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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테나 컴바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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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421B PA821B
안테나 컴바이너
중요 안전 지침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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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낙뢰시 또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기기의 전원을 빼놓으십시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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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기기에 물을 떨어뜨리거나 뿌리지 마십시오. 화병과 같이 물이 담긴 물체를 기기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16. MAINS 플러그나 기기용 커플러는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17. 기기의 공기매개 잡음은 70dB(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18. CLASS I 구조의 기기는 MAINS 소켓 콘센트에 보호 접지 연결 방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19. 화재나 감전 위험을 줄이려면 이 기기를 빗물 또는 습기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20. 이 제품을 개조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다치거나 제품이 고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1. 이 제품은 명시된 작동 온도 범위내에서 사용하십시오.
이 기호는 기기에 전기 쇼크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한 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이 기기와 함께 제공된 문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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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및 영국에서, 이 라벨은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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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 경고: 이 기기의 전압은 생명에 위험을 줍니다. 내부에는 사용자가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는 검증된 서비스 담당자에게 받으십시오. 작동 전
압이 공장 설정치와 다르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안전 증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트: 반드시 포함된 전원공급장치 혹은 Shure에서 동등하다고 승인된 것만 사용하십시오

일반 설명
Shure 안테나 컴바이너는 여러 개의 무선 IEM 송신기의 RF 출력부를 1개의 안테나에 결합시켜, RF 성능을 개선하고 랙의 공간을 절
약합니다.

특징
•
•
•
•
•

상호변조 왜곡 감소를 통해 더욱 명료한 RF 환경 제공
광대역 작동(470~865MHz 또는 865~960MHz)
확장 포트가 있는 최대 2개의 컴바이너까지 데이지 체인.
호환 IEM 송신기에 DC 전원을 제공합니다.
신호 존재, 신호 과부화 및 전류 요구량을 표시하는 LED

모델 종류
Shure IEM 무선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위한 Shure 안테나 컴바이너는 4채널 및 8채널 랙마운트형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주파수 범위

RF 입력

DC 전원 콘센트

PA421B

470-865 MHz

4

4

PA421BX

865-960 MHz

4

4

PA821B

470-865 MHz

8

0

PA821BX

865-960 MHz

8

0

안테나 컴바이너는 2가지 주파수 범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RF 입력을 사용해 최대 4개 또는 8개(모델에 따라 다름)의 IEM 시스템이 1
개의 안테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DC 전원 콘센트와 제공되는 전원 케이블을 사용하면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없이도 최대 4개의 호환
IEM 시스템에 전원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4/15

Shure Incorporated

포함된 구성품

*(4) 2인치 DC 전원 출력 케이블은 4채널 컴바이너에만 제공됩니다.
**4채널 컴바이너는 (4) 22 인치 BNC 케이블과 함께 제공됩니다. **8채널 컴바이너는 (8) 22 인치 BNC 케이블과 함께 제공됩니다.

전면 패널

① 메인 출력 안테나 커넥터

송신기와 함께 제공된 안테나 또는 RF 작동 범위와 일치하는 다른 Shure 패시브 안테나를 사용합
니다.

② LED 표시기

PA421B 및 PA421BX의 LED 표시기는 RF 신호와 DC 전류 요구량을 표시합니다. PA821B 및
PA821BX의 LED 표시기는 RF 신호만 표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LED 표시기 섹션을 참조하십
시오.

③ 팬 통풍구

시스템 냉각용.

④ 확장 포트

IEM 송신기 또는 다른 컴바이너를 연결해서 1개의 안테나를 공유합니다. 연결 정보는 단일 안테나
로 복수 안테나 컴바이너 사용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⑤ 전원 LED

녹색: 컴바이너가 켜져 있습니다.
빨간색: 팬 오류를 나타냅니다.
녹색/빨간색 점멸: 최대 온도를 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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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최대 온도가 초과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컴바이너를 냉각시키십시오. 상태가 지속되면
Shure 서비스 및 수리 센터로 장치를 보내주십시오.
⑥ 전원 스위치

후면 패널

① 전원 입력

장치를 AC 전원에 연결합니다.

② 공기 배출 통풍구

시스템 냉각용.

③ DC 전원 출력

PA421B 및 PA421BX 모델에서 사용하면 호환되는 송신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④ RF 입력

PA421B: 최대 4개의 IEM 송신기 출력에 연결합니다.
PA821B: 최대 8개의 IEM 송신기 출력에 연결합니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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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 장착 지침
• 폐쇄형 또는 다중 장치 랙 어셈블리에 설치된 경우, 랙 환경의 작동 주변 온도가 실내 온도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랙 환경 온도를
설치된 장비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최대 주변 온도(Tma)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 장비의 안전한 작동을 위해 필요에 따라 랙 내부에 적절한 양의 공기 흐름을 제공하십시오.
• 기계 하중을 고르지 않게 랙에 장비를 장착하여 위험한 상태를 만들지 마십시오.
• 장비를 공급 회로에 연결할 때, 회로의 과부하가 과전류 보호 및 공급 배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장비의 명판 등급을 고려하십시오.
• 랙 장착 장비의 안정적인 접지를 유지하십시오. 공급 연결부를 분기 회로(예: 전원 스트립)로 우회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LED 표시등
PA421B 및 PA421BX
4개의 상단 LED 표시기는 입력 신호의 존재를 표시합니다.
• 녹색 = 활성화
• 빨간색 = RF 입력 신호 과부하
• 꺼짐 = 비활성화
4개의 하단 LED는 각 DC 출력에 대한 전류 요구량을 표시합니다.
• 녹색 = 장치가 켜져 있습니다.
• 빨간색 = 현재 과부하.
• 꺼짐 = 비활성화

