

추가 리소스                                                                       82

공장 초기화                                                                       82

액세서리 및 모델 종류                                                           83

Microflex 무선 사양                                                             86

시스템                                                                               86

송신기                                                                               87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90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90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91

송신기 출력 전력                                                               93



Shure Incorporated

3/99

배선 도표                                                                           94

안전 정보                                                                              95

안전 유의사항                                                                    95

경고                                                                                  95

경고                                                                                  96

중요 안전 지침                                                                      96

중요한 제품 정보                                                                  97

Information to the user                                                     97

인증                                                                                     98

상표:                                                                                 99



Shure Incorporated

4/99

MXW   
Microflex  무선

개요

일반 설명
Shure Microflex 무선 시리즈(MXW)는 유연한 회의실 환경을 위한 완벽한 마이크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에는 자동 RF 채널 관리, 암
호화(AES256) 지원 충전용 무선 마이크, Dante 를 사용한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MXW 액세스 포인트(APT)는 눈에 띄지 않고 무선 마이크와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사이에서 통신을 전달하기 위해 천장이나 벽면에 

장착합니다. 같은 영역에서 마이크를 최대 80개* 동시 작동해야 하는 설비에 여러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지역에 따

라 다름). MX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은 테이블탑 제품을 위한 바운더리 및 구즈넥 마이크뿐만 아니라 기업 교육 및 프레젠테이션용

의 핸드헬드와 바디팩 솔루션을 충전하고 보관합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컴퓨터의 시스템 설정,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에 제어 소

프트웨어가 사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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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탁월한 Shure 품질

프리미엄 오디오

모든 Microflex 마이크는 음성 통신의 자연스러운 특성을 선명하게 포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휴대폰, 태블릿 등의 소비자 무선 장치에서 불필요한 전파 장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호하는

CommShield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전식 마이크

각 MXW 마이크는 마이크를 제거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리튬 이온 건전지에

서 전원이 공급됩니다. 건전지 통계는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전지 사용 시간, 
최대 충전 용량까지의 시간, 충전 주기 수 및 건전지 용량).

눈에 띄지 않는 전문적인 디자

인

눈에 띄지 않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무선 마이크는 다양한 AV 환경에 품격 있게 통합할 수 있습니

다. MXW는 와이어가 제거되어 복잡함이 크게 줄어들었고 전문적인 우아함을 보여줍니다.

암호화
MXW 무선 링크는 미국 정부의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간행물

FIPS-197에 명시된 대로 고급 암호화 표준(AES-256)을 사용하여 암호화됩니다.

고급 네트워킹 및 제어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디지털 오디오는 차폐형 Cat5e(또는 이상) 케이블을 사용하여 표준 이더넷을 통해 전달됩니다. 
Audinate 의 Dante  기술로 개발된 MXW는 낮은 지연 시간, 클럭 동기화, 높은 서비스 품질

(QoS)을 제공하여 오디오를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IT 및 제어 데이터와 같은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공존하거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동 주파수 조정

MXW 시리즈는 자동 주파수 조정을 사용하여 모든 마이크를 신속하게 설정하고 무선 통신이 중단

되지 않고 안정적이게 해줍니다. 연결된 충전 스테이션을 배치하고 Link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액

세스 포인트 트랜시버에 있는 채널에 마이크가 할당됩니다. 여러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가 함께 

작동하여 대규모 설비나 확장 가능한 회의실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연결되면 시스템이 사용 가능

한 RF 스펙트럼을 자동으로 스캔하여 작동을 위한 최고 품질의 RF 채널을 선택합니다. 간섭이 감

지되면 연속 백그라운드 스캔 중에 결정된 차선의 RF 채널로 마이크가 자동 전환합니다.

원격 제어 및 모니터링
Microflex 무선 구성요소와 소프트웨어는 Crestron, AMX, 기타 프로그래밍 가능한 컨트롤러와 호

환됩니다. 구성요소는 화상회의 장비 및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와 인터커넥팅됩니다.

내장형 RF 스펙트럼 스캐너

MXW 무선 구성요소는 같은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른 무선 장치(특히 무선 전화와 헤드셋)가 사용

할 수 있는 비허가 스펙트럼으로 전송합니다. MXW 액세스 포인트는 평균 및 피크 RF 간섭을 기록

하는 RF 스캐너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는 스캔된 영역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MXW 채널 수

에 대한 정확하게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

® 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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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 무선 시스템

① 무선 마이크

② 시스템 프로세서와 무선 트랜시버

③ 마이크 연결 및 충전 스테이션

④ 기가비트 네트워크 스위치가 있는 아날로그 출력 장치

⑤ 차폐형 Cat5e 케이블(미포함)

MXW 시스템 구성요소

마이크 송신기

MXW 마이크는 암호화된 무선 오디오 신호를 액세스 포인트에 전송합니다. 사용 가능한 네 가지 폼 팩터:

하이브리드 바디팩(MXW1)
바디팩은 핸즈프리, 이동 통신용으로 벨트나 스트랩에 고정합니다. 이는 라발리에 연결과 통합 전

방향 마이크에 대한 TQG 입력을 제공합니다.

핸드헬드(MXW2)
핸드헬드를 통해 발표자는 탁월한 품질의 Shure SM58, SM86, BETA58 및 VP68 마이크 카트리

지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바운더리(MXW6/C, MXW6/
O)

바운더리 송신기는 테이블이나 책상에 놓여 음성을 전달하며 어떠한 회의 환경에서도 눈에 띄지 않

게 잘 배치됩니다.

데스크톱 구즈넥 베이스

(MXW8)
구즈넥 베이스는 12.7cm(5인치), 25.4cm(10인치) 및 38.1cm(15인치)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MXW1, MXW6 및 MXW8 마이크는 통역 채널 등의 오디오 모니터링을 위한 헤드폰 출력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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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MXWAPT2, MXWAPT4, MXWAPT8)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2채널, 4채널 및 8채널 단위)는 마이크와 암호화된 무선 오디오의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벽면이나 천장에 장착

합니다. 이는 시스템 허브로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무선 마이크와 다른 Dante 장치 사이에 디지털 오디오를 전송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MXWANI4, MXWANI8)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4채널 및 8채널)는 MXW 시스템에 아날로그 오디오 입력 및 출력을 제공하는 Dante 네트워크 장치입니

다. 여기에는 MXW 액세스 포인트, 컴퓨터 및 최대 2개의 MX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 4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

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MXWNCS2, MXWNCS4, MXWNCS8)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2, 4 및 8슬롯 모델)은 MXW 마이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를 액세스 포인트 채널에 연결

하고 배터리 통계를 제어 소프트웨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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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 MXWNCS2는 MXW8 구즈넥 마이크와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MXW 제어 소프트웨어

MXW 제어 소프트웨어는 키 설정,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의 종합적인 원격 제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 설계 및 기술

오디오 경로의 기술 개요

MXW 시스템은 고급 디지털 네트워킹 기술과 Shure의 탁월한 오디오 품질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경로의 개요입니다.

무선 오디오

MXW 송신기는 음성을 액세스 포인트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합니다.

DECT(Digital Enhanced Cordless Telecommunications)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지능형의 자동 무선 오디오 관리

대부분의 DECT 시스템보다 높은 오디오 품질과 낮은 지연 시간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용자 지정 RF 설계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액세스 포인트는 마이크로부터 무선 오디오를 수신하여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분배합니다.

낮은 지연 시간, 조밀한 클럭 동기화, 높은 서비스 품질(QoS)로 오디오를 안정적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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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디지털 오디오는 이더넷 케이블과 표준 IP 장비를 통해 전달됩니다.
오디오는 IT 및 제어 데이터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안전하게 공존하거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구성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오디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각 채널에 대한 네트워크 오디오를 아날로그 출력으로 변환합니다.

아날로그 오디오를 믹서, 디지털 신호 프로세서(DSP) 또는 화상회의 장치에 전송합니다.

그룹 형성 및 마이크 연결

모든 MXW 구성요소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면 이들은 제어 소프트웨어 Configuration 탭의 그룹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각 액세스 포

인트는 1~2개의 충전기(마이크 연결용)와 1~2개의 오디오 출력 장치(아날로그 출력에 오디오 라우팅용)로 연결 그룹을 형성할 수 있습

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를 충전기에 배치하고 이러한 액세스 포인트 채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은 단일 액세스 포인트에서 관리합니다. 마이크는 충전기가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의 채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이들

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관계는 마이크가 다시 연결되거나 액세스 포인트가 재설정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구성: 여러 그룹 관리

구성을 통해 여러 그룹이 동일한 기본 설정과 전역 제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그룹이 Configuration 페이지에 추가되면 구성의 

모든 장치에 걸쳐 관계가 설정됩니다. 새 그룹은 그 구성의 설정을 사용합니다.

전문적인 적용 방식(예: 여러 방 설치)의 경우, 구성요소 그룹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여러 구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음
Shure는 정기적으로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여 기능을 추가하고 시스템 성능을 개선합니다. 시스템의 모든 장치는 전체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같은 펌웨어 버전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Shure 웹 사이트(https://www.shure.com/firmware)에서 해당 응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장치

를 최신 펌웨어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십시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Shure 고객 지원부로 문의하십시오.

하드웨어 설명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전면 패널

① 입력 채널

아날로그 라인 또는 aux 레벨 신호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추가합니다. 장치가 MXW 그룹에 연결되면 입력이 연결된 마이크 채널로 

자동으로 라우팅됩니다(입력 A는 채널 1~4에 연결, 입력 B는 채널 5~8에 연결).

② 출력 채널

https://www.shure.com/firmware
https://www.shure.com/en-US/support
https://www.shure.com/en-US/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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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디지털 네트워크 오디오를 각 채널의 아날로그 출력으로 변환합니다. MXW 그룹에 연결되면 액세스 포인트 채널이 ANI 출력에 자

동으로 라우팅됩니다.

③ 채널 선택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채널을 선택합니다.

동작 기능

한 번 누름

헤드폰 잭의 채널 수신

채널 출력 레벨과 감쇠의 표시 및 조정

레벨 미터에서 출력 신호 모니터링

길게 누름(3초) 채널 음소거/음소거 해제 음소거는 음소거 LED로 표시됩니다.

④ 선택한 채널 LED
채널이 선택되면 불이 켜집니다.

⑤ 신호 강도 LED(sig/clip)
각 채널에 대한 오디오 신호 강도 표시:

녹색 = 정상

황갈색 = 강함

빨간색 = 클리핑(클리핑을 제거하려면 오디오 소스에서 신호 감쇠)

⑥ 음소거 LED
채널 출력이 음소거되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채널 선택 버튼을 3초 동안 누름). 음소거된 채널은 모니터링 또는 문제 해결을 위

해 HEADPHONE 잭에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⑦ 입력 레벨 선택기

선택한 채널을 라인 또는 aux 레벨로 설정하여 입력 신호를 일치시킵니다.

⑧ 출력 레벨 선택기

선택한 채널을 연결되어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출력 레벨로 설정합니다.

라인: +4dBu
aux: -10dBV
mic: -30dBV

⑨ 출력 감쇠 제어

위로/아래로 버튼을 사용하여 0dB(감쇠 없음)에서 -24dB로 1dB씩 증가시키고 -24dB에서 -78dB로 3dB씩 증가시켜 채널 출력을 

감쇠합니다.

⑩ 레벨 미터

선택한 채널의 오디오 레벨을 dBFS 단위로 표시합니다. 아날로그 미터에서 0VU의 대략치로서 출력 미터에서 -18dBFS를 사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⑪ 하드웨어 상태 LED
다음과 같이 하드웨어 상태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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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색상 상태

전원 녹색 장치가 켜져 있습니다.

이더넷 녹색 이더넷 장치에 연결됩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녹색 연결된 모든 수신 채널이 정상입니다(예상과 같이 디지털 오디오를 수신 중).

녹색 점멸
하나 이상의 연결된 수신 채널에 구독 오류가 발생했거나 해결되지 않음(송신 장치가 꺼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거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됨).

꺼짐 연결된 수신 채널이 없음(라우팅이 구성되지 않음)

잠금 빨간색
전면 패널 게인과 음소거 제어가 잠겨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잠겨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LED가 깜박입니다.

⑫ 헤드폰 볼륨 노브

볼륨을 헤드폰 출력으로 조절합니다.

⑬ 헤드폰 출력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에서 오고 가는 오디오 모니터링용 6.35mm(1/4인치) 출력 잭.

주: 장치가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만 오디오가 존재합니다.

후면 패널

① AC 전원

IEC 커넥터 100~240VAC.

② 전원 스위치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③ 출력 블록 커넥터(1~8)
3핀 저전압 차동 커넥터가 각 채널에 라인, aux 또는 마이크 레벨 아날로그 신호를 제공합니다.

④ 섀시 접지(1~8)
케이블 차폐를 섀시에 직접 접지할 때 사용합니다.

⑤ 입력 블록 커넥터(A, B)
3핀 저전압 차동 입력 커넥터는 라인 또는 aux 레벨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네트워크에 추가합니다.

주: 이 입력은 밸런스 연결을 의미합니다. 언밸런스 소스가 사용되는 경우(예: IPOD 또는 MP3 플레이어) 블록 커넥터의 핀 1개(신호) 및 3개(접지)만 사용됩니다. 배선도

는 사양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⑥ Rese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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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르면 장치가 다시 부팅되어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⑦ 이더넷 상태 LED(녹색)

꺼짐 = 네트워크 링크 없음

켜짐 = 네트워크 링크가 구성됨

점멸 = 네트워크 링크 활성 상태

⑧ 이더넷 링크 속도 LED(황갈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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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단일 MXW 그룹을 위해 구성요소를 연결하거나 대규모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에 여러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4포트 기가비트 스위

치. 다음은 각 포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포트 설명

포트 1(PoE) Shure 액세스 포인트 및 기능을 위해 표준 기가비트 포트로 PoE(Power over Ethernet)를 제공합니다.

포트 2 및 3
표준 기가비트 포트를 사용하여 다른 MXW 네트워크, 추가 MXWANI, MXWNCS 충전 스테이션 또는 외부 

제어 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포트 4(업링크)
일반 모드(기본값): 이 포트는 포트 2 및 3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업링크 모드: 제어 데이터만 전송합니다. 이 모드는 Shure Web Discovery 애플리케이션, Dante 컨트롤러 및

Dante 가상 사운드 카드에 대한 네트워크 오디오와 데이터를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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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룹 마이크의 무선 오디오 신호 수신 및 해독

오디오 신호를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및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로 전달

구성요소, M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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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종류

MXWAPT8 8채널 트랜시버

MXWAPT4 4채널 트랜시버

MXWAPT2 2채널 트랜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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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원 LED
PoE(Power over Ethernet)가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녹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② 네트워크 오디오 LED

색상 상태

녹색 라우팅된 모든 수신 채널이 정상입니다(예상대로 디지털 오디오 수신 중).

녹색 점멸

하나 이상의 연결된 수신 채널에 구독 오류가 발생했거나 해결되지 않음(송신 장치가 꺼져 있거나, 분리되

어 있거나,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네트워크 설정이 잘못됨).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식별 신호 수신(링크 상태 LED와 동시에 점멸).
이 장치는 스펙트럼 스캔을 수행 중입니다(링크 상태 LED와 교대로 점멸).
클럭 동기화 문제.

