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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가이드

Stem Ecosystem Platform system guide, for Stem Hub, Hub Express, Ceiling, Wall, Table, Speaker, and Control conferencing ecosystem
Version: 2.1 (202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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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
◦
◦

Stem Ecosystem Platform   
시스템 가이드

Stem Ecosystem Platform
Stem Ecosystem 장치는 하드웨어를 Stem Ecosystem Platform과 페어링하여 완전한 솔루션을 구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cosystem Platform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실내와 장치를 설정, 제어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설정합니다.

Stem Ecosystem 장치

Hub / Hub 
Express

벽면 실링 테이블 스피커 제어

첫 번째 장치 설정
장치 설치:

구입한 각 Stem 장치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공간의 지정된 위치에 배치합니다.

장치에 액세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려면 Stem Control 앱을 열거나 웹 브라우저에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Ecosystem 탭을 통해 연결된 장치에 액세스합니다.

주:Stem Platform은 모든 Stem 장치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모든 Stem 장치의 IP 주소를 통해 Platform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Stem 장치로 작

업할 때 모든 Stem 장치가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각 홈 화면 탭에서 자세한 정보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 회의

다이얼러

Ecosystem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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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4.

설정

빠른 시작

보안 설정 선택:

조직을 사용하면 연결된 모든 Stem 장치를 단일 암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에서는 장치에 액세스할 때 암호가 필요

하지 않습니다.

공간 만들기:

공간에서는 여러 장치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Ecosystem > 공간 > 공간 추가를 클릭하여 첫 공간을 만드십시오.

보안 설정
조직을 사용하면 모든 Stem 장치를 암호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을 사용하면 장치에 액세스하기 위해 암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직 보안 설정

Ecosystem 장치에 액세스하거나 변경하려면 조직 암호가 필요합니다. 조직 정보는 각 장치에 저장됩니다. 조직당 하나의 암호만 허용

되고, 네트워크당 하나의 조직만 허용되지만, 조직에서 허용되는 공간 또는 Stem 장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주: 조직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Stem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기본 보안 설정

변경하거나 Stem 장치를 Stem Ecosystem에 추가할 때 암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Stem 장치를 제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호 보호가 없는 스템 장치는 자유롭게 재구성 및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Ecosystem
Stem Platform의 Ecosystem 탭에서 다음 세 가지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Rooms, 장치 및 Design Wiz. 공간 및 장치를 사용하

면 공간과 장치를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Design Wiz를 사용하면 Stem 장치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간
공간 탭에서, 새 공간을 만들거나 기존 공간을 액세스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Ecosystem > 공간 > 공간 추가를 클릭하여 새 공간을 만들거나, 기존 공간을 선택하여 이름, 장치, 알림을 변경하고 기능 메뉴에 액세

스합니다.

주: 공간에 있는 하나 이상의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이콘이 나타나고 목록의 맨 위로 공간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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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공간의 이름을 편집합니다.

장치 추가

공간에 장치를 추가합니다.

장치 제거

선택한 장치를 공간에서 제거합니다.

공간에 참여

여러 개의 공간, 최대 10개의 오디오 장치를 1개의 Hub 또는 Hub Express가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 결합합니다. 이렇게 하면

RoomDesign 파라미터가 지워져 결합된 방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간에 대한 정보는 저장되며, 결합

된 공간을 다시 별도의 공간으로 분할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주: 선택한 첫 번째 공간이 기본 공간이 되며, 다른 Hub 또는 Hub Express 장치의 모든 설정은 바이패스되고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공간을 결

합하는데 한 공간이 SIP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설정을 유지하려면 먼저 해당 공간을 선택하십시오.

분할 공간

하나의 공간을 여러 공간으로 나눕니다.

재할당

선택한 장치의 공간 할당을 변경합니다.

할당 해제

선택한 장치의 공간 할당을 제거합니다.

Design Wiz
Design Wiz를 사용하면 모든 공간을 가상으로 재현하고, 정확한 치수, 가구를 추가하고, Stem 장치를 믹스 앤 매치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디자인을 저장할 수 있으며 방을 설정할 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 공간을 설계하려면, Design Wiz > 공간 추가를 클릭합니다. 뒤로 화살표를 클릭하여 Design Wiz를 종료하면 공간 설계를 저장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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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공간 치수를 추가합니다.

가구

설계에 가구를 추가합니다.

장치

공간에 Stem 장치를 추가합니다.

예상 픽업

공간 설계에서 장치의 예상 범위를 표시합니다.

설계 지우기

모든 장치, 가구 및 치수를 지우고 빈 설계 템플릿으로 돌아갑니다.

RoomCheck

장치가 공간에 설치되고 Stem Ecosystem Platform에 추가되면, RoomCheck를 실행하여 공간에서 음성의 선명도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미터법/영국식

공간 치수에 대해 미터법과 영국식 측정 사이를 전환합니다.

HTML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계 내보내기

공간 설계의 PDF를 생성합니다.

HTML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간 기능 메뉴
공간 기능 메뉴를 사용하면 다양한 테스트를 실행하여 공간의 장치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최상의 성능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간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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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치에서 처핑 노이즈를 발생시켜 장치 스피커와 마이크 감도 수준을 확인합니다.

공간 핑하기

모든 장치로부터 핑 노이즈를 발생시켜 방을 빠르게 찾고 식별합니다(Stem Ceiling의 경우 LED 조명 링이 빨간색으로 깜박임).

RoomAdapt

환경에 맞게 마이크 및 스피커 레벨을 조정하여 성능을 최적화합니다.

고급

고급 공간 설정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고급(공간) 설정

공간에 할당된 모든 장치의 고급 설정을 조정합니다. 이 메뉴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설정 적용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주: 고급 공간 설정은 조직의 고급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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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음소거 제어: 장치에 대해 활성화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선택합니다.
예정된 재시작: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모든 장치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예정된 테스트: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공간을 테스트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라이트 디스플레이: 방의 모든 장치에 대해 방향등 또는 LED 조명 링을 켜거나 끕니다.

