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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HW   
유선 바디팩 개인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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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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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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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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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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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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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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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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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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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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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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고장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기를 절대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과도한 힘을 주거나 케이블을 잡아당기지 마십시오. 고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극한의 온도나 습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물이나 이물질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기기는 85 dB SPL보다 높은 사운드 볼륨을 낼 수 있습니다. 귀하 국가의 근로자 보호 요건에서 허용된 지속적 소음 노출 수준의 최대치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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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전문가용입니다. 이 제품은 전문 판매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해야 합니다.

일반 설명
Shure P9HW는 온스테이지 모니터링에 사용되는 스피커를 대체하도록 설계된 유선 2 채널 스테레오 바디팩 시스템입니다. 경량 휴대

용 P9HW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온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며, 향상된 선명도와 음향 제어력을 제

공하고 되울림 가능성과 스테이지의 번잡함을 줄여줍니다. 대중 연설, 실황 음악, 스튜디오 녹음, 방송, 공연장 등의 음향 증폭 분야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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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9HW 바디팩

① 오디오 입력

제공된 Y 스플리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최대 두 음원에 연결합니다.

중요: 케이블의 빨간색 점을 바디팩 입력 안쪽 눈금에 맞추십시오.

② 과부하 표시등 입력이 과부하될 때 켜집니다.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볼륨을 아래로 내립니다.

③ 볼륨 조절기/전원 스위치 전원을 켜고/끄고 헤드폰 볼륨을 조정합니다.

④ 건전지 LED
건전지 상태를 표시합니다.

주: 특정 사용시간 값에 대한 건전지 수명 일람표를 참조하십시오.

⑤ 헤드폰 출력 3.5mm(1/8in) 플러그 장착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합니다.

⑥ 디스플레이 설정 및 메뉴 탐색을 보여줍니다.

⑦ 탐색 버튼(▲▼) 메뉴를 스크롤하고 설정을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⑧ Exit 버튼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려면 누릅니다.

⑨ Enter 버튼 메뉴 화면으로 전환하거나 설정을 확인하려면 누릅니다.

⑩ 공장 서비스 창 공장에서 바디팩으로 펌웨어를 가져오기 위해 사용합니다(사용자가 정비할 수 없음)

⑪ 건전지함 Shure SB900B 충전식 건전지 1개 또는 AA 건전지 2개를 사용합니다.

⑫ 탈착형 AA 어댑터 Shure SB900B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려면 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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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분리하려면 도어를 열고 어댑터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재장착하려면 어댑터를 제자리로 눌러 넣습니다. 제자리에 안착

되면 딸각 소리가 납니다.

설정
① 배터리 끼우기 Shure SB900B 충전식 건전지 팩을 사용하거나 AA 건전지 2개를 사용합니다.

② 제공된 Y 스플리터 케이블

을 사용하여 음원에 바디팩을 

연결합니다.

케이블의 빨간색 점을 바디팩 커넥터 안쪽 눈금에 맞추고 5핀 LEMO 커넥터를 바디팩에 연결합니

다. 케이블의 XLR 커넥터 2개를 해당하는 믹서 출력으로 연결합니다. 신호 라우팅 예시는 시스템 

개요도를 참조하십시오.

주: 바디팩을 직접 믹서에 연결하거나 무대의 패치 베이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③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 출력

에 연결합니다.
P9HW는 Shure 이어폰과 최상의 성능으로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지만 3.5mm(1/8 in) 스테레오 플

러그가 장착된 모든 헤드폰 또는 인이어 모니터에서도 작동합니다.

④ 전원을 켭니다.
전원이 켜질 때까지 볼륨 조절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주의: 전원을 켤 때 볼륨 조절기를 완전히 끝까지 돌리지 마십시오.

⑤ 청취하기 편안한 볼륨 레벨

에 도달할 때까지 볼륨을 천천

히 올립니다.

볼륨 상한을 설정하려면 VLIMIT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서의 유틸리티 섹션을 참

조하십시오.

시스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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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설정

MODE
STEREO: 채널 1의 오디오는 왼쪽 이어폰에서 들리고 채널 2의 오디오는 오른쪽 이어폰에서 들립

니다.MIXMODE: 두 채널이 모두 이어폰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립니다. 믹스와 믹스 사이의 밸런스

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Q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는 LOW, LOW MID, HIGH                         MID, HIGH의 네 가지 주파수 대역

으로 나뉩니다. 이퀄라이저를 켜면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FREQUENCY: 증폭/감쇠할 대역의 중심 주파수를 선택합니다.
Q: 주파수 대역의 폭과 경사도를 조정합니다(옥타브로 측정).
GAIN: -6dB(감쇠)부터 6dB(증폭)까지 2dB 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HIGH 그리고 LOW은(는) 셸프 타입 필터이므로 조정 가능한 Q 폭이 없습니다. HIGH 셸프는 10kHz로 고정되고, LOW
셸프는 100Hz로 고정됩니다.