끄기 연결된 수신 채널이 없음(라우팅이 구성되지 않음)

주: 네트워크 오디오 상태는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에서 자세히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③ 마이크 링크 상태 LED

색상 상태

녹색 1개 이상의 마이크가 연결되고 Active, Mute 또는 Standby 상태에 전원이 들어옵니다.

끄기 1개 이상의 마이크가 연결되고 꺼짐 상태이거나 네트워크 연결된 충전기가 없습니다.

빨간색 연결된 마이크가 없습니다.

적색 점멸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식별 신호 수신(네트워크 오디오 LED와 동시에 점멸).
이 장치는 스펙트럼 스캔 수행 중입니다(네트워크 오디오 LED와 교대로 점멸).

④ Reset 버튼

10초 동안 Reset 버튼을 길게 누르면 MXW 시스템이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됩니다.

주: 재설정은 그룹 연결과 마이크 링크를 삭제하고 장치를 DHCP 모드에서 다시 부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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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⑤ 이더넷 포트

차폐형 Cat5e(또는 이상) 케이블을 PoE 소스와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⑥ 이더넷 상태 LED(녹색)

꺼짐 = 네트워크 링크 없음

켜짐 = 네트워크 링크가 구성됨

점멸 = 네트워크 링크 활성 상태

⑦ 이더넷 링크 속도 LED(황갈색)

꺼짐 = 10/100Mbps
켜짐 = 1Gbps(적절한 MXW 기능 필요)

⑧ 케이블 라우팅 경로

천장이나 벽면에 매립 장착이 가능하도록 이더넷 케이블 경로를 제공합니다.

지향성 안테나
액세스 포인트에는 여러 개의 지향성 안테나가 있어 마이크와의 안정되고 원활한 무선 통신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치 정면을 향해 민감

도가 가장 큰 단일지향성 패턴으로 RF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항상 이 면이 마이크 수신 범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단일지향성 RF 패턴

네트워크 충전기(NCS)
MX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신호 위치에서의 채널 연결 및 건전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기가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충전기 채널 슬롯이 액세스 포인트 오디오 채널에 매핑됩니다. 그런 다음 마이크를 슬롯에 배치하여 이러한 채널에 연결할 수 있

습니다.

그룹 연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 관계없이 모든 마이크를 모든 NCS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연결된 충전기에서 링크 버튼을 누르면 충전기의 모든 마이크가 액세스 포인트의 채널에 매핑됩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서 이전

에 링크된 마이크가 오버라이드됩니다.

모델 종류

MXWNCS8
8개의 바운더리, 바디팩 또는 핸드헬드 마이크 허용

또는 4개의 구즈넥 베이스 허용

MXWNCS4
4개의 바운더리, 바디팩 또는 핸드헬드 마이크 허용

또는 2개의 구즈넥 베이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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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XWNCS2
2개의 바운더리, 바디팩 또는 핸드헬드 마이크 허용

MXW8 구즈넥 베이스는 이 충전기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① 충전 슬롯(USB 3.0 유형 A)
충전기의 USB 슬롯에 연결하여 마이크를 충전하고 연결합니다. 충전기가 그룹에 연결되면 슬롯은 액세스 포인트 채널에 매핑됩니

다(자세한 내용은 오디오 채널 할당 참조).

참고: 그룹 연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 관계없이 모든 마이크를 모든 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전원 LED
장치에 전원이 공급되면 녹색 불이 들어옵니다.

③ 마이크 링크 LED
다음과 같이 링크 절차 상태를 표시합니다.

색상 표시기

꺼짐(기본 설정) 링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녹색 점멸 링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녹색 마이크가 채널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빨간색 링크 절차 실패(RF 문제, 네트워크 오류 또는 절차 진행 중에 마이크 제거)

황갈색 스테이션이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 링크 절차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적색 점멸 링크 절차가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잠겨 있습니다.

파란색 충전기가 고효율 모드입니다.

④ Microphone Link 버튼

6초 동안 길게 눌러 충전기에 있는 모든 마이크를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의 채널에 연결합니다.
충전기를 켜는 처음 1분 내에 링크 버튼을 3회 연속으로 눌렀다 놓아서 충전기를 고효율 모드로 전환합니다. 표준 충전 모드로 돌아

가려면 충전기 전원을 껐다 켜야 합니다.

⑤ 건전지 상태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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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만, 10%, 25%, 50%, 75%, 100%로 증가하는 연결된 마이크의 충전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건전지 참조). 
또한 마이크가 채널에 성공적으로 연결되면 5개의 LED가 몇 초 동안 점멸합니다.

⑥ DC 전원 공급 장치 고정

PS60 전원 공급 장치를 스테이션의 입력 잭에 고정합니다.

⑦ 전원 스위치

장치를 켜거나 끕니다.

⑧ 이더넷 포트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스위치를 통해 MXW 시스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⑨ 이더넷 상태 LED(녹색)

꺼짐 = 네트워크 링크 없음

켜짐 = 네트워크 링크가 구성됨.
점멸 = 네트워크 링크 활성 상태.

⑩ 이더넷 링크 속도 LED(황갈색)

꺼짐 = 10 Mbps
On = 100 Mbps

마이크 연결
채널 슬롯 중 하나에 연결하여 마이크를 충전기에 배치합니다. 상단 행에 있는 채널에는 다른 유형의 마이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2개의

USB 포트가 있습니다. 두 USB 포트에 동시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주: 2채널 충전기는 구즈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핸드헬드, 바운더리 및 바디팩: 오목한 부분에 있는 메인 수직 슬롯을 사용합니다.
구즈넥 베이스: 상단 행의 수평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동일한 채널의 서로 다른 커넥터

마이크 송신기

설명

① 전원 버튼

MXW6, MXW8: 송신기를 켜거나 끄려면 전용 Power 버튼을 3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MXW1, MXW2: 송신기를 켜거나 끄려면 Mute/Active 버튼을 5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Shure Incorporated

17/99

◦
◦
◦
◦

② Mute/Active 버튼

오디오 상태를 Active에서 Mute로, Mute에서 Active로 변경합니다. 각 송신기 유형의 버튼 동작은 Preferences 탭에서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설정의 기능 설명입니다.

Toggle: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상태가 Active 또는 Mute로 변경됩니다.
Push-to-talk: 버튼을 누른 채로 오디오를 전달합니다.
Push-to-mute: 버튼을 누른 채로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Disabled: 버튼이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③ 상태 LED
송신기 상태를 표시합니다. Preferences 탭에서 음소거 및 활성에 대한 표시기 색상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MXW 송신기의 

기본 LED 동작에 대해서는 상태 LED 표를 참조하십시오(구즈넥 라이트링 모델(MX405R/410R/415R) 제외).

④ 건전지 부족 LED(구즈넥 및 바운더리만 해당)

색상 상황

Off 5% 초과하는 건전지 잔량

적색 점등 5% 미만의 건전지 잔량

⑤ 이어폰 잭

변환된 오디오 등의 복귀 채널 신호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3.5mm(1/8인치) 잭. 이 오디오는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입력에서 

자동으로 라우팅됩니다(입력 A는 채널 1~4에 연결, 입력 B는 채널 5~8에 연결).

참고: MXW2 핸드헬드 송신기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⑥ 충전 커넥터(USB 3.0 유형 A)
NCS 충전기 슬롯이나 USB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⑦ 핸드헬드 카트리지

MXW2 송신기는 다음 카트리지 유형과 호환됩니다. SM58, Beta 58, SM86, VP68.

⑧ 구즈넥 마이크

구즈넥 베이스는 12.7cm(5인치), 25.4cm(10인치) 및 38.1cm(15인치)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⑧ TQG 커넥터

MXW 하이브리드 바디팩에는 외부 라벨리에 또는 헤드셋 마이크를 위한 TQG 커넥터가 있습니다.

⑩ 내부 마이크

바디팩 송신기에는 라발리에 마이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자동으로 활성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전지향성의 내부 마이크가 있

습니다.

상태 LED 표

상황 LED 설명

액티브 녹색 오디오를 네트워크로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소거 빨간색 오디오가 음소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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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LED 설명

대기
빨간색 점멸등(길게 

꺼지고 짧게 켜짐)
오디오가 음소거되어 있고 송신기가 최대 절전 상태에 있어서 배터리가 절

약됩니다.

식별 노란색 점멸등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Identify 버튼이 눌러져 있습니다.

초기화/RF 채널 획득
빨간색과 녹색이 번갈

아 나타남

송신기가 초기화되고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RF 연결을 획득합니다.

표준 밀도 모드는 교대 속도가 느립니다.
고밀도 모드는 교대 속도가 빠릅니다.

RF 수신 범위를 벗어남
빨간색 점멸등(짧게 

켜짐/꺼짐)
송신기가 연결된 액세스 포인트에 대한 RF 수신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충전 중 Off 송신기가 충전 중입니다.

건전지 통계 재설정 노란색 점멸등 송신기에 대해 건전지 통계가 재설정되었습니다.

동일한 오디오 채널에 연결하

려는 2개의 마이크

빨간색 점멸등(길게 

켜지고 짧게 꺼짐)
한 번에 단 하나의 마이크만 각 오디오 채널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Off Off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이크의 전원 버튼을 사용하여 송신기를 

켜야 합니다.

마이크 송신기
MXW 마이크는 암호화된 무선 오디오 신호를 액세스 포인트에 전송합니다. 사용 가능한 네 가지 폼 팩터:

하이브리드 바디팩(MXW1)
바디팩은 핸즈프리, 이동 통신용으로 벨트나 스트랩에 고정합니다. 이는 라발리에 마이크 연결과 통합 전방향 마이크에 대한 TQG 입력

을 제공합니다.

바디팩 송신기 착용하기

송신기를 벨트 또는 주머니에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최적의 결과를 위해, 벨트는 클립의 베이스에 압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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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헬드(MXW2)
핸드헬드를 통해 발표자는 탁월한 품질의 Shure SM58, SM86, BETA58 및 VP68 마이크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통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이크 위치

마이크를 음원으로부터 30.5cm(12인치) 이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저음이 증가된 따뜻한 소리를 원할 때에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깝

게 사용하십시오.
그릴을 손으로 덮지 마십시오.

바운더리(MXW6/C, MXW6/O)
바운더리 송신기는 테이블이나 책상에 놓여 음성을 전달하며 어떠한 회의 환경에서도 눈에 띄지 않게 잘 배치됩니다. 단일지향성과 전

지향성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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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배치

최고의 저주파수 응답을 얻고 주변 잡음을 제거하려면 마이크를 바닥, 테이블 또는 강대상과 같이 크고 평평한 표면 위에 설치합니다.

잔향을 줄이려면 연단이나 돌출된 선반의 경사진 면과 같이 마이크의 측면이나 상단에서 반사될 수 있는 표면은 피하십시오.

데스크톱 구즈넥 베이스(MXW8)
구즈넥 베이스는 12.7cm(5인치), 25.4cm(10인치) 및 38.1cm(15인치) Microflex 구즈넥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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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유형

마이크를 베이스에 삽입

MX405, MX410 및 MX415

2색 상태 표시등

MX405R, MX410R 및 MX415R

조명 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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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410DF, MX415DF

Dualflex

충전식 배터리
MXW 리튬 이온 충전식 배터리는 송신기 사용 시간을 최대화하는 고급 화학기술을 사용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의 전원 관리에서 충전 

상태, 배터리 용량, 주기 수 등의 중요한 배터리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MX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면 배터리가 1시간 내에 50% 충전되고 2시간 내에 완전 충전됩니다.

모델

마이크 유형 배터리 모델

MXW1 바디팩

SB901AMXW6 바운더리

MXW8 구즈넥 베이스

MXW2 핸드헬드

SB902

SB905*

* 2020년 12월 이후에 제작된 MXW2의 경우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송신기가 충전 슬롯에 안정감 있게 고정될 때까지 충전 슬롯으로 밀어 넣습니다. 충전 주기가 시작되면 충전 LED가 켜집니다. 그룹 연

결 또는 네트워크 연결에 관계없이 모든 마이크를 모든 NCS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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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헬드, 바운더리 및 바디팩: 오목한 부분에 있는 메인 수직 슬롯을 사용합니다.
구즈넥 베이스: 상단 행의 수평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2채널 충전기에 포함되지 않음).

충전 상태 LED
각 충전기 채널에 마이크 건전지 충전 레벨을 표시하기 위해 불이 들어오는 LED 열이 있습니다.

LED 배터리 충전 %

1
점멸: 10% 미만

점등: 10% 초과

2 25% 초과

3 50% 초과

4 75% 초과

5 95% 초과

참고: 에너지 효율 모드에서는 LED가 켜지지 않습니다.

NCS 전원 모드

충전 스테이션은 표준 충전 모드 이외의 다른 전원 모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모드

충전기를 저에너지 모드로 작동하여 전력 소비를 감소시킵니다. 이 모드에서는 전원을 켠 후 LED 표시등이 각 채널에 하나씩만 켜집니

다.

에너지 효율 모드로 변경하려면: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유틸리티 페이지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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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스테이션에 대한 장치 속성 창을 엽니다.
Energy Efficient Mode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Add updates를 선택하여 장치 속성을 종료합니다.
유틸리티 페이지에서 Apply All을 선택하여 장치에 적용합니다.

고효율 모드

충전기를 고효율 모드로 작동하여 전력 소비를 크게 줄입니다. 이 모드에서:

이더넷 및 충전 LED 표시등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전원 LED가 녹색으로 켜집니다.
링크 LED가 고효율 모드임을 나타내는 파란색으로 켜집니다.

고효율 모드로 변경하려면:

충전기 전원을 켜고 1분 내에 링크 버튼을 세 번 연속해서 눌렀다 놓습니다.
충전기를 표준 충전 모드로 되돌리려면 충전기 전원을 껐다 켭니다.

참고:

Shure 충전식 배터리는 고효율 모드로 완전 충전하는 데 약 4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 고효율 모드에서는 충전 LED 표시등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다른 타이머를 사용해서 충전 시간 4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고효율 모드에서는 충전기가 이더넷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SystemOn 또는 Crestron/AMX와 같은 다른 연결 솔루션의 모니터 및 

제어 기능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전기가 고효율 모드로 전환되면, 충전기에 현재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도 고효율 모드로 전환됩니다(충전기에서 마이크를 분리하

고 마이크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고효율 모드에서 충전기 전원을 껐다 켜면 충전기에서 표준 충전이 시각적으로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분리한 모든 마이크가 APT 
구성에 구성된 충전기의 초기 상태 기본 설정을 따릅니다.
고효율 모드의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고 아직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마이크는 이전의 배터리 주기 횟수 재설정 메커니즘을 지원합

니다(버튼을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사이클 카운트 수가 재설정됨). 완전 충전에 도달한 경우 마이크에서 이 메커니즘이 지원되

지 않습니다.

참고: 새 배터리를 설치한 후에만 배터리 사이클 수 재설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USB 충전기
작동 중에 USB 충전기(SBC-USB)를 MXW 송신기에 연결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의 건전지 통계
MXW 제어 소프트웨어는 건전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Monitor 탭을 사용하여 건전지 충전 상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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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충전 상태 모니터링

충전 스테이션에서 마이크 건전지가 완전히 충전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사용 중 마이크의 건전지 잔량을 표시합니다.