주: 이것은 음소거등이나 기타 중요한 조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거나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오디오 펜싱: 오디오 펜싱은 마이크 어레이 내에 있는 소리를 포착하고 다른 소리는 차단합니다.
로컬 서버: 외부 통신에 액세스하는 장치를 차단하는 조직의 업데이트를 위한 로컬 FTP 서버를 정의합니다.
시간대 오프셋: 현지 시간대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SIP 구성: 독립형 사용의 경우 개별 장치에서, 또는 한 공간에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Hub 또는 Hub Express에서 SIP 호출

을 구성합니다.

주: 모든 기능과 고급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독립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간을 만드십시오.

공간 레이아웃
을 클릭하여 저장된 RoomDesign을 새 공간으로 가져오거나 공간의 기존 설계를 편집하십시오.

기존 공간에서 RoomDesign을 만들거나 편집하려면 을 클릭합니다.

주: 공간에 할당된 장치는 오른쪽 패널에 나열됩니다.  아이콘은 장치가 공간에 할당되었지만, 아직 RoomDesign에 추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RoomDesign에서 장치의 예상 마이크 픽업을 보려면  을 클릭하십시오.

RoomCheck
RoomCheck은 공간 어디에서나 음성의 선명도를 테스트하는 5초 녹음입니다. RoomCheck를 시작하려면 공간의 아무데나 서서 
을 클릭하고 5초 동안 말하십시오.

RoomCheck가 완료되면 공간의 오디오 픽업 품질을 보여주는 히트맵이 나타납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공간에서 RoomDesign
의 경우와 동일한 장소에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RoomCheck를 시작하기 전에 RoomAdapt를 시작해야 합니다.

녹색

최적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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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적절한 적용 범위

빨간색

부적절한 적용 범위

장치
장치 탭에는 네트워크 또는 조직의 모든 장치와 해당 상태가 표시됩니다.

① 빨간색 원

장치 또는 공간에 오류가 있습니다.

② 체크무늬 배경

장치가 조직에 있지만 공간에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③ 단색 배경

장치가 조직에 있으며 공간에 할당되었습니다.

④ 녹색 원

장치 또는 공간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⑤ 파란색 윤곽선

장치 또는 공간이 사용 중입니다.

주: 장치가 사용 중일 때는 핑(ping), 테스트 또는 RoomAda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⑥ 빨간색 텍스트

장치가 조직 외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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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기능 메뉴
개별 장치를 선택하면 장치의 이름, 일련 번호, MAC 주소, IP 주소 및 펌웨어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장치 이름을 변경하거나, 장치를 

다른 공간에 다시 할당하거나, 장치 할당을 취소하거나, 장치 기능 메뉴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장치 기능 메뉴를 사용하면 다양한 테스트를 실행하여 장치가 올바르게 설정되고 최상의 성능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

습니다.

장치 Ping하기

장치의 스피커에서 핑(Ping) 노이즈를 발생시켜 선택한 장치를 신속하게 찾고 식별합니다. (Stem Ceiling의 경우 LED 조명 링이 

빨간색으로 깜박입니다.)

장치 테스트

모든 장치 스피커에서 처핑 노이즈를 발생시켜 장치 스피커와 마이크 감도 수준을 확인합니다.

진단

문제를 진단하여 광범위한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아이콘이 나타나고 장치가 목록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주: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버튼이 회색으로 바뀌고 레이블이 온라인으로 표시됩니다.

고급

고급 장치 설정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주: 장치가 사용 중인 동안에는 고급 설정을 핑(ping), 진단, 테스트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급(장치) 설정

선택한 장치의 고급 설정을 조정합니다. 이 메뉴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설정 적용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주: 고급 장치 설정은 공간 및 조직의 고급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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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거 제어: 장치에 대해 마이크와 스피커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선택합니다.
예정된 재시작: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장치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예정된 테스트: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장치를 테스트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라이트 디스플레이: 방의 모든 장치에 대해 방향등 또는 LED 조명 링을 켜거나 끕니다.

주: 이것은 음소거등이나 기타 중요한 조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거나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IP 구성: 선택한 장치의 정적 IP 주소를 정의합니다.
로컬 서버: 외부 통신에 액세스하는 장치를 차단하는 조직의 업데이트를 위한 로컬 FTP 서버를 정의합니다.
시간대 오프셋: 현지 시간대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SIP 구성: 독립형 사용의 경우 개별 장치에서, 또는 한 공간에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Hub 또는 Hub Express에서 SIP 호출

을 구성합니다.
이 장치 다시 시작: 선택한 장치를 재부팅합니다.

Ceiling 장치 설정
Stem Ceiling을 사용하면, 장치의 빔 설정을 조정하거나 오디오 펜싱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Ceiling 빔 설정

조정하려는 Ceiling이 있는 공간에 액세스합니다. 조정하려는 특정 Ceiling 장치를 선택하고, 빔을 클릭한 다음 좁음, 중간 또는 넓음 빔 

설정을 선택합니다.

팁: 방에 Ceiling 장치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찾으려는 특정 Ceiling 장치를 핑(ping)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펜싱

오디오 펜싱을 사용하면 마이크 어레이 내부에 있는 사운드를 선택하고 어레이 외부에 있는 사운드를 차단함으로써 마이크 픽업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공간의 고급 설정에 액세스하고 펜싱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화상 회의
화상 회의 탭에는 선호하는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열도록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독립형 Stem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USB를 

통해 장치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십시오. 한 공간에서 여러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Hub 또는 Hub Express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고 

장치가 Stem Ecosystem Platform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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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얼러
다이얼러 탭을 사용하면 Ecosystem Platform에서 직접 전화를 걸고 SIP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SIP 구성 설정

SIP 자격 증명 수집

호스팅된 VoIP 공급자로부터 다음 사항을 수집합니다. SIP 사용자 이름, SIP 암호, 게이트웨이 호스트, 아웃바운드 프록시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Stem Ecosystem Platform에 로그인합니다.

