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요안전지침
1. 이 지침을정독해주십시오.
2. 이 지침을잘보관해주십시오.
3. 모든경고에유의하십시오.
4. 모든지침을준수하십시오.
5. 이 기기를물가까이에두고사용하지마십시오.
6. 마른수건으로만닦으십시오.
7. 환기구를막지마십시오.적합한환기를위해충분히거리를두고제조업
체의안내서에따라설치하십시오.

8. 개방된화염, 난방기, 방열조절기, 스토브, 기타열을발산하는기기(앰
프포함) 등의열원근처에설치하지마십시오. 제품위에개방된화염원
을올려놓지마십시오.

9. 안전을위해만들어진분극형또는접지형의플러그를훼손하지마십시
오. 분극형플러그에는폭이다른두개의핀이있습니다. 접지형플러그
에는두개의핀과하나의접지단자가있습니다. 넓은핀이나접지단자
는사용자의안전을위한것입니다.제공된플러그가콘센트에맞지않을
경우, 전기기사에게문의하여구형콘센트를교체하십시오.

10. 전원코드는밟히지않도록주의하고특히전원플러그사이, 접속소켓
및기기에서나오는부분에전원코드가끼이지않도록보호하십시오.

11. 제조업체가지정한부속품/액세서리만사용하십시오.
12. 제조업체에서지정하거나기기와함께판매되는카트, 스탠드, 삼각대,
받침대또는테이블에서만사용하십시오.카트를사용하는경우,이동시
카트와기기가넘어져부상을입지않도록주의하십시오.

13. 낙뢰시또는장기간사용하지않을때는기기의전원을빼놓으십시오.
14. 모든서비스는검증된서비스담당자에게받으십시오. 전원코드나플러
그가손상된경우, 기기에액체를흘리거나물건을떨어뜨린경우, 기기
가비나습기에노출된경우, 기기가정상작동하지않는경우, 기기를떨
어뜨린경우등기기가손상된경우에는서비스를받아야합니다.

15. 기기에물을떨어뜨리거나뿌리지마십시오.화병과같이물이담긴물체
를기기위에올려놓지마십시오.

16. MAINS플러그나기기용커플러는작동가능한상태를유지해야합니다.

17. 기기의공기매개잡음은 70dB(A)을 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18. CLASS I 구조의기기는MAINS 소켓콘센트에보호접지연결방식으로
연결되어야합니다.

19. 화재나감전위험을줄이려면이기기를빗물또는습기에노출시키지마
십시오.

20. 이 제품을개조하려고시도하지마십시오. 사람이다치거나제품이고장
을일으킬수있습니다.

21. 이 제품은명시된작동온도범위내에서사용하십시오.

     

주의: 전기충격위험

주의: 위험(주 참조)

직류
교류
켜짐(공급장치)

이중절연또는강화절연으로완전히보호된장비

대기

장비를일반쓰레기수거함에폐기하지말것

  :이기기의전압은생명에위험을줍니다. 내부에는사용자가수리할수있
는부품이없습니다. 모든서비스는검증된서비스담당자에게받으십시오.
작동전압이공장설정치와다르게변경되었을경우에는안전증명이적용되
지않습니다.

  :이제품은암과기형아출산또는기타생식피해를유발하는것으로캘리
포니아주에알려진화학물질을포함하고있습니다.

일반설명
Shure PA805Z2-RSMA는비축(off-axis) RF 신호를거부하여 RF 성능을향
상시키는패시브지향성안테나입니다.안테나는원격으로배치했을때송신
기를직접조준할수있습니다.

안테나는마이크스탠드또는별도의벽마운팅브래킷에부착되며, 표준전
지향성 1/2 파장안테나에대해다음과같은혜택을제공합니다.

• 간섭감소
• RF 신호대잡음비개선
• 안테나게인(8dBi)이 케이블손실극복에도움이됨

설치안내서
1. 각 안테나를수신기또는안테나/전원배전시스템에연결하기위해필요한케이블길이를결정하십시오. 케이블이길면전력및신호손실이증가하기때문
에가능하면가장짧은길이의케이블을사용하십시오.
  :저손실역방향 SMA 케이블만을사용하여신호손실을방지하십시오.

2. 역방향 SMA 케이블을사용하여안테나를수신기의 ANTENNA A및 ANTENNA B포트각각, 또는안테나/전원배전시스템에연결하십시오.
3. 송신기까지의가시선상에(청중포함) 아무런장애물이없도록안테나를배치하십시오. 송신기의안테나의후면이간섭원을향하게방향을잡으십시오(예:
Wi-Fi 액세스포인트). 떨어뜨려놓으면다이버시티성능이향상됩니다. 최적의성능을위해안내담당구역위치보다는무대근처에안테나를배치하여송
신기와안테나사이의간격을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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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설또는공연중무선시스템을사용하기전에수신범위를확인할수있도록항상순회테스트를실시하십시오. 안테나배치를시험하여최적의위치를찾
으십시오. 필요하면장애지점을표시하고연설자나연주자에게이러한지점을피할수있도록알려주십시오.

power

mic

instr / aux

line

FW updateantenna B antenna A

GLXD4R

케이블선택
2.4GHz에서손실형식길이케이블

1 dB역방향 SMA0.6미터(2피트)UA802-RSMA

1 dB역방향 SMA1.8미터(6피트)UA806-RSMA

1.5 dB역방향 SMA3미터(10피트)95C31342

3.3 dB역방향 SMA7.6미터(25피트)UA825-RSMA

2.4GHz에서손실형식길이케이블

6.4 dB역방향 SMA15.2미터(50피트)UA850-RSMA

6.8 dB역방향 SMA30.4미터(100피
트)UA8100-RSMA

추가기술지원은 Shure 고객서비스부서로전화하십시오.

기본제공액세서리
95C313423m(10ft.) 역방향 SMA 케이블 (1)
31B1856황동어댑터

액세서리선택사양과교체부품
UA505-RSMA원격안테나장착브래킷키트
UA846Z2주파수매니저(안테나/전원배전시스템)
UA221-RSMA역방향SMA패시브안테나분배기(900MHz ISM,DECT,

2.4GHz)
UA802-RSMA0.6m(2ft.) 역방향 SMA 케이블
UA806-RSMA1.8m(6ft.) 역방향 SMA 케이블
95C313423m(10ft.) 역방향 SMA 케이블
UA825-RSMA7.6m(25ft.) 역방향 SMA 케이블
UA850-RSMA15.2m(50ft.) 역방향 SMA 케이블
UA8100-RSMA30.4m(100ft.) 역방향 SMA 케이블
95A32436역방향 SMA 벌크헤드어댑터, 잠금와셔, 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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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주파수범위
<2:1 전압정재파비(VSWR)

2050 ~ 2700 MHz

안테나게인
@ 2.45 GHz, 일반

8 dBi

3 dB 수평빔폭
100 각도

효율성
@2.45 GHz, 일반

89 %

임피던스
50 Ω

편광
선형

전후비
@ 2.45 GHz, 일반

24 dB

커넥터유형
역방향 SMA

크기
105 x 164 x 27.5 mm 높이 x 폭 x 깊이

순중량
2.5 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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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GHz
2.65  GHz
2.45  GHz

2.25  GHz

극성패턴

인증
이제품은관련된모든유럽지침의필수요건을충족하며CE마크를사용할
자격이있습니다.

CE 적합성선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유럽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본부
부서: EMEA 승인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전화: +49-7262-92 49 0
팩스: +49-7262-92 49 11 4
Email: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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