건전지 상태 통계의 경우 Utility 탭 사용:

건전지 통계

건전지 용량 새 건전지와 비교한 마이크 건전지의 충전 용량 퍼센트.

주기 카운트 건전지로 기록된 충전 주기의 수.

마이크 건전지 통계 재설정
새 건전지를 넣은 후 마이크에 저장되어 있는 건전지 상태 통계를 재설정합니다.

새 건전지를 넣은 송신기를 충전 슬롯에 배치합니다. 전원이 공급되는 어떤 MXW 충전 스테이션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가 점멸할 때까지 마이크의 Mute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최대 10초).

주의: 충전 스테이션의 USB 포트 손상을 방지하려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이크를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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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수명 극대화
MXW 송신기용 충전식 리튬-이온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9시간 지속되도록 설계되었지만, 배터리 상태 및 사용 사례의 차이에 

따라 배터리 사용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관성 및 전체 사용 시간은 충전 주기 횟수를 줄입니다. 80% 이하의 배터리 

상태는 배터리가 지정된 수명 주기가 끝났거나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교체해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상태 백분율과 충전 주기 수는 MXW 
제어 소프트웨어 > Utility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XW 시스템의 보조 링크 슬롯을 사용하여 배터리 수준이 낮아지게 되면 교환할 대체 마이크를 준비하여 가변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인해 오디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스템 조정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습니다.

외부 LED 제어

LED가 항상 마이크 상태를 나타내도록 할 때 상당한 양의 배터리 전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송신기를 외부 LED 제어로 설정하면

TCPI(타사 제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외부 명령으로 활성화될 때를 제외하고는 내장된 LED가 비활성화됩니다. LED를 완전히 비활성화

하거나 LED를 마이크가 보통의 사용 상태가 아닐 때만 나타나도록 설정하여 배터리 사용 시간을 극대화하십시오.

LED 제어는 MXW 제어 소프트웨어 > Preferences 탭에서 설정됩니다.

고밀도 모드

고밀도(HD) 모드는 필요한 경우 시스템 리소스를 다시 할당하여 추가 채널을 만듭니다. 지연, 백 채널 오디오 모니터링 및 필터 제어가 

주요 고려사항이 아닌 적용 개소에서 HD 모드로 전환하면 최대 1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밀도 모드는 MXW 제어 소프트웨어 > Utility 탭 > [원하는 APT] > Edit에서 설정됩니다.

사용 사례 시나리오

구형 배터리의 사용 시간을 측정하려면 사용자의 설정과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조건과 마이크를 찾습니다. 사용 시간(시간)은 80% 
상태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시스템 설정 사용 시간(시간)

LED 밀도 모드 MXW1 MXW2(SB902) MXW2(SB905) MXW6 MXW8

외부 HD 8 15 30 8 8

외부 SD 7 14 26 7 7

내부 HD 7 14 29 8 7

내부 SD 6 12 23 7 6

팁: 팁: 추가 사용 시간이 필요한 경우, RF 전원이 방 크기에 대해 최저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RF 전원은 MXW 제어 소프

트웨어 > Preferences 탭에서 설정됩니다.

건전지 교체
리튬 이온 건전지는 용량이 보다 선형적으로 감소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춰 건전지 교체 일정을 잡고 용량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때 건전지를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새 배터리를 설치한 후에는 이전 섹션의 마이크 배터리 통계 재설정의 단계에 따라 마이크에 저장된 배터리 상태 통계를 재설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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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1, MXW6, MXW8 건전지 교체

나사를 풀어 송신기 바닥에서 건전지 도어를 엽니다.
송신기에서 건전지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건전지를 꺼냅니다.
교체용 건전지의 커넥터를 송신기에 연결합니다.
라벨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여 건전지를 넣습니다.
도어를 닫고 나사를 조입니다.
건전지를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 사용한 건전지를 올바르게 폐기하는 방법은 현지 판매점에 확인하십시오.

MXW2 건전지 교체

MXW2 배터리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 담당자만 교체해야 합니다.

설치

추가 장비

네트워크 케이블
차폐형 Cat5e(또는 이상)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고, 네트워크 장치 사이의 케이블을 최대 100미

터로 제한합니다.

오디오 케이블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와 함께 제공된 하드웨어 키트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여 오디

오 케이블을 커넥터에 조립합니다.

기가비트 DHCP 라우터(APT
가 1개를 초과하는 시스템)

APT가 두 개 이상인 시스템의 경우, DHCP 라우터를 장비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기가비트 포트

최소 6.5W의 클래스 0 PoE 제공(MXWAPT 전력 공급용)
4 큐(queue)의 서비스 품질(QoS)
엄격한 우선순위의 Diffserv(DSCP) QoS
라우터가 에너지 효율적 이더넷(또는 그린 이더넷)을 갖추고 있는 경우, MXW 시스템 전용 포

트에서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장: 각 네트워크 링크의 동작에 관한 상세 정보(포트 속도, 오류 카운터, 사용 대역폭)를 제

공하는 관리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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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 구성요소 연결
MXW 구성요소는 이더넷 케이블과 스위치를 사용하여 연결됩니다. 단일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작은 시스템의 경우, MXW 오디오 네트

워크 인터페이스가 스위치 기능을 합니다. 2개 이상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모든 구성요소를 함께 연결하려면 추가 기

가비트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

차폐형 Cat5e(또는 이상)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장치 사이의 케이블 길이를 100m 이하로 제한합니다.
네트워크 오디오 장치 사이에 기가비트 네트워킹 장비를 사용합니다(1개를 초과하는 액세스 포인트가 있는 시스템 필요).
MXW 구성요소가 동일한 펌웨어 버전인지 확인합니다.
MXW 구성품과 PC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한 서브넷으로 설정합니다.

단일 그룹 시스템(액세스 포인트 1개)
시스템이 단일 그룹으로 제한되는 경우(최대 8채널), MXW 구성요소를 연결하는 데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포트 스위치

를 사용합니다. 테이블과 다이어그램에 따라 컴퓨터, 액세스 포인트 및 최대 2개의 충전기를 MXW 인터페이스에 연결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포트 구성요소에 연결

① 포트 1(PoE)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② 포트 2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③ 포트 3 (옵션) 추가 NCS

④ 포트 4* 컴퓨터

*포트 4가 업링크 모드로 설정되면 Shure Discovery 응용 프로그램 지원이 제한됩니다.

여러 그룹 시스템(액세스 포인트 1개 초과)
설치하는 데 8채널보다 많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추가 MXW 구성요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성요소를 동일

한 네트워크에 연결하려면 기가비트 라우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여러 그룹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토폴로지입니다.

스펙트럼 스캐너를 사용하여 설치를 위한 충분한 RF 가용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형 싱글 룸 설치

DHCP 지원 라우터의 전원을 켭니다.
라우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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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APT를 라우터의 PoE(Power over Ethernet) 지원 포트에 연결합니다. 라우터에서 PoE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PoE 삽입기

를 사용합니다.
각 ANI를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충전기를 ANI 포트 또는 라우터에 연결합니다.

로컬 시스템 스타 설치

케이블링을 최소화하기 위해, MXW 구성요소는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로컬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DHCP 지원 라우터의 전원을 켭니다.
라우터를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라우터를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포트 2, 3 또는 4에 연결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를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포트 1에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을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열린 포트에 연결합니다.
추가 장비가 있으면 2~4단계를 반복합니다.

랙 설치
하드웨어 키트에 제공된 나사와 와셔를 사용하여 장치를 랙마운트합니다. 장비를 랙에 설치할 때 다음의 일반적인 우수 사례를 따르십

시오.

랙의 주변 온도가 기기의 지정된 작동 온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팬 인입구와 측면 공기 통풍구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고 랙 내부에 공기 흐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두십시오.
가능하면, 각 기기 사이에 1 RU 의 빈 공간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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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스테이션 고정
이 키트는 충전 트레이를 테이블이나 다른 표면에 고정하기 위한 와셔와 나사를 제공합니다. NCS8에 두 키트를 사용합니다. 나사 구멍

을 배치할 때 NCS 장착 템플릿을 참조하십시오.

중요: 나사의 맨 위가 표면 위로 정확히 3.78mm(9/64(0.149)인치) 올라와야 합니다(나사산이 약 4½).

테이블 두께에 가장 잘 맞는 나사를 사용합니다.
각 나사에 잠금 와셔와 평 와셔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나사 머리를 카운터보링하거나 평 와셔를 추가합니다.

필요한 나사산 노출

테이블 두께에 따라 필요하면 카운터보와 와셔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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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장착 템플릿

2채널 충전기 벽면 마운트
2채널 충전기에는 벽면 마운트가 있어서 마이크에 신속히 접근할 수 있고 교실이나 회의실에서 보관해 둘 수 있습니다.

교실 벽면에 NCS2 고정

팁: 설비가 눈에 덜 띄도록 마운트에 벽면과 같은 색으로 페인트를 칠합니다.

설치

마운트의 방향과 위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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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방법 방향

벽면

서랍 또는 트레이

충전 스테이션로 연결되는 케이블링을 위해 마운트 주위에 공간을 남겨 두십시오.

벽면에 마운트를 부착합니다. 마운트 방향에 따라 나사 구멍의 한 세트를 사용합니다.

마운트 나사 구멍

마운트에 충전기를 맞춰 조정하고 나사로 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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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마운트의 케이블 타이 구멍을 사용하면 케이블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NCS2 마운트 치수

측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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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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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치수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장착
APT의 지향성 안테나는 장치 정면을 향해 민감도가 가장 큰 단일지향성 패턴으로 RF 신호를 전송하고 수신합니다. 항상 이 면이 마이

크 수신 범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위치 선택
일반적으로 액세스 포인트는 마이크 수신 범위 근처의 천장이나 벽면에 장착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가능성 있는 위치에서 스

펙트럼 스캔을 수행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무선 관리 섹션 참조).

장치의 위치를 선택할 때 다음과 같은 우수 사례를 사용하십시오.

액세스 포인트가 원하는 수신 영역을 향하도록 합니다.
마이크까지의 가시선 상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도록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합니다.
장치를 대형 금속 물체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는 최소 2.4m(8피트)를 유지하십시오..
Reset 버튼은 문제를 해결할 때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 버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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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연설 또는 공연 중 무선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수신 범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상 “순회” 테스트를 실시하십시오. 안테나 배치

를 시험하여 최적의 위치를 찾으십시오. 필요하면 “장애 지점”을 표시하고 연설자나 연주자에게 이러한 지점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 주

십시오.

단일지향성 RF 패턴

벽면 또는 천장에 고정

필요한 장비

적절한 길이*의 8번 나사 2개*

*나사 길이 = 표면 두께 + 나사산 맞물림(최대 4.75mm) + 평 와셔 두께 + 분할 잠금 와셔의 두께

일반 설치 단계

장착 플레이트를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구멍 위치를 표시합니다.
장착면에 드릴로 구멍을 뚫습니다.
표면에 장착 플레이트를 고정합니다.

주의: 충전 스테이션에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니 나사를 너무 꽉 조이지 마십시오.

케이블 라우팅 경로를 사용하여 이더넷 케이블을 MXWAPT에 연결합니다.
장착 플레이트의 키웨이 슬롯 위에 MXWAPT를 맞추고 잠금 위치로 밀어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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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팅용 외부 커버
액세스 포인트에는 설비의 장식에 맞게 도장할 수 있도록 외부 커버가 제공됩니다. 도장하고 건조시킨 후 장치의 전면 판에 끼웁니다.

하드웨어 전원 공급

①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후면 패널의 IEC 전원 케이블을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②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MXWAPT의 차폐형 Cat5e 케이블을 MXWANI의 네트워크 포트 1에 연결합니다. 외부 기가비트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클래스 0 
PoE는 최소 6.5W의 전력을 APT에 제공합니다. 전원 스위치가 없습니다.

③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충전기의 PS60 외부 전원 공급 장치를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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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신기 완전 충전
가능하면 항상 이벤트 전에 MXW 송신기를 완전히 충전해 둡니다. 송신기는 모든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스
테이션이 다른 그룹이나 별도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건전지 충전 시간

대략적인 충전 시간

충전기 유형 최대 충전 용량까지의 시간*(시간:분)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MXW1, MXW6, MXW8, MXW2(SB902 포
함): 2:00

MXW2(SB905 포함): 5:00

고효율 모드의 NCS(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링크 LED가 파란색으로 켜짐)

MXW1, MXW6, MXW8, MXW2(SB902 포
함): 4:00

MXW2(SB905 포함): 5:30

USB 충전기

MXW1, MXW6, MXW8, MXW2(SB902 포
함):

전원 켜짐 = 3:30
전원 꺼짐 = 2:30

MXW2(SB905 포함)

전원 켜짐 = 9:30
전원 꺼짐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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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전지로 계산됨. 사용 시간은 건전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MXW 제어 소프트웨어 열기
MXW 네트워크의 모든 컴퓨터에서 시스템을 제어하려면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MXW 장치를 지원하는 두 가지 제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MXW 시스템: 포괄적인 키 설정 제어를 위한 MXW 시스템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에서 액세스.
오디오 입력 및 출력: Dante 네트워크를 켜고 끄는 오디오 채널 전송.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에서 액세스.

Shure Microflex Wireless 응용 프로그램 가져오기

www.shure.com/software에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십시오.

MXW 네트워크에 컴퓨터를 연결합니다.

네트워크 연결된 모든 장치를 같은 서브넷에 설정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합니다.

WiFi 끄기(권장)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PC의 WiFi를 끄고 유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적용합니다.

Shure Microflex Wireless 응용 프로그램 열기

응용 프로그램을 열어 APT와 같은 연결된 MXW 장치를 확인합니다. 쉽게 식별하려면 식별 버튼을 사용하여 장치의 LED를 점

멸할 수 있습니다.

새 하드웨어 초기화

장치의 전원을 처음 켜거나 공장 초기화 후 제어 소프트웨어는 장치를 "새 장치"로 식별하고 사용하기 전에 초기화하라는 메시

지를 표시합니다. "장치 초기화"를 클릭하고 8-64 ASCII 또는 유니코드 문자를 사용하여 암호를 만듭니다.

운영 체제 요구 사항
제어 소프트웨어를 작동하려면 컴퓨터가 다음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운영 체제

Windows 10(Professional 또는 Enterprise), 64비트 버전

MacOS 10.15 "Catalina"

MacOS 10.14 "Mojave"

하드웨어

8GB의 사용 가능한 RAM

1GB의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

i5 듀얼 코어 프로세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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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오디오 채널을 형성하는 그룹 장치
마이크, 액세스 포인트(APT), 충전기 및 오디오 출력 장치 사이에 오디오 채널을 형성하는 그룹 구성을 사용합니다. 오디오 채널은 한 

세트의 장치에 대해 오디오 라우팅, RF 코디네이션, 데이터 제어를 설정합니다. 그룹은 네트워크 장치로 구성됩니다(같은 서브넷으로 

설정). 구성요소는 한 번에 하나의 그룹에 속할 수 있습니다.

APT 시작 및 해당 장치 선택:

충전기: 마이크 연결용

오디오 출력: 아날로그 출력에 오디오를 라우팅하는 용도

네트워크의 그룹 구성요소

그룹이 형성되면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채널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룹용 장치 선택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네트워크에서 장치를 확인하고 그룹에 할당합니다.