연결된 Stem 장치의 IP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합니다.

SIP 자격 증명 입력 및 적용

Ecosystem > 공간 > 고급 설정 > SIP 구성을 클릭하여 구성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SIP 자격 증명을 입력하고 설정 적용을 클릭

합니다.

구성 테스트

다이얼러로 돌아가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통화를 테스트합니다. 서비스 제공업체에 관리 포털이 있는 경우 Stem 장치가 등록, 
활성 또는 온라인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계
통계 탭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조직의 장치 또는 회의실에 대한 통계가 표시됩니다.

사용량: 세션 수 및 공간이 사용된 시간(분)별 회의실 사용량입니다.
작동 시간: 각 장치가 작동해서 활성화된 시간입니다.
이벤트 로그: 테스트, 연결, 연결 해제 등

통화 기록: 조직, 회의실 또는 장치별 SIP 통화에 대한 정보입니다.

설정
설정 탭을 사용하면 조직의 모든 공간 및 장치에 대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려면 설정 적용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주: 조직 설정은 개별 회의실 및 장치 설정보다 우선합니다.

예정된 재시작: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장치를 다시 시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예정된 테스트: 매주 또는 매일 일정에 따라 장치를 테스트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라이트 디스플레이: 방의 모든 장치에 대해 방향등 또는 LED 조명 링을 켜거나 끕니다.

주: 이것은 음소거등이나 기타 중요한 조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치 펌웨어 업데이트: 자동 펌웨어 업데이트를 활성화하거나 사용 가능한 펌웨어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
로컬 서버: 외부 통신에 액세스하는 장치를 차단하는 조직의 업데이트를 위한 로컬 FTP 서버를 정의합니다.
시간대 오프셋: 현지 시간대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수동으로 선택합니다.
조직: 조직이 생성된 경우 조직에 대한 설정을 관리합니다.

주: 조직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Stem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Shure Incorporated

16/37

1.
2.
3.
4.

장치 제거 또는 재설정
조직에서 Stem 장치를 제거하거나 장치를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웹 브라우저에 해당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하여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십시오.

조직에서 장치를 제거하려면 웹 브라우저에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하고, 설정 > 조직 > 관리 > 조직 탈퇴를 클릭합니다. 조직 암호를 입

력해야 합니다.

주: 조직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Stem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십시오.

장치를 공장 설정으로 재설정하려면 장치의 IP 주소를 웹 브라우저에 입력하고 설정 > 공장 초기화를 클릭합니다.

빠른 시작
빠른 시작 탭은 전체 설치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네트워크에서 Stem 장치를 가져오고, 방에 장치를 할당하고, Ecosystem
을 시작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Stem Ecosystem 설정
벽, 천장, 테이블 또는 스피커를 독립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여러 장치를 하나의 공간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장치 설정을 사용하려면, Hub 또는 Hub Express가 필요합니다. Hub 및 Hub Express를 사용하면 모든 엔드포인트가 서로 통

신하고 외부 스피커, Dante  네트워크(Stem Hub만 해당) 및 모든 장치의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일 연결 지점을 제공할 수 있

습니다.

Stem Control은 Stem Ecosystem Platform에 대한 완전한 액세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터치하여 참여하는 회의에 선호하는 화상 회

의 플랫폼과 통합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Hub 또는 Hub Express를 비롯한 다른 모든 Stem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설치합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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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Hub 및 Hub Express
개요
Stem Hub 및 Stem Hub Express는 USB Type B, Dante* 또는 SIP를 통해 Stem Ecosystem 장치 네트워크를 외부 스피커 및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연결함으로써 회의실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Stem Hub 전용

특징

상자의 내용물
USB Type A - USB Type B 케이블: 12 ft.(3.7m)
CAT 6 이더넷 케이블: 15 ft.(4.6m)
단자대 커넥터(수)
Phillips 헤드 나사 및 건식벽 앵커(2)

장착하기
수평기를 사용하여 장착 표면에 정확히 2.75인치(7cm) 떨어진 두 지점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위치에 제공된 Phillips 헤드 나사를 설치합니다. 필요에 따라 제공된 건식벽 앵커를 사용하십시오.
장치 뒷면의 열쇠 구멍을 나사에 맞춥니다. 가볍게 밀어서 제자리에 장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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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Stem Hub 및 Stem Hub Express는 모든 엔드포인트가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외부 스피커 및 모든 Stem Ecosystem 장
치에 대한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단일 지점을 제공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에 이더넷 케이블로 Hub 또는 Hub Express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다음 커넥터를 사용하여 오디오 및 회의 장치를 Hub 또는 Hub Express에 연결합니다. 이러한 연결은 네트워크의 모든 Stem 
Ecosystem 장치에 활용됩니다.

USB(Type B): PC에 연결하면 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기능을 활성화됩니다.

외부 스피커: 외부 스피커 또는 앰프용 암 단자대 커넥터(비증폭). 제공된 수 단자대 커넥터와 함께 사용하십시오.

Dante*: 모든 Stem 장치에 대해 단일 Dante 출력 및 입력 채널을 만듭니다.

* Stem Hub 전용

Stem Ecosystem Platform을 사용하여 설정을 완료하십시오.

중요: 외부 스피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Stem RoomAdapt를 사용하십시오.

주: 공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를 참조하십시오.