VLIMIT (최대 볼륨)

가능한 최고 볼륨 레벨을 감쇠하려면 값(-3 ~ -21dB)을 설정합니다. 볼륨 조절기는 돌리는 동안 전 

구간에 거쳐 볼륨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리미터는 단순히 dB 조정 범위를 좁혀줍니다.

주: VLIMIT은(는) 오디오를 압축하지 않습니다.

BAL MX / BAL ST (밸런스)
밸런스 제어 동작은 바디팩 설정 모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STEREO: 왼쪽/오른쪽 밸런스 조정

MIXMODE: 채널 1과 채널 2 사이 밸런스 조정

INPUT
Line (+4 dBu): 믹서와 라인 수준 신호를 전송하는 기타 전문가용 기기와 함께 사용합니다.AUX 
(-10 dBV): MP3 플레이어, 컴퓨터 등의 소비자 전자기기와 함께 사용합니다.

유틸리티
명암 낮음(low)과 높음(high) 사이 설정을 선택하여 디스플레이 화면의 대비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패널 잠금

실수로 인한 설정 변경을 방지하려면 볼륨 조절기를 제외한 모든 컨트롤을 잠급니다.
자물쇠:유틸리티 > 잠금 패널을 선택합니다.
잠금 해제: 설정 잠금 화면이 나타나면 Exit 버튼을 누르고 OFF를 선택합니다. Enter를 눌러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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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남아 있는 건전지 작동시간(시간:분), 온도, 상태, 주기 수, 현재 상태 및 전압을 표시합니다.

주: SB900B 배터리에만 적용됩니다.

복구 바디팩을 공장 기본 설정으로 복원합니다.

AUTO OFF

장치가 절전 모드에 있거나 전원이 켜진 충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선택한 시간(5분, 30분, 60
분)이 지나면 전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바디팩 전원을 다시 켜려면 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

야 합니다.

주: SB900B 배터리는바디팩 전원이 꺼져 있을 경우 급속으로 충전됩니다.

믹스모드 및 스테레오 모니터링
다음 청취 모드 중 하나로 바디팩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테레오(기본값)
스테레오 모드로 작동하려면 해당 메뉴로 전환하여 선택합니다 AUDIO > MODE > STEREO .

스테레오 모드에서 채널 1의 오디오는 왼쪽 이어폰에서 들리고 채널 2의 오디오는 오른쪽 이어폰에서 들립니다. 스테레오로 청취하면 

각 채널의 음원 사이 분리도와 선명도가 향상됩니다.

밸런스 조정
왼쪽/오른쪽 밸런스를 조정하려면 선택합니다 AUDIO > BAL ST. 설정을 변경하려면 ▲▼ 버튼을 사용합니다.

믹스모드
믹스모드로 작동하려면 해당 메뉴로 전환하여 선택합니다 AUDIO > MODE > MIXMODE.

믹스모드에서는 두 모니터링 믹스(예: 악기 믹스와 보컬 믹스) 사이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모노 신호입니다. 즉, 각 믹스가 왼쪽 

및 오른쪽 이어폰 모두를 통해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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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 밸런스 조정
채널 1과 채널 2 사이 밸런스를 조정하려면 메뉴로 전환하여 선택합니다 AUDIO > BAL MX. 조정하려면 화살표 버튼(▲▼)을 사용합니

다.

이 경우에 악기 믹스는 채널 1(왼쪽)에 있고 보컬 믹스는 채널 2(오른쪽)에 있습니다.

채널 1(악기)을 더 많이 듣고 싶으면 밸런스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Shure Incorporated

10/16

채널 2(보컬)를 더 많이 듣고 싶으면 밸런스를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홈 화면에서 밸런스 및 믹스 조정
스테레오 밸런스 또는 믹스모드 밸런스를 빨리 조정하려면 홈 화면에서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십시오. 필요하면 잠금 기능을 사용

하여 실수로 인한 조정을 방지합니다.

Shure SB900B 충전식 배터리
Shure SB900B 리튬 이온 건전지는 바디팩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옵션을 제공합니다. 배터리가 한 시간 안에 50% 용량으로 

고속 충전되고, 3시간 이내에 완전히 충전됩니다.