팁: ID 버튼을 사용하여 장치를 식별합니다. 쉽게 식별하기 위해 구성요소 LED를 점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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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figuration 탭으로 이동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Configuration 탭에서 장치를 그룹에 할당합니다.

2. 그룹 1에 대해 액세스 포인

트 트랜시버(APT) 선택

APT를 선택하여 그룹 채널 수(2, 4 또는 8)를 결정합니다.

그룹 1은 장치 목록에서 열린 APT를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다른 네트워크 연결된(그리고 열린) APT는 추가 그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선

택

액세스 포인트에 대해 1~2개의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을 선택합니다. 추가 충전기를 그룹

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채널 수를 채우기 위해 여러 개의 작은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예를 들어, 8채널 그룹에 

대해 4채널 충전기 2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즈넥 마이크를 사용할 경우. 구즈넥 마이크는 충전기의 전면 및 후면 슬롯을 차지하여 사용 

가능한 슬롯 수를 이등분합니다. 예를 들어, 구즈넥 마이크로 8채널 액세스 포인트를 채우려

면 8채널 충전기가 2개 필요합니다.

4. 오디오 출력 장치 선택

1~2개의 오디오 출력 장치(MXWANI 또는 SCM820)를 선택하여 액세스 포인트에서 디지털 오디

오 채널을 자동으로 라우팅합니다. 다음 장치 중에서 선택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MXWANI)의 4채널 또는 8채널 버전.
Shure SCM820 IntelliMix  믹서. Dante 지원되는 SCM820이 그룹을 위한 오디오 출력으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모니터링을 위해 SCM820의 aux 입력을 마이크에 자동으로 

라우팅합니다(SCM820 aux 왼쪽 채널은 MXW 채널 1~4에 연결, aux 오른쪽 채널은 MXW 
채널 5~8에 연결).

주: 구성요소 그룹과 마이크 링크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각 장치에 저장됩니다. MXW 시스템이 종료된 후 컴퓨터 없이 다시 시작된 경우, 장치가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Device Availability
When setting up a group or managing devic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open and associated 
devi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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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evice
A device that is not associated to a group is considered 'open.' Open devices are available 
for association by selecting the drop-down window in a Group row. The device will show 
Open in the Group column of the Utility page.

Associated Device

A device is considered 'associated' once it has been selected in a group row. Each device 
can only belong to one group at a time (and therefore one Configuration). Once a device has 
been associated to a group, it is managed on the Configuration tab can be viewed in detail 
on the Utility tab. The device will show its group number in the Group column of the Utility 
page.

A device can be unassociated by selecting 'none' in the group row drop-down to clear it from the group. The device is then 
open and available for association to another group.

Tip: Performing a factory reset will default the device to open.

Device Availability

자동 그룹 설정
네트워크가 단 하나의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하나의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및 하나의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NI)로 구성되면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MXW 그룹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장치에서 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을 수행하여 이전의 그룹 연결을 지웁니다.

하나의 APT, 하나의 NCS 및 하나의 ANI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네트워크는 각 장치 하나씩만 포함해야 합니다.
장치에서 공장 초기화를 수행합니다(공장 출하 시 기본 설정 섹션 참조).
ANI의 전면 패널에서 입력 레벨 선택 버튼 2개를 동시에 누른 후 5초 동안 그대로 있습니다. 채널 선택 LED가 녹색으로 점등되

고 오디오 미터가 점멸하여 연결되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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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사이의 채널 라우팅
충전 스테이션 및 출력 장치가 APT 그룹을 채우도록 선택되면 채널이 라우팅됩니다(2채널, 4채널 또는 8채널). 그룹에 대해 정치가 선

택되면 채널이 충전 슬롯, 오디오 출력 및 상기 무선 수신기 사이에서 매핑됩니다.

그룹 선택은 제어 인터페이스의 Configuration 탭에서 만들어집니다.

라우팅을 결정하는 그룹 선택

각 그룹에는 충전 스테이션과 오디오 출력 장치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은 그룹에서 채널 라우

팅을 결정합니다.

충전 스테이션 예

8채널 그룹

바운더리, 핸드헬드 또는 바디팩 마이크

이러한 유형의 마이크로 그룹을 채우려면 8채널 충전기 하나만 필요합니다.

구즈넥 마이크

이 설정은 구즈넥 마이크로 8채널 그룹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추가 충전기가 그룹에 추가되면 채널이 라우팅됩니다. (구즈

넥 베이스는 더 크며 2개의 충전기 슬롯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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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즈넥과 바운더리 마이크의 혼합

4채널 및 8채널 충전기를 선택하면 그룹 채널 5~8이 8채널 충전기의 뒷줄에 자동으로 라우팅됩니다.

4채널 그룹

구즈넥 마이크

이 설정은 구즈넥 마이크로 4채널 그룹을 채우는 데 사용됩니다.

2채널 그룹

2채널 충전기

2채널 충전기는 바운더리, 핸드헬드 및 바디팩 마이크를 지원합니다.

오디오 출력 예

8채널 그룹

8채널 SCM820 디지털 자동 믹서

채널은 믹서의 8개 출력으로 라우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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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4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그룹을 채우기 위해 채널이 두 인터페이스를 통해 라우팅됩니다.

4채널 그룹

8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채널은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4개 출력으로 라우팅됩니다.

마이크를 그룹 채널로 연결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액세스 포인트 채널에 연결합니다. 충전기의 슬롯은 Configuration 탭의 Group 설
정에 따라 APT에 매핑됩니다. 링크 절차가 완료되면 오디오가 그룹의 해당 채널로 라우팅됩니다.

링크되면 채널 충전 스테이션에 있는 모든 마이크를 APT 채널로 매핑합니다. 그러면 해당 채널에 대한 이전의 모든 마이크 링크가 교체

됩니다. 링크 절차를 수행하는 동안 슬롯이 비어 있는 경우, 해당 채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충전기의 마이크를 정렬합

니다.

마이크는 충전기의 정렬에 따라 액세스 포인트 채널에 연결됩니다.

주: 2채널 충전기는 구즈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충전기 슬롯에 마이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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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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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크를 채널에 연결합니

다.

제어 소프트웨어 또는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APT 채널에 연결합니다. 원하는 경우, 
링크가 제어 소프트웨어에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이 기능을 충전 스테이션에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

니다.

제어 소프트웨어: Configuration 페이지에서 Group의 각 충전기에 대한 Link 버튼을 누릅니

다.
충전 스테이션: Link 버튼을 6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프로세스 동안 LED가 점멸하고 링크가 

성공하면 녹색으로 점등됩니다.

참고: NCS의 링크 버튼을 누르면 연결된 APT의 기본 슬롯에 마이크가 연결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마

이크를 보조 슬롯에 연결합니다.

3. 마이크 제거 및 오디오 테스

트

각 마이크의 오디오를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제어 소프트웨어의 Monitor 탭에서 마이크 게인을 

조정합니다. 게인은 오디오가 신호 표시기에 등록(녹색/노란색)되지만 클리핑(빨간색)되지 않는 수

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Monitor 탭

백업 마이크 준비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이벤트를 위해 각 채널에 대체 마이크를 준비합니다. 두 MXW 마이크 송신기를 동일한 채널에 연결하고 두 마

이크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보조 슬롯에 연결하여 이벤트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요구 사항을 예측하십시오.

마이크 기본 설정

발표자에게 두 가지 다른 마이크 유형(예: 핸드헬드 또는 바디팩 마이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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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된 백업 마이크

완전히 충전된 마이크를 백업으로 연결하여 긴 이벤트에 대비

공유 자원

가장 흔히 사용되는 마이크의 연결을 해제하지 않고 임시 마이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널당 하나의 활성 마이크
채널에서 한 번에 오직 하나의 마이크만 작동하며, 두 번째 마이크가 RF 및 오디오 성능을 방해하는 것을 막습니다. 백업 마이크의 LED
가 잠시 점멸하여 채널이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동으로 꺼져서 배터리를 절약합니다. 두 번째 마이크를 사용하려면 첫 번째 마이

크를 끄기만 하면 됩니다.

오디오 채널에 대한 2개의 마이크 준비

이 시스템은 채널당 하나의 라이브 마이크를 허용합니다.

절차
단일 마이크 연결:

첫 번째 마이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충전 슬롯에 두 번째 마이크를 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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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2.
3.
4.
5.

1.
2.
3.

4.
5.

원하는 MXWAPT를 열고 (Devices 보기에서 두 번 클릭) Monitor 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채널의 링크 슬롯에서 Secondary를 선택합니다.
채널 스트립에서 Link 버튼을 선택하여 해당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절차가 완료되면 충전기 LED가 점멸합니다.

여러 마이크 연결:

첫 번째 마이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충전 슬롯에 두 번째 마이크를 배치합니다.
원하는 MXWAPT를 열고(Devices 보기에서 두 번 클릭) Configura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룹 행에서 원하는 충전기를 찾습니다. ID 버튼을 사용하여 올바른 충전기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룹 행에서 Link 버튼을 선택합니다.
팝업 창에서 링크 슬롯에 대해 All Secondary을 선택합니다.

구성요소 교환 또는 제거

송신기 교환
그룹의 송신기를 교환하는 데 동일한 링크 절차가 수행됩니다. 원하는 채널에 해당하는 충전기 슬롯에 새 송신기를 배치하고 링크 절차

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 송신기가 해당 채널에 매핑되고 이전 송신기에서 모든 링크가 제거됩니다.

링크 절차 중에 NCS 채널 슬롯이 비어 있으면 채널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 링크 절차가 충전기의 모든 마이크에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교체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링크는 기존 마이크의 오디오와 시스템에 대한 RF 연결을 즉시 재정의

합니다.

그룹에서 장치 제거
그룹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열고 Configura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그룹 행에서 원하는 장치가 있는 장치 

드롭다운 창을 선택합니다. “none”을 선택하여 장치 연결을 삭제합니다.

주: 공장 초기화도 모든 연결 또는 링크 상태를 제거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마이크 연결
중앙 헬프 데스크 또는 기술자 스테이션에서 장치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원격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네트워크의 모든 

그룹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여 명령 문자열*을 보내 특정 채널에 대한 마이크를 교체합니다. 그룹 설정은 이 절차

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비 충전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충전 슬롯에 마이크를 배치합니다.
설정에 따라 다음 명령 문자열을 수정합니다.

① PRI(기본) 또는 SEC(보조) 채널 링크

② 새 마이크에 사용되는 충전 슬롯 번호

③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 채널

④ APT의 IP 주소(그룹 설정을 저장하는 장치)

충전기에 명령을 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 응답을 확인합니다.

*MXW 명령 문자열의 전체 목록은 Shure 웹 사이트 www.shure.com에서 "명령 문자열"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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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설비

대규모 시스템 관리를 위한 Shure SystemOn 소프트웨어
Shure SystemOn 오디오 자산 관리 소프트웨어는 기업 및 고등교육 네트워크에서 업무에 필수적인 대규모 Shure 오디오 하드웨어 배

포를 지원하는 중앙 플랫폼입니다. SystemOn은 MXW 제어 소프트웨어 기능 이상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면서 서브넷과 APT 그룹에

서 작동하므로 IT 관리자와 AV 기술자는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을 사용해 Shure 하드웨어 장치를 원격으로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제

어할 수 있습니다.

http://www.shure.com/SystemOn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고밀도 모드
고밀도(HD) 모드는 대형 회의와 혼잡한 RF 환경에서 추가 채널을 생성합니다. HD 모드는 표준 모드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 수를 두 배

로 늘리면서 일부 시스템 기능을 약간 조정합니다. 각 APT에서 개별적으로 밀도 모드를 설정하여 채널 수와 오디오 성능을 적절하게 혼

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도 모드 비교

기능 표준 밀도 고밀도

사용 가능 채널 수* 최대 40개 최대 80개

오디오 지연 18ms 28ms

마이크 배터리 수명 최대 7시간 최대 8시간

EQ 필터 옵션 항상 켜짐

백 채널 오디오(마이크의 헤드폰 출력) 사용 가능 사용 불가능

*아메리카 지역의 경우. 전 세계 구입 가능 여부는 최대 채널 수를 참조하십시오.

밀도 모드 설정
다음과 같이 장치 속성에서 각 APT별로 모드를 설정합니다.

MXW control software > Utility tab > [Find the desired APT] > Edit로 이동합니다.
밀도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표준(기본)
높음

Add updates를 선택하여 장치 속성을 종료합니다.
유틸리티 페이지에서 Apply All을 선택하여 장치에 적용합니다.

구성: 여러 그룹 관리
구성을 통해 여러 그룹이 동일한 기본 설정, 전역 제어 및 로그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그룹이 Configuration 탭에 추가되면, 새 

구성요소가 그 구성의 기본 설정과 전역 작업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역 Mute All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구성에서 그룹에 연결된 모

든 마이크가 음소거됩니다.

전문적인 적용 방식(예: 여러 방 설치)의 경우, 구성요소 그룹을 독립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개별 구성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http://www.shure.com/Syst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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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액세스 포인트
여러 그룹을 관리하기 위해 구성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은 기본 액세스 포인트를 동적으로 할당합니다. 이 구성에 있는 모든 액세스 

포인트는 기본 액세스 포인트를 동일한 제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엔트리 포인트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장치에서 시스템 운영

의 동기화와 기본 설정의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 액세스 포인트의 플러그가 분리되면(또는 PoE 전원 꺼짐) 새 APT가 빠르게 재구성되어 구성의 제어를 유지합니다. 
Configuration 탭의 Group에서 APT를 선택 취소하여 기본 액세스 포인트가 수동으로 제거되면 “Are You Sure?”라는 팝업 경고가 나

타납니다. Yes를 선택하면 브라우저가 닫히고 새 기본 액세스 포인트가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별도 구성 만들기
설비가 여러 방에 걸쳐져 있는 경우, 지정된 공간에 기본 설정과 전역 제어의 다른 세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성을 설정하여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Shure Microflex Wireless 제어 소프트웨어를 엽니다.
새 구성에 사용할 액세스 포인트를 두 번 클릭합니다. 새 구성을 시작하려면 APT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이미 그룹에 할당된 것

이 아님).
Configuration 탭으로 이동합니다.
행 1의 드롭다운 목록에서 해당 액세스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ID 버튼을 사용하여 액세스 포인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

다.
충전 스테이션과 출력 장치를 선택하여 그룹을 완료합니다.
구성에서 최대 10그룹에 대해 4~5를 반복합니다.
Preferences 탭에서 원하는 구성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주: APT가 별도의 구성에 할당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든 APT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동일한 서브넷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설비에 최상의 

시스템 성능, 최대 채널 수 및 가장 엄격한 디지털 오디오 클럭을 보장하게 됩니다.

무선 관리

채널 조정 개요
MXW 시스템은 정의된 RF 스펙트럼 내의 TDMA(Time Division Multiple Access: 시분할 다중 접속)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채널이 

액세스 포인트에 의해 자동으로 타임 슬롯에 할당되며, 따라서 스펙트럼을 관리하고 간섭이 감지되는 경우 슬롯을 원활하게 변경합니

다. MXW 시스템은 오디오 왜곡 없이 자동으로 이 조정을 수행합니다.