Stem Wall
개요
평평한 표면에 놓든 벽에 장착하든 상관 없이, Stem Wall Array Speakerphone은 음성 픽업을 최적화하여 모든 환경 사운드가 전문 회

의실처럼 들리도록 합니다. 음원을 향하는 180도 커버리지를 생성하는 15개의 마이크와 전대역 스피커 및 서브우퍼가 장착된 Stem 
Wall 스피커폰은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shu.re/stemproduct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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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배열
독점적인 빔포밍 기술을 통해 통화 중에 마이크 어레이를 회의실의 목소리로 조정하여 소음원을 제거합니다. 이 기술은 통화 상대방에

게 뛰어난 명료도를 제공합니다. 빔포밍은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며 파란색 표시등은 각 오디오 빔이 실내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따라가면서 방향을 보여줍니다.

볼륨 컨트롤
장치 상단의 + 및 - 버튼을 사용하여 스피커 볼륨을 변경합니다.

음소거 버튼

통화 중에 장치 상단의 음소거 버튼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음소거되면 장치의 표시등 링이 빨간색으로 천천히 점멸합니

다.

상자의 내용물
USB Type A - USB Type B 케이블: 12ft.(3.7m)
CAT 6 이더넷 케이블: 15ft.(4.6m)
장착 브래킷

마그네틱 수평계

앵커가 있는 Philips 헤드 나사(3)
나사가 있는 카메라 장착 액세서리 키트(2)

장착하기

브래킷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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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장착 액세서리

장착면 뒤의 스터드 위치를 찾습니다.
제공된 마그네틱 수평계를 사용하여, 브래킷을 표면에 놓고 열쇠 구멍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제공된 나사(및 필요한 경우 앵커)를 사용하여 중앙 열쇠 구멍부터 브래킷을 표면에 고정합니다.
원하는 경우,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Wall 장치 뒷면에 카메라 장착 액세서리를 부착합니다.
가이드 마크를 손잡이에 맞추고 가볍게 아래로 눌러 제자리에 고정되도록 하면서 Wall 장치를 브래킷에 장착합니다.

설치
이 장치는 독립형 장치로 설치하거나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를 사용하여 다른 Stem Ecosystem 장치와 네트워크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 옵션을 사용하든 상관 없이 이 장치는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 또는 shu.re/steminstallation를 참조하십시오.

Stem Ecosystem 설정
복수의 장치 설정을 사용하려면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가 필요합니다. Hub 및 Hub Express를 사용하면 모든 엔드포인

트가 서로 통신하고 외부 스피커, Dante 네트워크(Stem Hub만 해당) 및 모든 장치의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일 연결 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Hub 또는 Hub Express를 비롯한 다른 모든 Stem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설치합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구성합니다.

독립형 설정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화상 회의를 하려면, USB Type 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PC에 연결하십시오.

라이트 가이드
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느리게 점멸 음소거됨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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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빠르게 점멸(~2초) 수신 링

빨간 불 계속 켜짐 오류

단일 파란색 진동 점 부팅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후퇴하는 파란색 다시 시작 중

이동하는 파란색 환경에 대한 테스트 및 적응

하나 이상의 파란색 점 음성 활성화 빔폼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Stem Ceiling
개요
Stem Ceiling Microphone Array는 드롭 실링의 로우 프로파일 엘리먼트로 또는 샹들리에처럼 매달린 상태로 회의 공간에 장착됩니다. 
100개의 내장 마이크, 3가지 빔 옵션(광폭, 미디엄, 협폭) 및 오디오 펜싱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는 미학과 타협

하지 않는 오디오 성능을 갖춘 Stem Ceiling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하여 대화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상자의 내용물
USB Type A - USB Type B 케이블: 12ft.(3.7m)
CAT 6 이더넷 케이블: 15ft.(4.6m)
사각 마운트

24인치 사각형 마운트 어댑터(4)
625mm 사각형 마운트 어댑터(4)
타원형 나사 캡

샹들리에 서스펜션 키트

Gripple  케이블 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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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샹들리에 장착 키트

금속 천장 캡(세부도)

로우 프로파일 장착 키트

설치 방법 선택
Stem Ceiling은 다용도 마이크 어레이입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과 연결하여 드롭 천장의 로우 프로파일 구성품으로 설치하

거나 샹들리에처럼 매달아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발화자에 대한 양호한 적용 범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설치 모범 사례

설치하기 전에, Design Wiz에서 공간을 열고 예상 픽업을 클릭하여 천장에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으십시오.
권장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9피트(~2.8m)입니다. 천장 높이를 측정하여 로우 프로파일 또는 현가 장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결정합니다.
적용 범위는 회의실의 음향, 구조 및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범위를 계획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십시오.
마이크를 장애물 뒤에 두지 마십시오.
향후 적용 범위 계획이 필요합니다.

매달린 "샹들리에" 마운팅

장치에서 모든 해당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와이어 하단에 있는 나사를 사용하여 샹들리에 서스펜션 키트 와이어를 장치에 고정합니다.
커넥터 커버와 커버 캡을 서스펜션 와이어 위로 밉니다.
플라스틱 커넥터 커버를 오목한 부분에 맞추고 제자리에 장착한 후에 커버 캡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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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천장 캡에서 천장 브래킷을 제거하고 무게 지지 구조물에 연결합니다.
금속 천정 캡의 구멍을 통해 모든 케이블을 넣고 스프링 스토퍼를 위로 누르면서 서스펜션 와이어를 통과시켜 연결합니다.
원하는 높이를 정한 후에 금속 천장 캡을 천장 브래킷에 나사로 고정합니다.

로우 프로파일 장착

장치에서 모든 해당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음향 천장 그리드 크기에 적합한 정사각형 마운트 어댑터를 찾으십시오. 정사각형 마운트의 4개 면 모두에 어댑터

를 설치하고, 제공된 타원형 나사 캡으로 고정합니다.
제공된 대형 센터 나사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마운트를 가로질러 위치한 직선 브래킷에 장치를 고정합니다.
음향 천장 그리드에 정사각형 마운트를 조심스럽게 배치합니다.
중요: 제공된 Gripple 케이블 키트를 사용하여 정사각형 마운트를 고정하십시오. 2개의 대형 후크를 정사각형 마운트 또는 정사

각형 마운트 어댑터의 모서리에 있는 와이어 구멍에 연결하고, 케이블의 상단 끝을 음향 천장 그리드 위의 건물 구조에 고정합

니다.