PA421B 및 PA421BX

PA821B 및 PA821BX
PA821B 및 PA821BX 안테나 컴바이너를 사용하면 최대 8개의 송신기로 1개의 안테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RF LED 표시기는 입력
신호의 존재를 표시합니다.
• 녹색 = 활성화
• 빨간색 = RF 입력 신호 과부하
• 꺼짐 = 비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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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821B 및 PA821BX

주: 채널을 활성화하는 데 최소한 RF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양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단일 안테나로 복수 송신기 사용

PA4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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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821B

주: 추가 송신기에 전원을 공급하려면 외부 전원 공급 장치 또는 옵션 사양인 전원 분배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PA821B 및 PA821BX 컴바이너는 DC 전원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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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안테나로 복수 안테나 컴바이너 사용

사양
크기
43 x 401 x 365 mm (1.7 x 15.8 x 14.4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PA421B, PA421BX

4.3 kg (9.5 lbs)

PA821B, PA821BX

4.8 kg (10.5 lbs)

작동 온도 범위
-18°C (0°F) ~ 63°C (145°F)

전력 사양
100 ~ 240 V AC, 50-60 Hz

전류 드레인
PA421B, PA421BX (100 V AC 에서 Ref.)

1.09 A (109 VA)

PA821B, PA821BX (100 V AC 에서 Ref.)

1.59 A (159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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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력
PA421B, PA421BX

98 W 최대

PA821B, PA821BX

143 W 최대

RF 입력
커넥터 유형
BNC

구성
활성

임피던스
50 Ω

RF 게인
0 dB (±2 dB)

RF 입력 정상 작동 범위
최대까지 +20 dBm 최대, 보호됨 최대까지 +24 dBm

채널 활성화를 위한 LED 표시기 최소 감지 임계치
2.5 dBm

LED 표시기 과부하 임계값
>24 dBm

메인 출력
커넥터 유형
BNC

임피던스
50 Ω

확장 포트
커넥터 유형
BNC

구성
패시브

임피던스
5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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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 손실
<4 dB

DC 출력 (PA421B, PA421BX)
출력전압
15 V DC

출력전류
출력 당

660 mA 최대

송신기 전력
출력 당

9.9 W

LED 표시기 최소 감지 임계치
85 mA

LED 과전류 표시기
>660 mA

RF 주파수 범위
대역

주파수 범위

PA421B

470~865 MHz

PA421BX

865~960 MHz

PA821B

470~865 MHz

PA821BX

865~960 MHz

액세서리
기본 제공 액세서리
•
•
•
•
•

(4) 22인치 BNC 케이블*
(8) 22인치 BNC 케이블**
(1) 11인치 BNC 점퍼 케이블
IEC 전원 코드***
(4) 2피트 DC 출력 전원 점퍼 케이블*

*PA421B 및 PA421BX만 해당
**PA821B 및 PA821BX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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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전원 코드가 표준으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여러 개의 코드가 제공됩니다.

액세서리 선택 사양
•
•
•
•

패시브 지향성 안테나
패시브 전지향성 안테나
헬리컬 안테나
BNC 종단 동축 케이블

Shure 제조 안테나 케이블
Shure는 6~100피트 범위의 안테나 케이블을 제공합니다.

무선 액세서리 마법사
Shure 무선 액세서리 마법사는 사용 중인 무선 시스템에 적합한 RF 액세서리를 선택할 때 유용한 리소스입니다. 설치에 관한 기본 정
보를 제공하시면 권장 품목과 연결도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선 액세서리 마법사에 액세스하려면 https://www.shure.com/en-US/support/tools/wireless-accessory-wizard 로 이동하십시오.

사용자 정보
본 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
정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TV 수신에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림: FCC 규정에서는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택에서 설치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
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사용자는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
•
•
•

수신 안테나의 방향 또는 위치를 재조정합니다.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판매점이나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담당자 및 FCC 규정 준수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Shure Incorporated, 5800 W. Touhy Avenue, Niles, Illinois 60714-4608 U.S.A.
shure.com/contact로 문의하십시오.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지침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는 유럽 연합(EU) 및 영국(UK) 화학 물질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Shure 제품에 중량 대비(w/w) 0.1% 이상의 농도로 포함되어 있는 고위험 물질에 대한 정보는 요청에 따라 제공됩니다.
환경, 전자 제품, 포장재에는 지역 재활용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가정용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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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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IEC/EN 62368-1에 기반한 전기 안전 요건을 준수합니다.
FCC Part 74 하에서 인증됨.
RSS-123 하에서 캐나다의 IC로 인증됨.
FCC ID: DD4PA421B. IC: 616A-PA421B.
FCC ID: DD4PA421BX. IC: 616A-PA421BX.
FCC ID: DD4PA821B. IC: 616A-PA821B.
FCC ID: DD4PA821BX. IC: 616A-PA821BX.
이 클래스 B 디지털 기기는 캐나다의 ICES-003을 준수합니다.
알림: Industry Canada 규정에서는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
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제품은 해당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기술 사양을 충족합니다. 캐나다의 ISED에 의한 인증 근거 RSS-247 및 RSS-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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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is device may not cause interference.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of the device.

CE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CE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유럽 연합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EU/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유럽 수입업체/대리점
Shure Europe GmbH
부서: 글로벌 규정 준수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이메일: EMEAsupport@shure.de

UKCA 공지:
이에 Shure Incorporated는 UKCA 마크가 있는 본 제품이 UKCA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UK 적합성
선언 전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hure.com/en-GB/support/declarations-of-conformity.
공인 영국 수입업체/대리점:
Shure UK Limited
Unit 2, The IO Centre, Lea Road,
Waltham Abbey, Essex, EN9 1 AS,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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