최대 채널 수
다음 표는 각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MXW 채널 수를 나타냅니다. 스펙트럼 스캐너를 사용해 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채널 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대역 지역

밀도 모드

표준(SD) 높음(HD)

Z10 미국, 캐나다, 멕시코 40 80

Z11 유럽, 아시아, 중동 80 160

Z12 일본 48 96

Z14 브라질 40 80

Z15 대만 64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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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한 RF 스펙트럼 스캔
MXW 무선 구성요소는 동일한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른 무선 장치와 공유되는 비허가 스펙트럼에서 작동합니다(예: 무선 전화기, 무전

기 및 인터콤). MXW 제어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장치의 RF 스펙트럼을 조사하는 스캐닝 도구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는 RFI(무선 주파

수 간섭)의 비율을 계산하여 권장되는 채널 수의 범위를 제공합니다. 표준 및 높은 채널 수 모드에서 예상 채널 수가 표시됩니다.

스캔하는 동안, 다른 장치의 간섭에 대해 해당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모든 마이크는 꺼집니다. 스캔은 현재 스

펙트럼과 사용 가능한 최소 스펙트럼을 계산하여, 공간 내의 사용 가능한 채널 수 결정에 있어서 최대의 안전성 수준을 제공합니다. 최
소 스펙트럼 사용 가능 데이터는 새 스캔이 수행되거나 데이터가 삭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스캔하는 동안의 스펙트럼 미터

사용 중인 스펙트럼의 비율 표시

RFI(무선 주파수 간섭)

스캐너는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데이터를 다음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용성: 높음(녹색)
선명한 RF를 MXW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중간(노란색)
일부 적정한 간섭이 감지되며 MXW 시스템에 의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용성: 없음(빨간색)
RF가 다른 장치에 의해 사용 중입니다.

예상 마이크 채널 수

스캐너는 MXW 마이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예상 수준을 제공합니다:

보수적(보다 엄격)
최대 채널 안정성을 위해 이 채널 추정치를 참조합니다. 여기에는 최적의 간섭 회피를 위해 사용 가능한 추가 스펙트럼이 포함되며 

여러 마이크가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동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극적(더 많은 채널).
이 예상치를 참조하여 대다수 채널을 사용합니다. 이는 간섭 회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추가 스펙트럼만 보유합니다. 가끔 스펙트럼

을 모니터링하고 RFI가 증가하면 채널 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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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캔 수행
RF 스캔을 수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팁: 환경에서 일반 간섭을 가장 잘 캡처하려면 정상 작업 시간 동안 스캔을 수행합니다.

이미 사용 중인 모든 MXW 장비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장착할 위치 근처에 새 MXW 액세스 포인트를 배치합니다.
APT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고 다른 MXW 장비와 동일한 서브넷에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열어 모니터링 탭으로 이동합니다. 새 액세스 포인트가 모니터링 탭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드롭

다운 메뉴에서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펙트럼 스캐너를 선택하여 창을 엽니다.
창 상단에 있는 스캔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해당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된 마이크가 있으면 스캔 중에 꺼지게 됩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대 24시간 동안 스캔을 실행하여 하루 종일 스펙트럼의 전체 스냅샷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nd 
Scan을 눌러 스캔 모드를 종료합니다.

PHS 감지
APT 스캐너는 JDECT (Z12) 스펙트럼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치의 간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가 감지되면 MXW 시스템은 작동을 일반 스펙트럼 사용량의 67%로 자동 감소시킵니다.

전원이 켜지고 스펙트럼 스캐너가 모니터링 탭에서 수동으로 시작되면 APT가 PHS를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가장 안전한 추정치를 제

공하기 위해 최대 채널 추정치를 계산할 때 스펙트럼 스캐너는 PHS 한도를 포함합니다.

PHS 대역 제외
PHS 중단에 대한 염려 없이 JDECT 스펙트럼에서 작동하려면, MXW 액세스 포인트(APT)를 PHS 채널이 제외되도록 설정합니다. 그
러면 사용 가능한 MXW 채널 수가 줄지만, PHS가 감지되더라도 마이크가 절대 무시되지 않습니다.

MXW control software > Utility tab에 접속합니다.
APT를 선택하고 장치 속성을 엽니다.
PHS Exclusion를 선택합니다.
Add Updates를 선택하여 창을 닫습니다.
유틸리티 페이지에서 Apply All을 선택하여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PHS 감지 오류 식별
PHS Exclusion 없이 JDECT 밴드에서 작동할 경우, 인접한 MXW 시스템에서의 전송으로 PHS 감지가 트리거될 수 있습니다.

JDECT 규정은 PHS 휴대폰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RF 신호를 전송하는 장치에서 자동 차단을 요구합니다. MXW APT가

-82dBm RSSI 임계값을 초과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경우, 전송이 중지되고 MXW 웹 애플리케이션의 Monitor 탭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PHS 모바일 네트워크 범위 외부에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채널 사용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접한 MXW 
시스템에서의 PHS 감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펙트럼 스캔을 실행하여 제한되지 않은 새로운 주파수를 찾으십시오.

PHS 감지 오류 해결
시작하기 전에, 모든 APT가 온라인 상태이고 동일한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제어 소프트웨어의 장치 기본 설정에서 RF 전원을 Low로 낮춰서 APT 사이의 무선 RF 오버랩을 줄입니다. 오류를 해결한 

후 전원 설정을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의: 스펙트럼 스캔 중에는 일시적으로 오디오가 중단됩니다. 실시간 회의 중에는 스캔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스펙트럼 스캔 실행

충전기에서 모든 마이크를 도킹하여 RF 스펙트럼에 대한 MXW 영향을 줄입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각 APT를 선택하고 Monitor 탭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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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APT에서 스캔을 시작하고 최소한 15초 동안 동시에 실행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스펙트럼이 분석되고 작동하기에 최적의 

채널이 선택됩니다.
스캔을 중지하고 검색 결과를 확인합니다. PHS 오류가 표시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사용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PHS 오류가 계속되면 최대 3번까지 스캔을 반복합니다.
3회 이상 스펙트럼 스캔을 수행해도 PHS 감지가 계속되면, 신호가 PHS 네트워크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채

널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PHS 제외 모드로 시스템을 전환하십시오.

팁: 확인된 감지 알림은 새 스펙트럼 스캔 시작, 수동 작업 수행, 시스템 재부팅/전원 껐다 켜기를 하지 않는 한 다시 수행되지 않습니다.

RF 전원 설정
다른 MXW 시스템이 주파수 타임 슬롯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의 RF 반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설비를 지원하는 가장 낮은 설정

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송신기에 대한 순회 테스트를 수행하여 적용 범위 설정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RF 전원은 제어 소프트웨어의 Preferences 탭에서 설정됩니다. 설정은 Configuration의 각 액세스 포인트에 적용됩니다. RF 전원 설

정을 하려면 다음 표를 참조하십시오.

RF 전원 레벨

설정 송신기 전력(mW) APT로부터의 적용 범위 거리 일반 애플리케이션

최대 80 150 ft 대연회장과 강당 공간

높음 16 100 ft 대형 회의 공간과 큰 교실

중간(기본값) 3 50 ft 회의실, 교육장 및 다목적실

낮음 1 25 ft 소형 화상회의실 및 회의실

RF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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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스 포인트의 최적 배치

최상의 적용 범위를 위해 설비 중앙에 액세스 포인트 배치

여러 개의 2채널 또는 4채널 액세스 포인트 사용
MXW 액세스 포인트는 두 세트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작동 스펙트럼을 커버합니다. 각 안테나 세트는 MXW 채널에 사용되는 타임 슬롯

의 절반을 커버합니다. 8채널 장치는 두 안테나 세트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2채널 및 4채널 장치는 한 번에 하나의 세트를 사용하고 사

용 가능한 타임 슬롯의 절반에서 작동합니다. 안테나 세트를 교대로 사용하도록 구성하여 전체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설비가 여러 2채널 또는 4채널 액세스 포인트(APT2 또는 APT4)를 사용하는 경우, 채널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 액세스 포인트 설정을 

구성하십시오. 이는 동일하거나 인접한 방에 장착된 APT에 특히 중요합니다.

안테나 모드를 번갈아 가며 전체 스펙트럼 사용

요구 사항
MXW 시스템은 최소 펌웨어 버전 8.0.3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설정

Devices 보기에서 두 번 클릭해서 원하는 MXWAPT를 엽니다.
Utility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채널 또는 4채널 액세스 포인트(MXWAPT2 또는 MXWAPT4)에 대한 Device Properties 창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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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는 기본적으로 모드 A에 설정됩니다(Device View > RF Mode Settings > RF Coordination Mode). 창을 닫습니다.

인접 APT2 또는 APT4에 대한 Device Properties를 엽니다.
장치를 모드 B에 설정합니다(Device Propterties > RF Mode Settings > RF Coordination Mode).
Add Updates를 선택하여 설정을 저장하고 창을 닫습니다.
RF 코디네이션 모드를 교대로 사용하도록 모든 추가 APT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Utility 페이지에서 Apply All 버튼을 선택하여 모든 장치 설정을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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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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연결된 MXW 기어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동일한 서브넷으로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최상의 시스템 성능과 

최대 마이크 수를 보장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당 하나의 DHCP 서버만 사용하십시오. 추가 서버에서는 DHCP 주소 지정을 비활성화하십시오.
MXW 장비 이전에 스위치와 DHCP 서버의 전원을 켜십시오.
네트워크를 확장하려면 여러 이더넷 스위치를 스타 토폴로지에서 사용하십시오.
각 장치를 이더넷 스위치의 포트에 직접 연결합니다. 더 큰 네트워크의 경우 장치 간 “데이지 체이닝” 이더넷 포트 연결을 피합니

다.
루프 네트워크 연결을 하지 마십시오.
모든 장치는 펌웨어 개정 수준이 동일해야 합니다.

Configuring IP Settings
Go to the Utility tab of the control software to manage the IP configurations of each network interface. By default, they are set 
to Automatic (DHCP) mode. DHCP mode enables the devices to accept IP settings from a DHCP server, or automatically fall 
back to Link-Local settings when no DHCP is available. To manually set the IP address of an interface, select Manual (Static).

The MXW control software coordinates IP updates across the entire system of devices. To configure the IP properties, follow 
these steps:

Open the desired MXWAPT by double-clicking from the Devices view.
Go to the Utility tab.
Adjust IP settings for each device by selecting the Device Properties.

After adjustments have been made, select Add Updates. This saves the settings to the changes que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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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at for any additional components.
To send updates to the devices, select Apply All to the Pending Changes field of the Utility page.

Go to Utility > Device Properties to manage the interfaces of each MXW device on the network.

네트워크 오디오 및 Shure Control 데이터
MXW 장치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음 두 가지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Shure Control 및 네트워크 오디오.

Shure Control
Shure Control은 제어 소프트웨어 작동, 펌웨어 업데이트 및 타사 제어 시스템(AMX, Crestron)을 

위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이 데이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MXW 구성요소로 전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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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오디오

이 네트워크는 Dante 컨트롤러에 대한 Dante 디지털 오디오와 제어 데이터 모두를 전송합니다. 이 

데이터는 APT, 출력 장치 및 컴퓨터 사이에서 전송됩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는 작동하려면 유선 기

가비트 이더넷 연결이 필요합니다.

두 데이터 유형은 각 MXW 장치에 대해 다르게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이동: Utility > Device Properties 여기서 MXW 장치에 

대한 IP 설정을 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각 MXW 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

MXW 장치 오디오 및 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APT)
별도 IP 설정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ANI)
공유 IP 설정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NCS)
Shure Control 설정 전용. (NCS는 네트워크 오디오를 전송하지 않음)

수동으로 고정 IP 주소 할당
수동으로 IP 주소를 MXW 시스템에 할당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십시오:

Utility 탭을 엽니다.
Edit를 선택하여 Device Properties 창을 엽니다.
Manual(Static) IP 모드를 선택합니다.
IP 설정 입력

저장된 설정을 대기열에 추가하려면 Add Updates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든 추가 구성요소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Utility 탭에서 Apply All 버튼을 눌러 모든 업데이트를 완료합니다.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이 있는 모든 장치가 업데이트됩니다.

주: 설정이 APT에 대해 업데이트된 경우 제어 소프트웨어를 닫을 수 있습니다.

MXW 장비의 서브넷에 맞게 컴퓨터의 IP 주소를 변경합니다.
Shure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다시 엽니다.

고급 설정
고급 MXW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hure.com에 있는 Microflex 무선 네트워킹 백서를 참조하십시오.

오디오 및 제어 네트워크 분리
기업이나 공공 네트워크에 연결할 때, 제어 네트워크에서 오디오 네트워크가 분리되도록 MXW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디오가 전체 네트워크에 배포되지 않도록 하여 네트워크 트래픽이 크게 감소합니다.

MXW ANI(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해당 네트워크 포트 중 하나를 제어 연결 전용으로 사용하는 업링크 모드에 설정될 수 있습

니다. 업링크 모드는 ANI의 포트 4에서 멀티캐스트 트래픽을 차단하여 네트워크 오디오와 Shure Discovery 데이터를 제한합니다.

장치가 Shure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서버에 액세스하려면 제어 소프트웨어의 IP 주소를 기록해야 

합니다.

ANI의 IP 주소를 기록합니다.
ANI의 포트 4를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ANI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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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탭으로 이동합니다.
Network 패널에서 Port 4 모드를 Uplink로 변경합니다.

Wi-Fi를 통한 제어 소프트웨어 작동
Wi-Fi를 통해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는 최상의 성능을 위해 무선 라우터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XW 시스

템은 멀티캐스트에 의존하는 여러 가지 표준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Wi-Fi는 백워드 호환성 때문에 일반 패킷과 다르게 브로드캐

스트와 멀티캐스트 패킷을 취급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Wi-Fi 라우터가 멀티캐스트 패킷 전송 속도를 너무 느린 값으로 제한하여 GUI가 

적절히 운영될 수 없습니다.

Wi-Fi 라우터는 일반적으로 802.11b, 802.11a/g 및/또는 802.11n 표준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Wi-Fi 라우터가 구성되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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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Wi-Fi 연결은 제어 소프트웨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오디오는 Wi-Fi를 통해 전송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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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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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에서 추천하는 Wi-Fi 라우터 브랜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Cisco
Linksys
Apple

장치를 리더 클럭 전용으로 사용
Dante는 네트워크의 모든 Dante 장치에 대한 리더 클럭으로 하나의 장치가 자동 선택되도록 IEEE 1588 PTP(정밀 시간 프로토콜)를 

사용합니다. PTP는 모든 장치가 비슷하게 클럭킹되도록 해주며, 이는 네트워크를 통한 오디오 전달과 무선 링크를 통한 시간 동기화

RF 전송 모두에 중요합니다. MXW 시스템의 리더 클럭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첫 번째 MXW 액세스 포인트입니다. 여러 개가 동시에 

연결되는 경우, 가장 낮은 MAC 주소가 있는 액세스 포인트가 선택됩니다. 동일한 네트워크의 추가 MXW 구성요소는 이 액세스 포인트 

클럭 리더를 팔로우(동기화)합니다.