설치
이 장치는 독립형 장치로 설치하거나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를 사용하여 다른 Stem Ecosystem 장치와 네트워크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 옵션을 사용하든 상관 없이 이 장치는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 또는 shu.re/steminstallation를 참조하십시오.

독립형 설정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화상 회의를 하려면, USB Type 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PC에 연결하십시오.

Stem Ecosystem 설정
복수의 장치 설정을 사용하려면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가 필요합니다. Hub 및 Hub Express를 사용하면 모든 엔드포인

트가 서로 통신하고 외부 스피커, Dante 네트워크(Stem Hub만 해당) 및 모든 장치의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일 연결 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Hub 또는 Hub Express를 비롯한 다른 모든 Stem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설치합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구성합니다.

표시등
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느리게 점멸 음소거됨

빨간색으로 빠르게 점멸(~2초) 수신 링

점등된 빨간색 링 오류

파란색으로 느리게 점멸 부팅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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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파란색으로 느리게 점멸한 후에 꺼짐 다시 시작 중

파란색 점멸 환경에 대한 테스트 및 적응

흐릿한 파란색 점등 전원 켜짐

빠른 파란색 펄스 부팅 완료

Stem Table
개요
테이블 및 평평한 표면에 최적화된 Stem Table Array Speakerphone은 모든 환경을 전문 회의실로 바꿔줍니다. 360도에서 음성을 수

신할 수 있는 9개의 마이크와 혁신적인 하향식 스피커를 갖춘 Stem Table은 회의 품질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테이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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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배열
독점적인 빔포밍 기술을 통해 통화 중에 마이크 어레이를 회의실의 목소리로 조정하여 소음원을 제거합니다. 이 기술은 통화 상대방에

게 뛰어난 명료도를 제공합니다. 빔포밍은 변화에 따라 동적으로 조정되며 파란색 표시등은 각 오디오 빔이 실내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따라가면서 방향을 보여줍니다.

볼륨 컨트롤
장치 상단의 + 및 - 버튼을 사용하여 스피커 볼륨을 변경합니다.

음소거 버튼

통화 중에 장치 상단의 음소거 버튼을 사용하여 마이크를 켜거나 끕니다. 음소거되면 장치의 표시등 링이 빨간색으로 천천히 점멸합니

다.

상자의 내용물
USB Type A - USB Type B 케이블: 12ft.(3.7m)
CAT 6 이더넷 케이블: 15ft.(4.6m)

설치
이 장치는 독립형 장치로 설치하거나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를 사용하여 다른 Stem Ecosystem 장치와 네트워크로 연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설정 옵션을 사용하든 상관 없이 이 장치는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 또는 shu.re/steminstallation를 참조하십시오.

독립형 설정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화상 회의를 하려면, USB Type B 케이블을 사용하여 장치를 PC에 연결하십시오.

Stem Ecosystem 설정
복수의 장치 설정을 사용하려면 Stem Hub 또는 Stem Hub Express가 필요합니다. Hub 및 Hub Express를 사용하면 모든 엔드포인

트가 서로 통신하고 외부 스피커, Dante 네트워크(Stem Hub만 해당) 및 모든 장치의 기타 회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일 연결 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Hub 또는 Hub Express를 비롯한 다른 모든 Stem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설치합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구성합니다.

조명 링 표시기
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느리게 점멸 음소거됨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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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빠르게 점멸(~2초) 수신 링

빨간 불 계속 켜짐 오류

단일 파란색 점 원 부팅

시계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는 파란색 단색 다시 시작 중

회전하는 파란색 단색 환경에 대한 테스트 및 적응

하나 이상의 파란색 점 음성 활성화 빔폼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Stem Speaker
개요
Stem Speaker의 강력한 드라이버와 유연한 벽, 천장 또는 테이블 장착 옵션은 모든 회의실에서 탁월한 음향을 제공합니다. 실내가 귀

하의 필요에 맞도록 맞춤화될 때까지 다른 Stem Ecosystem 장치와 믹스 앤 매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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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그릴이 제거된 상태의 전면도

상자의 내용물
CAT 6 이더넷 케이블: 15ft.(4.6m)
알루미늄 천장 장착 링

삼각대 장착 다리

M4 아일렛 나사

플랜지 나사 및 장착 플랜지

Phillips 헤드 나사 및 건식벽 앵커

테이블 장착
가장자리가 납작한 공구를 사용하여 두 개의 다리 덮개 캡을 제거합니다.
삼각대 장착 다리를 적절한 각도로 제자리에 끼웁니다.
실내의 원하는 위치에 스피커를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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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 장착
플라스틱 외부 쉘에서 내부 알루미늄 하우징을 연결하는 3개의 고정 나사를 풉니다.
외부 쉘을 제거하고 볼륨 조절용 커넥터를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외부 쉘을 장착 표면에 대고 나사 열쇠 구멍을 통해 표면을 표시합니다.
표시된 지점에 4개의 구멍을 미리 뚫어 놓습니다. 표시된 부분이 스터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공된 건식벽 앵커를 사용하십

시오.
제공된 Phillips 헤드 나사로 미리 뚫어진 구멍을 통해 외부 쉘을 장착 표면에 고정합니다.
쉘이 장착 표면에 고정되면 볼륨 조절 케이블을 정렬하고 다시 연결합니다.
이더넷 커넥터의 개구부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정 나사를 사용하여 내부 알루미늄 하우징을 플라스틱 외부 쉘에 고정합니다.

