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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411   
안테나 컴바이너

중요한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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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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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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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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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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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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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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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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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低功率電波輻射性電機管理辦法

第十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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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型式認證合格之低功率射頻電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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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十四條

低功率射頻電機之使用不得影響飛航安全及干擾合法通信；經發現有干擾現象時，應立即停用，並改善至無干擾時方得繼續使

用。前項合法通信，指依電信法規定作業之無線電通信。低功率射頻電機須忍受合法通信或工業、科學及醫療用電波輻射性電機

設備之干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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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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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설명
Shure PA411 안테나 결합기는 최대 4대의 Shure PSM 300 송신기에 대해 DC 전원 및 RF 신호를 분배합니다. 컴팩트한 하프 랙 시스

템으로서 다중 시스템 사용 시 필요한 안테나와 전원 공급 장치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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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구성품
(1) PA411 안테나 컴바이너

(1) 1대4 전원 분배 케이블

(1) PS60 전원 공급 장치

(1) 랙 장착 키트

(1) BNC 벌크헤드 어댑터

(4) 22인치 BNC-BNC 동축 케이블

주: 안테나는 동봉되지 않습니다. PSM 송신기와 함께 제공된 안테나 또는 적합한 주파수 범위의 다른 안테나를 사용하십시오.

전면 패널과 후면 패널

① RF 출력 안테나 커넥터 P3T 송신기와 함께 제공되는 ¼ 파장 안테나 또는 470 ~ 865MHz 범위의 기타 Shure 안테나 사용

② RF LED 표시기
녹색: RF 신호 들어옴

빨간색: RF 신호 과부하

③ 전원 LED
녹색: 전원 켜짐

녹색/빨간색 점멸: 전원 출력 과부하

④ 전원 스위치

⑤ 전원 입력 Shure PS60 전원 공급 장치 필요

⑥ 전원 출력 전원을 송신기로 전달하는 Shure PS411-PC 전원 분배 케이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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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RF 입력 송신기 RF 출력으로 연결

전원 및 RF 연결
Shure PS60 전원 공급 장치를 콘센트 및 PA411의 전원 입력 장치에 연결합니다.
1대4 전원 케이블을 PA411의 DC 전원 출력 장치에 연결합니다.
전원 단자를 1대4 전원 케이블에서 각 P3T 송신기 전원 입력 장치에 연결합니다.
안테나를 전면 패널에 있는 P3T 안테나 출력 장치에 연결합니다. P3T 송신기와 함께 제공되는 ¼-파장 안테나 또는 470 ~ 
865MHz 범위의 기타 Shure 안테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P3T 안테나 출력 장치를 BNC 동축 케이블을 활용하여 PA411에 있는 안테나 입력 장치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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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선택 사양과 교체 부품
1대4 전원 분배 케이블 PS411-PC