리더 장치가 종료되거나 오프라인 상태가 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다른 리더를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 시간(최대 30초) 동안에

는 전체 시스템이 오디오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설정 또는 구축 관리에 따라 장치가 정기적으로 종료되어야 하는 경우, 액세스 포인트를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의 기본 

마스터 장치로 수동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치 프로그램이 시스템을 설정하여 리더 액세스 포인트가 이벤트 동안 절대로 종

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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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te 장치에 대한 지연 설정은 네트워크의 스위치 수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및 액세스 포인

트는 모두 내부 스위치 칩(스위치로 간주됨)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액세스 포인트와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스위치와 동일합니다.

지연 시간 설정을 변경하려면 Audinate의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지연 권장사항

지연 설정 스위치의 최대 수

0.25 ms 3

0.5 ms(기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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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설정 스위치의 최대 수

1 ms 10

2 ms 10+

외부 컨트롤 시스템에 연결하기
이더넷을 통해 MXW 시스템이 AMX 또는 Crestron 제어 시스템에 연결됩니다. 시스템당 하나의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메시지 충돌을 

피하십시오. 전체 MXW 명령 문자열 목록은 웹사이트 http://shure.custhelp.com/app/answers/detail/a_id/5207에서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연결: 이더넷(TCP/IP; MXW가 클라이언트)
포트: 2202

IP Ports and Protocols

Shure Control

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Factory 
De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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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udp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Open

80* tcp HTTP Required to launch embedded web server Open

427 tcp/udp SLP Required for inter-device communication Open

843* tcp Flash Required for web application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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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0* tcp Flash Required for web application Open

8181* tcp F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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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1, 
14336-14600

udp Dante Dante audio

[4440, 4444, 
4455]*

udp Dante Dante audio routing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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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rt TCP/UDP Protocol Description

5353 udp mDNS Used by Dante

[8700-8706, 
8800]*

udp Dante Dante Control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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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킷 브리지
외부 컨트롤러는 패킷 브리지를 사용하여 Shure 장치의 제어 인터페이스에서 IP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패킷 브리지에 액세스하려

면 외부 컨트롤러가 유니캐스트 UDP*상에서 쿼리 패킷을 Shure 장치의 Dante 인터페이스에 있는 포트 2203으로 보내야 합니다.

최소 1바이트 페이로드를 포함한 UDP 패킷을 보냅니다.

주: 최대 승인 페이로드는 140바이트입니다. 모든 콘텐츠가 허용됩니다.

Shure 장치는 쿼리 패킷의 소스 포트와 동일한 대상 UDP 포트를 사용하여 유니캐스트 UDP상에서 응답 패킷을 컨트롤러로 전

송합니다. 응답 패킷의 페이로드는 다음 형식을 따릅니다:

바이트 목차

0~3 IP 주소, 네트워크 순서에서 서명되지 않은 32비트 정수

4~7
서브넷 마스크. 네트워크 순서에서 서명되지 않은 32비트 정

수

8~13 MAC 주소, 6바이트 배열

주: Shure 장치는 일반 네트워크에서 1초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대상 IP 주소와 포트 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쿼리 전송을 시도합니다.

*UDP: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소프트웨어

MXW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
MXW 제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컴퓨터에서 포괄적인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MXW 액세스 포인트의 내장 서버에

서 호스팅되며, 컴퓨터에 올바르게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하드웨어 기능

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장치 목록
MXW 제어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장치 목록에 열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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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치 목록: 속성을 보려는 장치를 클릭합니다. 장치를 두 번 클릭하여 엽니다.

② 검색 표시줄: 연결된 장치를 이름으로 검색합니다.

③ 속성 창: 선택한 장치에 대한 ID, 제어, 오디오 및 기술 정보를 봅니다.

④ 새 장치: 새 장치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려면 "장치 초기화"를 클릭하십시오.

⑤ IP 주소로 장치 추가 수동으로 또는 파일에서 교차 서브넷 장치를 추가합니다.

⑥ ID:
장치 아이콘 위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이 버튼을 표시합니다. 이것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 버

튼이 하드웨어에 명령을 보내 전면 패널 LED가 점멸하게 합니다.

⑦ 설정: 글로벌 설정 메뉴를 엽니다.

IP 주소로 장치 추가

Microflex Wireless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서브넷에서 지원되는 Shure 장치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수동으로 또는 파일에서 교차 서브넷 

장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은 .txt 또는 .csv 형식이어야 하며 IP 주소는 공백, 쉼표 또는 줄바꿈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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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을 선택하고 "장치 삭제"를 클릭하여 원하지 않거나 검색할 수없는 IP 주소를 장치 목록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주: 포트 4를 통해 업링크 모드에서 MXWANI에 액세스하려는 경우에는 자동 검색이 차단되므로 ANI 및 연결된 장치의 IP 주소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설정

MXW 시스템에 대한 전역 설정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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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어: 제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에 대한 언어를 선택합니다. 이 설정은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② 네트워크 설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하거나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목록을 새로 고칩니다.

암호 사용
장치를 처음 켤 때 또는 공장 초기화 후,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리자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암호는 관리자 보기의 Preferences 탭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초기화된 장치를 두 번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의 설정을 제어합니다.

①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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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소프트웨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보안 수준이 있습니다: Admin, Tech 및 Guest. 기본적으로 Admin이 활성화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 로그온을 관리하려면 로그온하여 Preferences 탭으로 갑니다.

Admin (default): 전체 편집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Tech 레벨 로그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ech: 일부 편집 권한이 있고, Monitor 탭에서의 마이크 관리에 국한됩니다.

Guest: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② 암호

Admin 또는 Tech로 로그온하려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Admin으로 로그온하여 Preferences 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로그인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제어 소프트웨어에 로그온합니다.

Monitor Tab

① Access Point Selection
Determines which Access Point displays on the tab.

② Density Mode Selection
Displays the density mode as selected in the APT devic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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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③ Spectrum Scanner
Opens the Spectrum Scanner window. See Scanning Available RF Spectrum section for more details.

④ Global Mic Control
Controls the status of all microphones in the configuration (all groups made from the Configuration tab).

⑤ Channel Name
Channel names are customizable for channel (RF and Audio) identification. The name is associated with the channel on the 
APT, will be stored on it, and is independent from the microphone linked to that channel.

⑥ Device Name
Device names are customizable for microphone identification. The name is associated with the registered microphone, will 
remain stored on it, and is independent from the channel it is linked to.

⑦ Microphone Link Slot
Selects the which microphone displays on the channel strip.

Note: One microphone is on-air per channel, though an alternate microphone can be prepared in the secondary link slot.

⑧ Microphone Status and Control
View or change the microphone state:

Active: On and passing audio to the network.
Mute: On but the audio is muted.
External: On and passing audio to an external controller that controls the mute/active behavior.
Standby: On but in a 'sleep' state with audio muted. Standby conserves battery charge and enables a change to the 
microphone's status from the control software.
Charging: Battery is charging.
Inactive: Off or out-of-range. A microphone in this state cannot be remotely controlled by the software.
Power Off: Turn off the microphone.

⑨ Battery Status

In the charger: Displays the remaining time until the microphone battery is fully charged
Out of the charger: Displays the remaining battery runtime of the microphone.

⑩ Audio Input Meter
Indicates the average input signal level.

Color Audio Signal Level (dBFS) Description

Red 0 to -9 Overload

Yellow -9 to -18 Normal peaks

Green -18 to -60 Signal Present

⑪ RF Signal Strength
Indicates the signal strength of the microphone. When the bars are grey, the microphone is out of range.



Shure Incorporated

67/99

◦
◦

◦

◦
◦

⑫ Mic Gain
Adjusts microphone gain from -25 dB to +15 dB gain in 1 dB steps.

⑬ Low-Pass Filter
Engages a 6 dB-per-octave filter above 12 kHz for attenuating undesired high frequencies, sometimes caused by sibilant 
vocals or paper rustling. Automatically enabled in HCD mode.

⑭ High-Pass Filter
Engages a 12 dB-per-octave filter below 150 Hz for attenuating undesired low frequencies, sometimes caused by table 
vibrations or air-conditioning rumble. Automatically enabled in high channel density mode (HCD).

⑮ Microphone Type
Displays the microphone type.

⑯ Link/Unlink Buttons
For setting up a single audio channel. Links the microphone to the primary or secondary link slot (as selected at the top of 
the channel strip).

Link: Links the microphone from the corresponding charging slot.
Unlink: Unlinks the microphone from the audio channel.

⑰ Bodypack Mic Options
There are two input sources available on the MXW1 bodypack: the internal, omnidirectional microphone or the external, 
TQG input for lavalier or headset microphones. Select the input source preference:

Auto: The internal mic is used until the MXW1 detects a connection at the TQG input. The microphone automatically 
selects the external source whenever available.
Internal: Audio source is always from the internal microphone.
External: Audio source is always from a connected microphone. (Internal mic is off.)

Note: When an MX153 earset headworn microphone is connected, make sure External input is manually selected.

⑱ Return Channels
Monitor the signal level and mute/unmute the audio of the return channel. Disabled in high density mode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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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guration 탭

① Group 행
각 행은 구성 내 그룹을 나타냅니다. APT와 연결된 충전기, 오디오 출력 장치를 선택하여 각 그룹을 형성합니다.

② ID 버튼

선택한 장치의 LED가 점멸하도록 명령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③ Link 버튼

충전기의 모든 마이크를 연결된 그룹의 채널에 연결합니다.

마이크 연결

충전기의 모든 마이크를 액세스 포인트 오디오 채널에 연결합니다.

최대 2개의 마이크를 각 오디오 채널에 연결할 수 있지만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는 단 하나입니다. 보조 링크 슬롯을 사용하여 

이벤트 동안 배터리 중복 또는 유연성을 위해 마이크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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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링크 슬롯 선택

기본 및 보조 링크 슬롯을 사용하여 각 오디오 채널에 최대 두 개의 마이크를 연결합니다. 보조 링크 슬롯은 이벤트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추가 또는 대체 마이크에 유용합니다.

② 연결 버튼

충전기의 마이크를 오디오 채널에 연결합니다.

③ 취소 버튼

링크 절차를 취소합니다.

유틸리티 탭

① 내보내기 버튼

MXW 장치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csv)로 내보냅니다.

② 장치

장치 유형 또는 마이크 채널.

APT: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선택한 채널 밀도 모드(SD = 표준, HD = 높음)를 표시합니다.
NCS: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그룹당 최대 2개(A 또는 B)
마이크 1~8: 채널 1~8에 대한 마이크, 채널당 최대 2개의 마이크(기본 또는 보조)
출력: 장치가 그룹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③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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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장치 상태를 나타냅니다:

1~10: 장치가 해당 구성에 있는 그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림: 장치가 어떤 그룹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음: 마이크가 그룹에서 제거된 액세스 포인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구성 탭의 그룹 행에서 선택 해제됨).
독립형: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독립형 모드로 설정되어 있어 APT 그룹 연결이 제한됩니다.
알 수 없음: 전원이 꺼져 있거나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APT에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 장치가 다른 구성에 있는 그룹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④ 장치 모델

장치 모델 번호.

⑤ 장치 이름

구성 탭에 정의된 장치 이름 또는 모니터링 탭에 정의된 채널 이름을 표시합니다.

⑥ IP 주소

제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Shure Control 데이터).

⑦ IP 주소 네트워크 오디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주소를 표시합니다(Dante 디지털 오디오 데이터).

⑧ 배터리 용량

새 건전지와 비교한 마이크 건전지의 충전 용량 퍼센트.

⑨ 주기 카운트

건전지로 기록된 충전 주기의 수.

⑩ 펌웨어 버전

장치의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⑪ 장치 속성

개별 장치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는 창을 엽니다. 이 버튼은 속성이 해당 장치에 대해 편집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됩니다. 변경 사항은 

유틸리티 탭의 보류 중인 변경 버튼에서 적용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⑫ 보류 중인 변경 버튼

이 버튼은 다음과 같은 장치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하거나 취소합니다:

모두 적용: 장치 속성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실행합니다. 이때 컴퓨터는 제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결을 잃을 수 있습니

다.
모두 취소: 장치 속성에 대한 모든 보류 중인 변경 사항을 삭제합니다.

장치 속성

유틸리티 탭에서 장치 속성 창을 열어 각 장치에 대한 설정을 편집합니다. 장치 속성의 편집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Apply All 버튼

을 선택하여 일괄적으로 장치에 업로드합니다. 이렇게 하면 변경 사항이 네트워크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배포됩니다.

일부 설정은 장치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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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8 속성 창

① 장치 이름

장치 이름은 최대 31자 길이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일련 번호

Shure 웹사이트에서 장치를 등록하고 보증을 받고 고객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③ 공장 초기화

장치를 기본 설정으로 재설정하고 모든 MXW 그룹과 링크 연결을 삭제합니다. 제어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암호가 재설정

됩니다.

④ '장치 이름'을 Dante로 푸시

MXW 웹 인터페이스의 장치와 채널 이름을 사용하여 Audinate가 개발한 Dante Controller(DC)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덮어씁니다.

주: 이 설정은 DC에서 이전에 만들어진 라우팅 구성을 훼손하고 오디오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하십시오.

⑤ 재부팅

장치 전원이 꺼졌다가 켜집니다.

⑥ 디버그 모드

Shure 지원 인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경우에 정상 작동을 재개하려면 전원을 껐다가 켜야 합니다.

⑦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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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IP 설정을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네트워크 설정은 장치마다 다릅니다. 각 MXW 장치를 구성하

는 방법은 네트워킹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제어: Shure Control(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작동, 펌웨어 업데이트, Shure Device Discovery 응용 프로그램).
Dante: Dante 네트워크 오디오(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및 Dante 소프트웨어).

⑧ IP 모드

선택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IP 모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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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I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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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MAC 주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고유 식별자.

⑪ 밀도 모드

APT에서 다음 밀도 모드를 설정합니다.

표준 밀도(기본)
고밀도(사용 가능한 채널의 두 배)

⑫ RF 모드 설정

인접한 방에 APT2와 APT4가 설치된 경우, RF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교대 모드(모드 A, 모드 B).

⑬ 업데이트 적용

업데이트 적용을 선택하여 장치 변경 사항을 제어 소프트웨어에 저장합니다. 모든 장치 속성은 유틸리티 탭에서 동시에 업데이트됩

니다. 저장되면 장치가 속성 열에서 보류 중으로 표시됩니다.

⑭ 업데이트 취소

장치 속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제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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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ferences 탭

모든 기본 설정이 구성의 각 장치에 적용됩니다.

① 전환 동작

각 송신기 유형의 스위치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토글(기본값):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상태가 Active 또는 Mute로 변경됩니다.
Push-to-talk: 버튼을 누른 채로 오디오를 전달합니다.
Push-to-mute: 버튼을 누른 채로 오디오를 음소거합니다.
비활성화됨: 버튼이 오디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② 충전기의 초기 상태

송신기가 충전기에서 분리된 후 송신기에 대한 상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활성: 켜져 있고 오디오를 네트워크로 전달합니다.
음소거: 켜져 있지만 오디오가 음소거됩니다.
대기: 켜져 있지만 오디오가 음소거되어 “대기 모드” 상태에 있습니다. 대기 모드는 건전지 충전량을 절약하고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송신기의 상태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끄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 상태의 송신기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될 수 없습니다.

주: 이러한 설정은 표준 모드에만 적용됩니다. 고효율 모드의 송신기는 충전기에서 분리될 때 항상 전원이 꺼집니다.