실링 장착
장치에서 모든 해당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알루미늄 천장 마운트 링의 내부 원을 템플릿으로 사용하여 적절한 크기의 구멍을 잘라냅니다. 드롭 천장 설치의 경우 항상 타

일 브리지를 사용하십시오.
플라스틱 외부 쉘에서 내부 알루미늄 하우징을 연결하는 3개의 고정 나사를 제거합니다.
외부 쉘을 제거하고 볼륨 조절용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전면 그릴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깁니다.
3개의 플랜지 나사를 장치 전면의 구멍에 넣고, 3개의 흰색 장착 플랜지를 나사의 뒷면에 부착합니다. 앵커 케이블을 설치하려

면 동봉된 M4 아일렛 나사를 장치 둘레에 있는 3개의 나사산 구멍 중 하나에 부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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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를 장치와 일직선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천장의 구멍을 통해 알루미늄 하우징을 배치합니다. 타일 브릿지를 사용하는 경

우, 타일 브릿지 상단의 하우징 위에 알루미늄 장착 링을 놓습니다.
장치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플랜지 나사를 돌린 다음 손으로 조입니다. 과도하게 조이지 마십시오(10lb/in의 토크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그릴 뒷면의 화살표와 장치 내부의 플라스틱 톱니를 정렬하고, 부드럽게 눌러 그릴을 다시 부착합니다.

주의: 스피커1을 천장이나 건물 구조에 설치할 때, 항상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절한 서스펜션 및 연결 방법을 사용하

십시오.

설치
원하는 위치에 장치를 배치하거나 장착합니다.
PoE+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포트에 이더넷 케이블로 장치를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

을 제공합니다.
Hub 또는 Hub Express(스피커 설정에 필요)를 비롯한 다른 모든 Stem 장치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설치합니다.
Stem Ecosystem Platform에 액세스하여 장치를 구성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구입해야 합니다.

공간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 또는 shu.re/steminstallation을 참조하십시오.

표시등
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빨간색으로 느리게 점멸 음소거됨

빨간색으로 빠르게 점멸(~2초) 수신 링

점등된 빨간색 링 오류

파란색으로 느리게 점멸 부팅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Shure Incorporated

30/37

•

1.

2.

표시등 작동 장치 기능

파란색으로 느리게 점멸한 후에 꺼짐 다시 시작 중

파란색 점멸 환경에 대한 테스트 및 적응

흐릿한 파란색 점등 전원 켜짐

빠른 파란색 펄스 부팅 완료

Stem Control
개요
Stem Control Touch Controller는 Stem Ecosystem Platform 전용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원격으로 Stem 
Ecosystem 장치를 구성하거나 선호하는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통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징

상자의 내용물
CAT 6 이더넷 케이블: 15 ft.(4.6 m)

설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PoE+를 지원하는 포트를 사용하여 Stem Control을 Stem Ecosystem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이 

연결은 장치에 전원, 데이터, 기타 IoT 및 SIP 기능을 제공합니다.

주: 네트워크가 PoE+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PoE+ 인젝터 또는 PoE+ 지원 스위치를 사용하십시오.

Stem Ecosystem Platform을 사용하여 설정을 완료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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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u.re/stemproductinfo 또는 shu.re/steminstallation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사양

HUB1 사양
주파수 반응: 50Hz – 16KHz
노이즈 상쇄: >15dB(펌핑 노이즈 없음)
무게: 0.5lbs.(0.23kg)
치수: 7 x 1.5in(17.8 x 3.8cm) D x H
소비 전력: Type 2에서 PoE+ 802.3
운영 체제: Windows 10 이상 / Linux / MacOS 10.15 이상

커넥터

USB: USB Type B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Dante :®  RJ45 커넥터

아날로그: 암 단자대(외부 스피커용)

HUBX1 사양
주파수 반응: 50Hz – 16KHz
노이즈 상쇄: >15dB(펌핑 노이즈 없음)
무게: 0.5lbs.(0.23kg)
치수: 7 x 1.5in(17.8 x 3.8cm) D x H
소비 전력: Type 2에서 PoE+ 802.3
운영 체제: Windows 10 이상 / Linux / MacOS 10.15 이상

커넥터

USB: USB Type B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아날로그: 암 단자대(외부 스피커용)

WALL1 사양
주파수 응답: 50Hz – 16KHz
브로드캐스트 레벨(피크): 1m에서 90dB SPL @ 1Khz(5와트 RMS)
내장 디지털 신호 처리

노이즈 상쇄: >15dB(펌핑 노이즈 없음)
음향 에코 상쇄: 40dB/sec의 변환 속도에서 >40dB. 잔류 에코가 환경 노이즈 레벨로 억제되어 신호의 인공 덕킹을 방지합니

다.
자동 음성 레벨 조정(AGC)
100% 전이중 – 전이중 동안 감쇠 없음(한 쪽 방향으로)
고급 성능: ITU-T G.167을 준수합니다.

2개의 서브우퍼: 각 10와트(RMS)
2개의 풀레인지 스피커: 각 4와트(RMS)
무게: 7.5lbs.(3.4kg)
치수: 48 x 3.5 x 3.25(121.9 x 8.9 x 8.3cm) L x D x H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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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전력: Type 2에서 PoE+ 802.3
운영 체제: Windows 10 이상 / Linux / MacOS 10.15 이상

커넥터

USB: USB Type B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CEILING1 사양
주파수 반응: 50Hz – 16KHz
내장 디지털 신호 처리

노이즈 상쇄: >15dB(펌핑 노이즈 없음)
음향 에코 상쇄: > 40dB/sec의 변환 속도의 잔류 에코가 환경 노이즈 레벨로 억제되어 신호의 인공 덕킹을 방지합니다.
자동 음성 레벨 조정(AGC)
100% 전이중 – 전이중 동안 감쇠 없음(한 쪽 방향으로)
고급 성능: ITU-T G.167을 준수합니다.