22 in. BNC-BNC Coaxial Cable 95K2035

2피트 BNC-BNC 동축 케이블 UA802

6피트 BNC-BNC 동축 케이블 UA806

25피트 BNC-BNC 동축 케이블 UA825

50피트 BNC-BNC 동축 케이블 UA850

100피트 BNC-BNC 동축 케이블 UA8100

전원 공급 장치 PS45

벌크헤드 어댑터 95A8994

1/4 파장 안테나(774-952 MHz) UA400

1/4 파장 안테나(470-752 MHz) UA400B

1/2 파장 안테나(470-530 MHz) UA8-470-530

1/2 파장 안테나(500-560 MHz) UA8-500-560

1/2 파장 안테나(518-578 MHz) UA8-518-578

1/2 파장 안테나(518-582 MHz) UA8-518-582

1/2 파장 안테나(518-598 MHz) UA8-518-598

1/2 파장 안테나(554-590 MHz) UA8-554-590

1/2 파장 안테나(554-626 MHz) UA8-554-626

1/2 파장 안테나(554-638 MHz) UA8-554-638

1/2 파장 안테나(578-638 MHz) UA8-578-638

1/2 wave antenna (596-668 MHz) UA8-596-668

1/2 파장 안테나(596-698 MHz) UA8-596-698

1/2 파장 안테나(596-714 MHz) UA8-596-714

1/2 파장 안테나(600-666 MHz) UA8-600-666

1/2 파장 안테나(626-698 MHz) UA8-626-698

1/2 파장 안테나(638-698 MHz) UA8-638-698

1/2 파장 안테나(670-742 MHz) UA8-670-742

1/2 파장 안테나(710-790 MHz) UA8-710-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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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파장 안테나(740-814 MHz) UA8-740-814

1/2 파장 안테나(750-822 MHz) UA8-750-822

1/2 파장 안테나(774-865 MHz) UA8-774-865

싱글 랙 마운트 키트 RPW503

듀얼 랙 마운트 키트 RPW504

사양
전력 사양

15V DC

DC 출력

12V DC (x4)

출력전류
모든 DC 출력을 조합한 합계

1.4 A, 최대

작동 온도 범위

−18°C ~ 63°C

크기

42 x 198 x 177 mm (높이 x 폭 x 깊이)

순중량

1.32 kg(2.9 lbs)

RF 입력

커넥터 유형

BNC

RF 주파수 범위

470 ~ 865 MHz

최대 입력 레벨

20 dBm 채널 당

입력 포트 격리

50 dB, 일반

RF 입력 파워
작동 범위,채널 당

4.5 ~ 15 d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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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기 최소 감지 임계치

3 dBm ±1.5 dB

RF 과부하 LED 임계값

17.5 dBm ±1 dB

임피던스

50 Ω

RF 출력

RF 주파수 범위

470 ~ 865 MHz

출력 인터셉트 포인트 (OIP3)
48 dBm, 일반

커넥터 유형

BNC

임피던스

50 Ω

역방향 차단
출력-입력

40 dB, 일반

게인
출력 포트에 대한 입력

−5 ~ 0 dB

라이선스 정보
라이선스: 특정 지역에서는 이 장비를 작동하기 위하여 정부의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요구사항은 해당 담당 기관에 문

의하십시오. Shure Incorporated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장비에 대한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본사는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Shure 무선 마이크 장비의 라이선스는 사용자의 책임이며, 인허가 타당성은 사용자의 

유형 및 사용 분야, 그리고 선택한 주파수에 따라 좌우됩니다. Shure는 사용자가 주파수를 선택하여 주문하기 전에 적합한 라이선스에 

관하여 해당 정보통신 기관에 문의할 것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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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émetteur/récepteur exempt de licence contenu dans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novation, Sciences et 
Développement économiqu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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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RF 노출 안내:

신호를 발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안테나의 최대 게인은 14 dBi로 제한됩니다. 각 안테나는 모든 사용자와 주변의 사람으로부터의 

최소 거리 요건을 준수하도록 위치되어야 합니다. 거리 유지를 고려할 때 다음의 가이드라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테나는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안테나로부터 72cm (~2.5피트)내에 올 수 없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최소 거리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또는 주변의 사람이 일반 대중/비통제 노출에 대한 제한으로 47 CFR 1.1310에 정의된 허용 가능한 최대 한계 이상

으로 RF에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유럽 지침 기준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전압 지침 2006/95/EC

저전압 외부 전원 공급에 대해 규정 (EC) No.278/2009 의 해당 요건에 적합함.

R&TTE 지침 99/5/EC

수정된 유럽 규정의 (EC) No. 1275/2008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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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자제품 폐기물에 대한 해당 지역의 재활용 제도를 따르십시오.

다음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EN 300,422 파트 1, 2
EN 301,489 파트 1, 9

FCC Part 74 하에서 인증됨.

RSS-123 및 RSS-102를 근거로 한 캐나다의 IC에 의한 인증

FCC ID: DD4PA411A. IC: 616A-PA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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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부서: EMEA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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