③ 활성/음소거 LED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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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송신기 유형에 대해 음소거/활성화 LED의 동작을 설정합니다. 대기 모드는 점멸하는 빨간색 LED로 항상 표시됩니다.

활성 음소거

녹색 점등* 적색 점등

적색 점등 적색 점멸

적색 점등 끄기

외부 LED 제어

*MX400R 시리즈 구즈넥 마이크에 사용할 수 없음

④ 음소거 기본 설정

Local Mute - Individual (default): 각 송신기가 개별적으로 음소거됩니다.
Local Mute - All: 하나의 송신기가 음소거이면 모든 송신기가 음소거됩니다.
External Mute: 송신기 오디오가 켜져 있고 타사 컨트롤러에서 음소거합니다.

⑤ RF 파워

액세스 포인트의 RF 적용 범위를 결정합니다.

낮음: 25ft(1mW)
중간: 50ft(3mW)
중간 높음: 100ft(16mW)
최대: 150ft(80mW)

⑥ 범위 벗어남 알람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송신시가 RF 적용 범위 영역을 벗어날 때 송신기에서 경고음이 가청 수준으로 울립니다. (기본적으로 비활성

화됨)

⑦ 범위 작업으로 돌아가기

송신기가 RF 적용 범위 영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동으로 활성(기본값) 또는 음소거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⑧ 대기 모드

Local (default): 송신기는 개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Global: 대기 모드에 있던 모든 송신기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⑨ 링크 기본설정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의 하드웨어 Link 버튼을 비활성화하여 링크 절차를 제어 소프트웨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Link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⑩ 식별 기본 설정

송신기가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식별될 때 응답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Enabled: LED가 점멸하며 신호음이 울립니다.
비활성화됨: LED만 점멸합니다(신호음 없음).

⑪ 권한

다음은 각 로그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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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efault): 전체 모니터링 및 편집 액세스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기술자 레벨 및 게스트 레벨 로그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ech: 제한된 편집 액세스 권한으로 모니터링합니다.

Guest: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⑫ 기본 설정 저장/로드

구성의 기본 설정을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파일을 로드할 수 있으며 구성의 모든 장치에 대한 설정을 덮어씁니다.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어 소프트웨어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후면 패널에 있는 4포트 기가비트 스위치 이외에도 MXW 시스템의 아날로

그 입력 및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로그인 페이지
초기화된 장치를 두 번 클릭하여 로그인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당 장치의 설정을 제어합니다.

① 사용자

제어 소프트웨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보안 수준이 있습니다: Admin, Tech 및 Guest. 기본적으로 Admin이 활성화되어 있습니

다. 사용자 로그온을 관리하려면 로그온하여 Preferences 탭으로 갑니다.

Admin (default): 전체 편집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Tech 레벨 로그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ech: 일부 편집 권한이 있고, Monitor 탭에서의 마이크 관리에 국한됩니다.

Guest: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② 암호

Admin 또는 Tech로 로그온하려면 암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변경하려면 Admin으로 로그온하여 Preferences 탭으로 이동합니다.

③ 로그인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제어 소프트웨어에 로그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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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탭

① 채널 이름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여 채널 이름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이름은 최대 12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입력 오디오 미터

아날로그-디지털 컨버터 전에 입력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③ 음소거 버튼

채널의 오디오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 해제합니다. 채널이 음소거되면 버튼이 빨간색으로 점등됩니다.

④ 아날로그 입력 레벨(A, B)
아날로그 입력 게인 레벨을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Line (default) 또는 Aux.

⑤ 출력 오디오 미터

디지털-아날로그 컨버터 전에 출력 오디오 레벨을 표시합니다.

⑥ 감쇠

출력 감쇠는 1dB 단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⑦ 아날로그 출력 레벨

출력 게인 레벨을 설정합니다.

⑧ 설정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정 창을 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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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설정 창

① 일반

선택한 장치에 대한 기본 정보를 보거나 수정합니다.

② 네트워크

각 장치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을 구성합니다.

③ 펌웨어

장치의 현재 펌웨어 버전을 표시합니다.

④ 전면 패널 잠금

하드웨어의 전면 패널 제어 기능을 비활성화합니다. 헤드폰 잭에서 모니터링을 위해 채널을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권한

인터페이스를 처음 켤 때 또는 공장 초기화 후, 관리자 암호를 만들어야 합니다. Technician 및 Guess 권한을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 화면에서 암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or(기본값): 전체 편집 권한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Tech 레벨 로그온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Technician: 권한이 Inputs/Outputs 페이지로 제한됩니다(하드웨어 기능 전용).
Guest: 모니터링만 가능합니다.

⑥ 공장 출하 시 설정으로 재설정

재부팅하거나, 공장 기본 설정을 복원하거나, 디버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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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설정

① 장치 이름

장치 이름은 “=','.' 또는 '@”을 제외하고 최대 31자 길이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장치 모델

장치 모델 번호.

③ 일련 번호

Shure 웹사이트에서 장치를 등록하고 보증을 받고 고객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입니다.

④ Dante로 푸시

MXW 웹 인터페이스의 장치와 채널 이름을 사용하여 Audinate가 개발한 Dante Controller(DC)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덮어씁니다.

네트워크 설정

① 어드레싱 모드

자동: IP 설정은 링크-로컬이거나 DHCP 서버로부터 자동으로 수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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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Manual: IP 설정(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및 게이트웨이)은 고정이며, 수동으로 입력됩니다.

② IP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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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MAC 주소

각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고유 식별자.

④ 오디오 라우팅 모드

MXW Mode: 장치가 MXW 그룹의 일부일 때 자동 채널 라우팅을 활성화합니다(MXW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할당됨).
Standalone Mode: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로 채널을 수동으로 라우팅해야 합니다.

⑤ 포트 4 모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포트 4를 다음과 같이 구성합니다:

Switched Mode (default): 포트 4에서 전체 이더넷을 지원합니다.
Uplink Mode: 제어 데이터만 전송됩니다. Dante 디지털 오디오와 Shure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멀티캐스

트 트래픽이 제한됩니다.

Audinate의 Dante 소프트웨어
Audinate 소프트웨어는 Dante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기능과 제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 지침은

Audinate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Dante 컨트롤러
Dante 컨트롤러(DC)은 Dante 장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무료 소프트웨어(Audinate 제공)입니다. 이 컨트롤

러를 사용하여 Dante 지원 장치 사이에서 채널을 라우팅하고 장치, 클럭 및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중요: MXWAPT는 네트워크에 대한 Dante 클럭 리더여야 합니다. 클럭 리더를 MXWAPT(기본 선택)에서 다른 장치로 변경하지 마십

시오.

주: MXW 시스템 내에서 오디오를 라우팅하는 데에는 DC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C를 사용할 때는 설정 변경으로 인해 MXW 시스템 기능을 방해할 수 있으

므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Dante Domain Manager와의 호환성
이 장치는 Dante Domain Manager(DDM) 소프트웨어와 호환됩니다. DDM은 Dante 네트워크 및 Dante 지원 제품에 대한 사용자 인

증, 역할 기반 보안 및 감사 기능이 있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입니다.

DDM으로 제어되는 Shure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

Dante 도메인에 Shure 장치를 추가할 때, 로컬 컨트롤러 액세스를 Read Write로 설정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Dante 설정에 액

세스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거나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장치와 DDM이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할 수 없는 경우 Dante 설정을 제어하거나 공장 초기화를 수행하거나 장치 

펌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없습니다. 연결이 다시 설정되면 장치는 Dante 도메인에 설정된 정책을 따릅니다.
Dante 장치 잠금이 켜져 있거나 DDM이 오프라인 상태이거나 장치 구성이 Prevent로 설정되어 있으면 일부 장치 설정이 비활성

화됩니다. 여기에는 Dante 암호화, MXW 연결, AD4 Dante 찾아보기, Dante 큐 및 SCM820 연결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Dante Domain Manager의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주: MXWAPT 장치는 DDM과 완전히 호환되지만, MXWANI 장치는 관리되지 않는 도메인에 배치되거나 레거시 Interop 모드의 도메인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도메인의 다른 장치와 오디오를 공유할 수 있지만, MXWANI에 대한 액세스는 DDM을 통해 제어되지 않습니다.

https://audinate.com/
https://aud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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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
3.
4.
5.

Dante 가상 사운드 카드
Dante 가상 사운드 카드(DVS)는 추가 장비 없이 디지털 오디오를 모니터링하고 레코딩하는 데 사용되는 오디오 드라이버 역할을 합니

다. DVS는 컴퓨터의 표준 이더넷 포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네트워크에 있는 Dante 지원 장치로부터 최대 64개 채널을 송수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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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버전의 펌웨어를 업로드한 후 설치하면 설계 개선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www.shure.com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다음 단계를 수행하여 펌웨어를 업데이트하십시오.

주의! 업데이트 동안 장치가 네트워크에 안정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장치를 끄지 마십시오.

장치와 컴퓨터를 같은 서브넷에 설정된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하십시오.
MXW 송신기를 업데이트하려면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MXW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에 배치합니다.
MXW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포트 4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모드가 ANI 제어 소프트웨어의

Preferences 탭에서 Switched 모드(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Shure 업데이트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을 엽니다.
업데이트 확인...을 클릭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새 펌웨어 버전을 확인하십시오.
원하는 펌웨어를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 펌웨어 라이브러리에 펌웨어를 다운로드하십시오.
장치 업데이트 탭에서 새 펌웨어를 선택하고 업데이트 보내기...를 눌러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장치의 

기존 펌웨어를 덮어씁니다.

펌웨어 릴리스 요구 사항
Microflex 무선 장치는 올바른 작동을 위해 연동되는 여러 개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을 갖춘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권장되는 최적

의 사용 방법은 모든 MXW 장치에 동일한 릴리스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에 있는 각 MXW 장치의 펌웨어를 보려면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Utility 페이지를 엽니다.

Shure 장치의 펌웨어 형식은 MAJOR.MINOR.PATCH입니다. (예: 1.6.2에서 1은 메이저 펌웨어 레벨을 나타내고, 6은 마이너 펌웨어 

레벨을 나타내며, 2는 패치 펌웨어 레벨을 나타냅니다.) 최소한 같은 서브넷에서 작동하는 장치는 MAJOR 및 MINOR 릴리스 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
다음 표는 Microflex 무선 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반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오디오

문제점 표시기 해결책

오디오가 없거

나 왜곡됨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또는

SCM820의 네트

워크 오디오 LED

녹색

케이블을 점검하십시오.
송신기가 켜져 있고 채널이 음소거 해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Monitor 탭에서 입력 미터가 OK인지 확인합니다. 채
널이 클리핑되는 경우 감쇠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전면 패널과 ANI 제어 소프트웨어의 출력 미

터를 확인합니다. ANI의 오디오를 들으려면 헤드폰을 사용합니다. 채널이 클리

핑되는 경우 감쇠합니다.
ANI의 출력 레벨이 연결 장비의 입력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APT가 스펙트럼 검사를 수행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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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표시기 해결책

녹색 점멸
모든 장치가 켜져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안정적인지 확인합니다.
Dante 컨트롤러 소프트웨어(DC)를 이용하여 채널 구독 상태 확인

빨간색 DC에서 리더 클럭을 확인합니다(MXWAPT가 리더 클럭이어야 함).

끄기

그룹에 장치를 배치하여 오디오를 자동으로 라우팅합니다.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네트워크 오디오 설정의 서브넷이 오디오 네트워크 인

터페이스의 서브넷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디오가 들어

오고 나갈 때 끊

어짐(간헐적)
오디오가 간헐적으로 발생

RF 간섭을 모니터링하는 스펙트럼 스캔을 수행합니다.
채널 수를 줄여 시스템에서 RF 스펙트럼이 과부하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시스템 설정 및 MXW 그룹

문제점 표시기 해결책

구성요소를 그

룹에 연결할 수 

없음

장치 드롭다운이

Configuration 탭의 Group 행
에서 원하는 구성요소를 표시하

지 않음

장치 전원이 켜져 있고 동일한 네트워크 및 서브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Utility 탭을 열고 Configuration Filter 선택을 취소하

여 네트워크의 모든 MXW 장치를 표시합니다. 장치가 “OTHER”로 표시되면 다

른 구성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Configuration의 Group 행에서 “none”을 선택하여 구성요소 연결을 해제

합니다.
모든 연결을 삭제하려면 공장 초기화를 수행합니다.

네트워크 및 장치 모니터링

문제점 표시기 해결책

제어 소프트웨

어 로드에 시간

이 많이 걸립니

다.

소프트웨어를 제어 인터페이스

에 연결할 수 없습니다.

PC와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 및 서브넷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Windows 방화벽 설정이 Shure 소프트웨어를 차단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

다.
DHCP의 일부로 기본 게이트웨이를 보내지 않도록 라우터를 설정하십시오.
IP 주소로 열 수 있도록 Shure Web Device Discovery 애플리케이션 설정

장치와 동일 네트워크에서 컴퓨터를 고정 IP 주소로 직접 설정하십시오.

제어 소프트웨

어가 잘 작동하

지 않음

표시등이 느리게 움직이거나 실

시간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성에 열려 있는 창이나 탭의 수를 줄입니다.
네트워크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섹션 참조

제어 소프트웨

어에서 충전기

가 검색되지 않

았습니다.

충전기가 UI에 표시되지 않습

니다.
MXWNCS 충전기가 고효율 모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파란색 단색의 마이크 

링크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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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리소스
추가 문제 해결 지원 또는 복잡한 설치에 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shure.com/support를 방문하거나 현지 Shure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킹 도움말, 고급 네트워킹 가이드라인 및 Dante 소프트웨어 문제해결은 Audinate의 웹사이트

www.audinate.com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공장 초기화
문제 해결 방법을 시도한 후에도 장치가 네트워크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장치가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도록 특정 하드웨어 재설정을 수

행합니다. 공장 기본 설정은 다른 Shure 네트워크 장치와의 자동 호환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참고: 공장 초기화는 모든 MXW 그룹과 링크 연결을 삭제합니다. 소프트웨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새 암호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에서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오목한 모양의 Reset 버튼을 10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장치가 다시 부팅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오디오 상태 LED가 

잠시 꺼집니다.

주의: 공장 초기화는 장치에 저장된 모든 그룹 연결과 마이크 링크를 삭제합니다.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eset 버튼을 10초 동안 길게 누릅니다. 장치가 다시 부팅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전면 패널 LED가 점멸합니다.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Link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Link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LED가 황갈색으로 점등될 때까지 12초 동안 Link 버튼을 계속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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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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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소프트웨어에서

MXW 제어 소프트웨어의 Utility 탭을 엽니다.
장치에 대한 Edit Properties 버튼을 선택합니다.
공장 초기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Add Updates를 선택하여 설정을 대기열 편집에 저장합니다.
모든 추가 장치에 대해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편집된 속성이 있는 모든 장치에 대해 변경하려면 Apply All을 누릅니다.