무게:
마이크: 9lbs.(4.1kg)
사각 마운트: 7.5lbs.(3.4kg)

치수:
마이크: 중앙에서 21.5 x 1.75in(54.6 x 4.4cm) D x H; 가장자리에서 H: 0.5in(1.8cm)
사각 마운트: 23.5 x 23.5 x 1.25in.(59.7 x 59.7 x 3.2cm) L x W x H

소비 전력: Type 2에서 PoE+ 802.3
운영 체제: Windows 10 이상 / Linux / MacOS 10.15 이상

연결

USB: USB Type B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표 1 사양
주파수 반응: 50Hz – 16KHz
브로드캐스트 레벨(피크): 1m에서 90dB SPL @ 1Khz(5와트 RMS)
내장 디지털 신호 처리

노이즈 상쇄: >15dB(펌핑 노이즈 없음)
음향 에코 상쇄: 40dB/sec의 변환 속도에서 >40dB. 잔류 에코가 환경 노이즈 레벨로 억제되어 신호의 인공 덕킹을 방지합니

다.
자동 음성 레벨 조정(AGC)
100% 전이중 – 전이중 동안 감쇠 없음(한 쪽 방향으로)
고급 성능: ITU-T G.167을 준수합니다.

1개의 스피커: 4와트(RMS)
무게: 2.5lbs.(1.1kg)
치수: 직경: 7.75 in.(19.7cm) 높이: 3in.(7.6cm)
소비 전력: Type 2에서 PoE+ 802.3
운영 체제: Windows 10 이상 / Linux / MacOS 10.15 이상

커넥터

USB: USB Type B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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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1 사양
연결: RJ45 이더넷 커넥터(PoE+ 필요)
주파수 응답: 80Hz – 15KHz
소비 전력: 22W(PoE+)
최대 출력 레벨: 85 dB SPL @ 1M
무게: 5.6lbs.(2.5kg)
치수: 9" x 4" x 4"(22.9cm x 10.2cm. x 10.2cm) H x W x D

CONTROL1 사양
이더넷: RJ45 커넥터(PoE+ 필요)
무게: 1.7lbs.(0.77kg)
치수: 9.6 x 5.7 x 3.7in.(24.4 x 14.5 x 9.4cm) W x H x D
프로세서 멀티미디어:Qualcomm Snapdragon  820 Quad Core(APQ8096 SoC), QualcommKryo  각 64비트 CPU 
@2.2GHz, QualcommAdreno  530 GPU, QualcommHexagon  DSP 680
메모리 / 저장소4GB LPDDR4, 16GB eMMC
운영 체제: Pre-loaded Android pie
작동 온도: 섭씨 0 ~ 70°

디스플레이 사양

화면 크기: 10.1인치

치수: 229 x 149mm(W x H)
활성 영역: 217 x 136mm
해상도: 1280(RGB)×800
기술 유형: a-si TFT Pixel
Configuration: R.G.B. 세로 줄무늬

픽셀 피치(mm): 0.1695x0.1695
디스플레이 모드: TM, 상시 검정색

표면 처리: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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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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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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을 설치 또는 이전할 때 시공 작업이 필요한 경우, 현지 규정을 따르고 유자격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품의 중량을 지탱

할 수 있는 장착 하드웨어와 설치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지속적인 진동이 있는 장소는 피하십시오.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여 제

품을 올바르게 설치하십시오. 제품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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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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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제품 정보
Shure는 이 제품이 A 등급 조화 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국가별 EMC/EMI 또는 제품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고: 이 제품은 클래스 A 제품입니다. 국내 환경에서 이 제품은 사용자가 적절한 수단을 취해야 하는 경우인 무선 간섭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이 장치는 외부 플랜트로 라우팅하지 않고 PoE 네트워크에만 연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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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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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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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지침

유럽 연합 및 영국에서, 이 라벨은 제품을 가정용 쓰레기와 함께 폐기해서는 안 됨을 나타냅니다. 회수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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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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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정보
본 제품은 FCC 규정 Part 15 에 따른 Class A 디지털 장치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 시험을 거쳤으며 해당 제한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상업적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본 제

품은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사용하며, 방출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 및 사용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

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주거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유해한 간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자기 비용으로 해당 간섭을 시정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 시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수반됩니다.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오작동을 초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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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거 지역에 설치할 때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섭이 어떤 특

별한 설치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장비를 끄고 켤 때에 라디오나 TV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시키는 것으

로 파악되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여 그 간섭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TV 수신기의 안테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합니다.
이 장비와 라디오/TV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늘립니다.
장비와 라디오/TV 수신기가 다른 전원 분기 회로에 있도록 장비를 다른 콘센트에 꽂습니다.
추가 제안 사항은 Shure 담당자 또는 공인 라디오/TV 기술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제한 보증
Shure Incorporated(“Shure”)는 아래에 기술한 예외를 제외하고, 제품을 최초로 구입한 소비자에게 본 제품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

는 경우에 대해 Shure로부터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일시로부터 2 년 동안 사용 자재 및 제작기술 측면에서 제

품에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본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거나 함께 포장된 모든 충전용 건전지는 소비자가 최초로 구입한 날로부터 1 년 간 보증됩니다. 하지만, 충전

용 건전지는 온도, 보관기간, 충전 주기 및 기타 요인에 의해 그 용량이 감소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용량의 감소는 재료 또는 제작기술

의 결함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hure는 자체 결정에 따라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 또는 교환하여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돌려 드립니다. 이 보증의 효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돌려받는 시점에,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최초 구입 영수증을 구입 증빙자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Shure가 불량품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Shure는 불량품을 동일 모델의 다른 제품 또는 Shure가 최소한 대

등한 기능과 품질을 제공한다고 판단한 별도 모델의 제품으로 교체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보증 기간 내에 본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기를 조심스럽게 다시 포장하여, 보험에 들고 제품 구입 증빙과 함께 반환용 

우편 요금을 미리 지불한 후 Shure Incorporated의 다음 부서로 반송하십시오: 서비스 부서, 주소는 하기 참조.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대리점 또는 공인 서비스 센터로 제품을 보내십시오. 반송 주소는 www.Shure.com의 목록을 참조

하거나 하기 주소로 Shure 에 연락하여 문의하기 바랍니다.