단일 베이 충전기와 다중 베이 충전기를 사용하여 Shure 건전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주의: Shure 충전식 배터리는 Shure 배터리 충전기로만 충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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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
•
•

단일 베이 충전기
SBC-100 싱글 베이 충전기는 컴팩트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충전기를 AC 전원 또는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배터리를 충전 베이에 삽입합니다.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충전 상태 LED를 모니터링합니다.

충전 상태 LED

색상 상황

빨간색 충전 중

녹색 충전 완료

황갈색 점멸 오류: 연결 및 건전지 확인

끄기 베이에 건전지가 없음

다중 베이 충전기
Shure는 다음과 같은 다수의 멀티플 베이 충전기 모델을 제공합니다.

SBC200 2-베이 충전기

SBC210 2-베이 충전기

SBC220 2-베이 네트워크 충전기

SBC800 8-베이 충전기

SBC200 및 SBC220 충전기는 개별 건전지 또는 바디팩에 설치된 건전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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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
•
•

충전기를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건전지 또는 바디팩을 충전 베이에 끼웁니다.
충전이 완료될 때까지 충전 상태 LED를 모니터링합니다.

충전 상태 LED

색상 상황

녹색 충전 완료

녹색/빨간색 충전 레벨이 90% 이상임

빨간색 충전 중

황갈색 점멸 오류: 연결 및 건전지 확인

끄기 베이에 건전지가 없음

Shure 충전지 관리 및 보관을 위한 중요 팁
Shure 건전지를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관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성능과 긴 수명이 보장됩니다.

건전지와 바디팩을 항상 실온에 보관하십시오.
장기 보관 시 건전지를 용량의 약 40%까지 충전해야 합니다.
보관 도중 6개월 마다 건전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용량의 약 40%까지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수명

배터리 표시기 3색 배터리 LED

대략 남은 시간(h:mm)

알카라인
Shure SB900B 충전식 배터

리

녹색 9:00~7:10 9:15~7:20

녹색 7:10~5:25 7:20~5:35

녹색 5:25~3:35 5:35~3:40

녹색 3:35~1:45 3: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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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갈색 1:45~0:50 1:50~0:55

빨간색 < 0:50 < 0:55

총 배터리 수명 9:00 9:15

주:Energizer  브랜드 AA 알카라인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 수명과 다음의 조건:

수신기 오디오를 EQ = OFF, V LIMIT = OFF로 설정

바디팩의 오디오 출력: SE425 이어폰 사용 시 100dB SPL의 핑크 노이즈(20Ω에서 임피던스)

절전 모드: 이어폰이 5분 동안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터리 수명을 보존하기 위해 수신기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모드에서는

LED가 서서히 켜지거나 꺼지고 남은 건전지 수명을 나타내는 색상을 계속해서 표시합니다.

핀 지정

핀 신호 왼쪽 XLR 오른쪽 XLR

1 차폐 1 1

2 + 2 --

3 − -- 3

4 − 3 --

5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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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오디오 주파수 응답

20 Hz~20 kHz (±3 dB)

신호 대 잡음비
A-Weighted

98 dB (일반)

전 고조파 왜율
1 kHz에서, 일반

<0.2%

채널 간격
1 kHz에서

>55 dB

작동 온도

-18°C ~ +63°C

최소 부하 임피던스 (Minimum Load Impedance)
9.5 Ω

크기

99 x 66 x 23 mm (3.9 in. x 2.6 in. x 0.9 in.) 높이 x 폭 x 깊이

순중량

196 g

(6.6 oz.) (배터리 포함)

배터리 수명

9 시간 (계속 사용) AA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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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액세서리 선택 사양과 교체 부품
듀얼 XLR - 5핀 LEMO 케이블 PA720

Shure 리튬 이온 충전식 건전지 SB900B

AA 건전지 어댑터 65A15224

PS9 Battery Eliminator 90A4794

Dynamic MicroDriver 이어폰 SE112

Dynamic MicroDriver 이어폰 SE215

튠드 베이스 포트가 내장된 High-Definition MicroDriver 이어폰 SE315

듀얼 MicroDrivers가 내장된 High-Definition 이어폰 SE425

트리플 MicroDrivers가 내장된 High-Definition 이어폰 SE535

쿼드 MicroDrivers가 내장된 High-Definition 이어폰 SE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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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지침 기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전압 지침 2006/95/EC

EMC 지침 2004/108/EC

2008/34/EC로 수정한 WEEE 지침 2012/19/EC
RoHS 지침 EU 2015/863

참고: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활용 제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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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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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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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MC 적합성 시험은 공급되고 권장된 형식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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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포장 및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활용 제도를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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