액세서리 및 모델 종류
MXW 장치 설명 부품 번호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8채널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MXWAPT8

4채널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MXWAPT4

2채널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 MXWAPT2

장착 플레이트 65A20096

도장 가능한 커버 65A20030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8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XWANI8

4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XWANI4

하드웨어 키트 90A20081

IEC 케이블 지역에 따라 다름. 표 참조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

8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XWNCS8

4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XWNCS4

2채널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MXWNCS2

전원 공급 장치 PS60

송신기

바디팩 송신기

MXW 바디팩 송신기(핀 마이크 없음) MXW1/O

핀 마이크 표 참조

건전지 SB901A

핸드헬드

SM58 MXW2/SM58

SM86 MXW2/SM86

Beta58 MXW2/BETA58

VP68 MXW2/VP68

건전지 SB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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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 장치 설명 부품 번호

건전지 SB905*

바운더리

전지향성 MXW6/O

단일지향성 MXW6/C

흰색 전지향성 MXW6W/O

흰색 단일지향성 MXW6W/C

건전지 SB901A

구즈넥 베이스

검은색 MXW 구즈넥 베이스 송신기

(구즈넥 마이크 없음)
MXW8

흰색 MXW 구즈넥 베이스 송신기(구
즈넥 마이크 없음)

MXW8W

구즈넥 마이크 표 참조

건전지 SB901A

USB 충전기 지역에 따라 다름. 표 참조

모노 이어폰/볼륨 조절 DH 6125+VC

MXW2에 대한 안티롤 링 A1K

* 2020년 12월 이후에 제작된 MXW2의 경우

핀 옵션

마이크 설명 부품 번호

Microflex  5mm 초소형 핀, 무지향성, 검은색 MX150B/O-TQG

Microflex  5mm 초소형 핀, 단일지향성, 검은색 MX150B/C-TQG

Microflex  무지향성 초소형 이어셋, 검은색 MX153B/O-TQG

Microflex  무지향성 초소형 이어셋, 황갈색 MX153T/O-TQG

Microflex  무지향성 초소형 이어셋, 코코아색 MX153C/O-TQG

Microflex  1cm 무지향성 핀, 검은색 WL183

Microflex  1cm 초지향성 핀, 검은색 WL184

Microflex  1cm 단일지향성 핀, 검은색 WL185

단일지향성 콘덴서 미니 핀, 검은색 WL9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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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즈넥 옵션

마이크 설명 극성 패턴 길이 부품 번호

2색 LED 상태 표시등

단일지향성 12.7cm(5인치) MX405LP/C

초지향성 12.7cm(5인치) MX405LP/S

미니 샷건 12.7cm(5인치) MX405LP/MS

단일지향성 25.4cm(10인치) MX410LP/C

초지향성 25.4cm(10인치) MX410LP/S

단일지향성 38.1cm(15인치) MX415LP/C

초지향성 38.1cm(15인치) MX415LP/S

조명 링 표시기 카트리지 미포함

12.7cm(5인치) MX405RLP/N

25.4cm(10인치) MX410RLP/N

38.1cm(15인치) MX415RLP/N

캡슐만 해당

단일지향성 모든 길이용 R185B, R185W-A

초지향성 모든 길이용 R184B, R184W-A

미니 샷건 12.7cm(5인치) R189B, R189W-A

2색 상태 표시등의 흰색 카트리지 미포함

12.7cm(5인치) MX405WLP/N

25.4cm(10인치) MX410WLP/N

38.1cm(15인치) MX415WLP/N

흰색 링 표시등의 흰색 카트리지 미포함

12.7cm(5인치) MX405WRLP/N

25.4cm(10인치) MX410WRLP/N

38.1cm(15인치) MX415WRLP/N

2색 상태 표시등의 흰색 듀얼

플렉스
카트리지 미포함

25.4cm(10인치) MX410WLPDF/N

38.1cm(15인치) MX415WLPDF/N

라이트 링 표시등의 흰색 듀얼

플렉스
카트리지 미포함

25.4cm(10인치) MX410WRLPDF/N

38.1cm(15인치) MX415WRLPDF/N

IEC 전원 케이블

지역별 전원 케이블 부품 번호

미국 95B8389

브라질 95A14336

아르헨티나 95A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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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원 케이블 부품 번호

유럽 95C8247

영국 95A8713

일본 95B9021

중국 95B9073

한국 95B9074

호주 95A9128

USB 충전기

지역별 USB 충전기 부품 번호

미국 SBC10-USB-A

영국 SBC10-USBUK-A

유럽 SBC10-USBE-A

호주 SBC10-USBAZ-A

일본 및 대만 SBC10-USBJTW-A

브라질 SBC10-USBR-A

인도 SBC10-USBIN-A

Microflex 무선 사양

시스템
RF 반송파 주파수 범위

대역 지역 주파수 범위

Z10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1920~ 1930 MHz

Z11 유럽 , 아시아 , 중동 1880~ 1900 MHz

Z12 일본 1893~ 1906 MHz

Z15 대만 1880~ 1895 MHz

Z14 브라질 1910~ 1920 MHz

오디오 주파수 응답

65 Hz - 16 kHz

소비 전력

2.5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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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출력 전력

3.0 W RMS

프리앰프 출력 클리핑 레벨

<1% THD

신호 대 잡음비

<90  dB A-가중

케이블 요건

Cat 5e 이상

크기

61 x 150 x 168 mm

무게

650 g

작동 온도 범위

5℃ (41℉) - 40℃ (104℉)

송신기
게인 조정 범위

−25 ~ +15 dB (1 dB 단계에서)

최대 입력 레벨
마이크 게인 −16dB

−9 dBV

헤드폰 아웃풋

3.5 mm (1/8"), 듀얼 모노 (스테레오 폰 구동)

최대 헤드폰 출력 전력
1kHz @ 1% 왜율, 최대 전력, @16Ω

17.5 mW

안테나 유형

내부, 공간 다이버시티, 선형편광

안테나 게인

평균 -1.1 dBi

피크 0.5 dBi

충전 커넥터

USB 3.0 유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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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 케이스

주물제작 플라스틱

권장 저장 온도 범위

0°C (32°F) ~ 25°C (77°F)

MXW1 하이브리드 바디팩 송신기

마이크 커넥터

4-핀 메일 미니 커넥터 (TA4M), 자세한 내용은 도면을 참조하세요.

입력 임피던스
1 kHz에서

>20 kΩ

내부 마이크

무지향성 (20 Hz ~ 20 kHz)

배터리 수명

표준 밀도 모드 고밀도 모드

최대 7 시간 최대 8 시간

새 건전지로 계산됨. 사용 시간은 건전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기

22 mm x 45 mm x 99 mm (0.9 in. x 1.8 in. x 3.9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85 g (3.0 oz.)

배터리 포함, 마이크 제외

MXW2 핸드헬드 송신기

마이크 캡슐

SM58, SM86, Beta58, VP68

구성

Unbalanced

입력 임피던스
1 kHz에서

>20 kΩ

배터리 수명

SB902, 표준 밀도 모드 SB902, 고밀도 모드 SB905, 표준 밀도 모드 SB905, 고밀도 모드

최대 15 시간 최대 16 시간 최대 23 시간 최대 29 시간

새 건전지로 계산됨. 사용 시간은 건전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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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226 mm x 51 mm (8.9 in. x 2.0 in.) L x Dia.

SM58 마이크 캡슐 포함

무게

369 g (13 oz.)

배터리 포함, SM58 마이크 캡슐 포함

MXW6 바운더리 송신기

마이크 캡슐

MXW6/O R183B

MXW6/C R185B

배터리 수명

표준 밀도 모드 고밀도 모드

최대 7 시간 최대 8 시간

새 건전지로 계산됨. 사용 시간은 건전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기

23 mm x 44 mm x 114 mm (0.9 in. x 1.75 in. x 4.5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108 g (3.8 oz.)

배터리 포함

MXW8 구즈넥 베이스 송신기

마이크 커넥터

Shure MX405/10/15에 대한 6핀 커넥터

구성

Unbalanced

입력 임피던스
1 kHz에서

>20 kΩ

구즈넥 옵션

액세서리 목록 참조

배터리 수명

표준 밀도 모드 고밀도 모드

최대 7 시간 최대 8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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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전지로 계산됨. 사용 시간은 건전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기

36 mm x 71 mm x 124 mm (1.4 in. x 2.8 in. x 4.9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193 g (6.8 oz.)

배터리 포함, 마이크 제외

액세스 포인트 트랜시버(APT)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RJ45: 기가비트 이더넷, Dante 디지털 오디오

플리넘 등급

UL 2043

전력 요건

PoE(Power over Ethernet) 클래스 0, 6.5W

안테나 유형

내부, 공간 다이버시티, 원평광

안테나 게인

평균 0.5 dBi

피크 3.0 dBi

외장 케이스

주물제작 플라스틱, 캐스트아연

크기

24 mm x 170 mm x 170 mm (1.35 in. x 6.7 in. x 6.7 in.), 높이 x 폭 x 깊이

장착 플레이트 또는 커버 제외

무게

APT8 856 g (1.9 lbs)

APT2, APT4 845 g (1.9 lbs)

페인트 가능한 커버 85 g (0.2 lbs)

장착 브래킷 68 g (0.15 lbs)

네트워크 충전 스테이션(NCS)
충전 시간

MXW1, MXW6, MXW8 50%=1 시간; 100%=2 시간; 고효율 모드=4-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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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2
SB902 50%=1.5 시간; 100%=3 시간; 고효율 모드=4-5 시간

SB905 50%=2.5 시간; 100%=5 시간; 고효율 모드=5-6 시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10/100 Mbps 이더넷

전력 요건

15 V DC @ 3.33 A 최대, 외부 전원 공급으로 공급 (팁 양극)

외장 케이스

주물제작 플라스틱, 캐스트아연

크기

NCS8 68 mm x 343 mm x 184 mm (2.7 in. x 13.5 in. x 7.25 in.), 높이 x 폭 x 깊이

NCS4 68 mm x 191 mm x 184 mm (2.7 in. x 7.5 in. x 7.25 in.), 높이 x 폭 x 깊이

NCS2 48 mm x 102 mm x 154 mm (1.9 in. x 4.0 in. x 6.1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NCS8 2.9 kg (6.4 lbs)

NCS4 1.7 kg (3.7 lbs)

NCS2 0.8 kg (1.8 lbs)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 ~ 20 kHz (+1, −1.5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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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로그에서 Dante 113 dB

Dante에서 아날로그 110 dB

출력 소음
20 Hz ~ 20 kHz, A-Weighted, 일반

라인 Aux 마이크

−84.5 dBV −95.2 dBV −106.5 dBV

THD+N
20 Hz ~ 20 kHz+4dBu 아날로그 입력, −10dBFS 디지털 입력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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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비 반전, 임의의 입력에서 임의의 출력으로

크기

44 mm x 483 mm x 366 mm (1.7 in. x 19.0 in. x 14.4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MXWANI4 3.1 kg (6.9 lbs)

MXWANI8 3.2 kg (7.1 lbs)

외장 케이스

스틸; 압출 성형 알루미늄

전력 사양

100 ~ 240 V AC, 50-60 Hz, 1 A

작동 온도 범위

−18°C (0°F) ~ 63°C (145°F)

저장 온도 범위

−29°C (-20°F) ~ 74°C (165°F)

아날로그 연결

출력

구성 임피던스

클리핑 레벨 (최소)

라인 Aux 마이크

액티브 밸런스드 310 Ω +26.2 dBV +16.2 dBV −3.8 dBV

입력

구성 임피던스

클리핑 레벨 (최소)

라인 Aux

액티브 밸런스드 10.6 kΩ +23.8 dBV +10.8 dBV

헤드폰 아웃풋

6.35 mm (1/4") TRS, 100 mW, 350 Ω, 듀얼 모노 (스테레오 폰 구동)

0 dBV = 1 V RMS; 0 dBu = 0.775 V RMS; 0 dBV = 2.2 dBu

디지털 신호 처리 중

AD/DA 컨버터

24 비트, 48 kHz

지연
추정 공칭, ±0.1 ms

아날로그에서 Dante 0.2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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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te에서 아날로그 0.24 ms + TN

T  = 네트워크 지연(밀리초 단위), Dante 컨트롤러에 설정된 값.

참고사항: Dante 네트워크 지연은 보통 수신 장치와 연계됩니다.

네트워킹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4포트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Dante 디지털 오디오

업링크 포트(포트 4)
선택 가능, 멀티캐스트 트래픽 차단

Power over Ethernet (PoE)
MXWAPT 전원 공급을 위해 포트 1에 제공

케이블 요건

Cat 5e 이상, 차폐, 네트워크 장치들 간 최대 100 m

네트워크 처리 용량

DHCP, 링크-로컬, 정적

송신기 출력 전력

대역: Z10, Z11, Z14, Z15

MXW1

설정 dBm mW

낮음 -2 1

중간 5 3

높음 12 16

최대 17 50

MXW2

설정 dBm mW

낮음 0 1

중간 7 5

높음 12 16

최대 17 5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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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XW6, MXW8

설정 dBm mW

낮음 -2 1

중간 5 3

높음 12 16

최대 19 80

대역: Z12

MXW1, MXW6, MXW8

설정 dBm mW

낮음 0 1

중간 5 3

높음 9 8

최대 12 16

MXW2

설정 dBm mW

낮음 0 1

중간 7 5

높음 9 8

최대 12 16

배선 도표

TA4M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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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ANI)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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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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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음압을 피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청각이 손상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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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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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 잘못 교체할 경우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AA 배터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노트: 반드시 포함된 전원공급장치 혹은 Shure에서 동등하다고 승인된 것만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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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re Incorporated

97/99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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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
•
•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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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제품 정보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EMC 적합성 시험은 공급되고 권장된 형식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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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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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 장치는 공용 인터넷 네트워크와 직접 연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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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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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팩 마이크 송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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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송신기는 테스트가 완료되어,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적용되는 국제 방사선 노출 제한량을 준수합니다. 이 장비는 정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사용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합니다. 이 송신기를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함께 설치하거나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핸드헬드 마이크 송신기

테이블탑 바운더리 마이크 송신기

테이블탑 구즈넥 마이크 송신기

무선 액세스 지점 송신기

이러한 휴대용 송신기는 인체에서 20cm 이상 떨어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의도가 분명한 경우 낮은 출력으로 사용자의 신체 가까

이에서 사용하므로 국제 방사선 노출 기준 요건 테스트에서 면제됩니다. 이러한 휴대용 송신기는 사람으로부터 최소 20cm 떨어진 장소

에 배치 또는 설치해야 하며 다른 안테나 또는 송신기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증
이 장치는 FCC Part 15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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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파법 및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합니다. 이 장치는 일본 전파법 및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승인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변경할 경우 부여한 지정 번호 무효).

IEC 60065-1 을 기반으로 전기 안전 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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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적합성 선언)”은 Shure Inc. 또는 그 유럽 대리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www.shure.com 사이트에 있습니다.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Global Compliance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이메일: info@shure.de
www.shure.com

FCC 검증 조항 Part 15b 하에서 승인됨.

Industry Canada ICES-003 규정준수 레이블: CAN ICES-3(B)/NMB-3(B)

주: FCC 마크, CE 마크, RCM 마크 및 전기 정격은 충전기 케이스 하단에 있는 라벨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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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Part 15 하에서 인증됨.

FCC: DD4MXW1, DD4MXW2, DD4MXW6, DD4MXW8, DD4MXWAPT4, DD4MXWAPT8.

RSS-213의 해당 요건 충족.

IC: 616A-MXW1, 616A-MXW2, 616A-MXW6, 616A-MXW8, 616A-MXWAPT4, 616A-MXWAP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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