이 보증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은 제품을 규정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방법이 잘못된 경우, Shure가 제공한 지

침을 무시하거나, 사용누적에 따른 일반적인 성능 열화, 천재지변, 부주의한 사용, Shure 또는 Shure 공식 대리점을 통하지 않은 제품 

구입, 제품을 무단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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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품성 또는 특정 용도에 대한 적합성에 관해 명백하게 표현된 바 없는 일체의 보증은 이에 인정

되지 아니하며, 단 관련법에 의해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보증서의 유효기간 및 보증 조건의 제한을 받습니다. SHURE는 또

한 일체의 우발적, 특정적, 또는 인과적 손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암묵적 보증의 지속 기간에 대한 제한이나,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손해의 배제 또는 제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위 제한 

문구는 귀하께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귀하께 구체적 법적 권리를 부여하며, 귀하는 주에 따라 다른 여타의 권리를 가

질 수도 있습니다.

본 보증은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명령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본 보증은 본 제품과 연계되거나 포함된 모든 다른 종류의 보증을 대체합니다. 단, 본 제품에 포함되거나 함께 포장된 임의의 소프트웨

어가 본 보증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그 대신 해당 소프트웨어에 동반된 Shure 의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에서 제공된 보증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FOR ORIGINAL PURCHASES IN AUSTRALIA ONLY

LIMITED WARRANTY AGAINST DEFECTS
Shure Incorporated ("Shure") hereby warrants to the original consumer purchaser in Australia only that, except as otherwise 
specified below, this product will be free in normal use of any defects in materials and workmanship for a period of two (2) 
years from the consumer's original date of purchase directly from Shure or from a Shure-authorized reseller.

Any rechargeable batteries contained in or packaged with this product are so warranted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consumer’s original date of purchase. However, rechargeable batteries are consumable and their capacity will be reduced over 
time based on temperature, amount of time in storage, charging cycles, and other factors; hence reduction in battery capacity 
does not constitute a defect in material or workmanship.

At its sole option, Shure will repair or replace the defective product and promptly return it to you. In order for this warranty to be 
valid, the consumer must, at the time the product is returned, provide proof of purchase in the form of the original purchase 
receipt directly from Shure or from a Shure-authorized reseller. If Shure elects to replace the defective product, then Shure 
reserves the right to replace the defective product with another product of the same model or a model of at least comparable 
quality and features in Shure's sole determination.

If you believe this product is defective within the warranty period, carefully repack the unit, insure it and return it with proof of 
purchase, postage prepaid, to Shure Incorporated, Attention: Service Department, at the address below.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return the product to your dealer or Authorized Service Center. Addresses are listed on 
www.Shure.com or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Shure at the address listed below.

This warranty is not transferable. This warranty does not apply in cases of abuse or misuse of the product, use contrary to 
Shure’s instruction, ordinary wear and tear, an act of God, negligent use, purchase from a party other than Shure or a Shure-
authorized reseller, unauthorized repair, or modification of the product.

ALL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HEREBY 
DISCLAIMED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APPLICABLE LAWS AND, TO THE EXTENT NOT PERMITTED, ARE 
HEREBY LIMITED TO THE EXTENT PERMITTED TO THE DURATION AND TERMS OF THIS WARRANTY. SHURE ALSO 
HEREBY DISCLAIMS ALL LIABILITY FOR INCIDENTAL,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FOR ANY 
PURCHASER ACQUIRING THIS PRODUCT, EXCEPT THAT THIS DOES NOT CONSTITUTE A DISCLAIMER OF RIGHTS 
GUARANTEED TO ANY “CONSUMER”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This warranty gives purchasers of this product in Australia specific legal rights which are in addition to the rights and remedies 
of consumers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which cannot be excluded or limited. If you are a “consumer” under the 
Australian Consumer Law, you are entitled to a replacement or refund for a major failure and for compensation for any other 
reasonably forseeable loss or damage. You are also entitled to have the goods repaired or replaced if the goods fail to be of 
acceptable quality and the failure does not amount to a major failure.

THIS WARRANTY SUPERSEDES ALL OTHER WARRANTIES THAT ARE ASSOCIATED OR INCLUDED WITH THIS 
PRODUCT, EXCEPT THAT ANY SOFTWARE CONTAINED IN OR PACKAGED WITH THIS PRODUCT IS EXCLUDED FROM 
THIS WARRANTY AND INSTEAD SHALL BE COVERED BY THE WARRANTY, IF ANY, PROVIDED IN SHURE’S END USER 
LICENSE AGREEMENT ACCOMPANYING SUCH SOFT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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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센터
미국, 캐나다,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

Shure Incorporated
담당자: 서비스 부서

945 Chaddick Dr.
Wheeling, IL 60090-6449 U.S.A.

유럽, 중동, 아프리카

Shure Europe GmbH
담당자: 서비스

Jakob-Dieffenbacher-Str. 12, 75031
Eppingen, Germany

인도네시아공식 서비스 센터:

Jakarta Hotline (021) 612 6388
Medan (061) 6612550
Surabaya (031) 5032219
Jogjakarta (0274) 371710
Denpasar (0361) 766788
Makasar (0411) 324652

도움이 필요합니까?
웹사이트:shure.com/stem
이메일:customerhappiness@shure.com
전화: (949) 877-STEM (7836)
설정 비디오:youtube.com/shuresystems
제품 가이드:shu.re/stemproductinfo
추가 설치 리소스:shu.re/steminstallation

https://www.shure.com/stem/
mailto:customerhappiness@shure.com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ai0ARqOdR2VwFaJqbA5BavGmBvFe8wq-
https://shu.re/stemproductinfo
https://shu.re/steminsta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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