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221
패시브 안테나 스플리터

User guide for Shure UA221 series passive antenna splitters.
Version: 1 (201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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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221
패시브 안테나 스플리터

일반 설명
Shure UA221은 단일 안테나의 RF 신호를 두 개의 입력에 연결하거나 단일 입력에 두 개의 안테나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양지향

성 분배기/컴바이너입니다. UA221 안테나 스플리터/컴바이너 키트에는 다음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2) 단일 입력, 이중 출력 패시브 안테나 분배기

(4) 동축 케이블

(2) BNC 수-암 어댑터

(2) BNC 벌크헤드 어댑터

UA221 스플리터는 Shure 무선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시스템을 구성할 때 Shure ½파 또는 지향성 안테나 및 Shure 
50Ω 저손실 안테나 케이블을 사용하십시오.

모델 주파수 범위 패스 DC/블록 DC

UA221 10~1,000MHz 블록

UA221-C-J 10~1,000MHz 패스

UA221Z 1000-2000 MHz 블록

UA221Z-C-J 1000-2000 MHz 패스

UA221 분배기 설치
UA221 분배기 2개와 제공된 BNC 수-수 어댑터 및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여 안테나 한 쌍의 RF 신호를 두 수신기의 안테나 입력으로 

분할하십시오.

참고: 안테나는 수신기의 작동 주파수 범위와 호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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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에서는 UA221 또는 UA221Z를 사용하거나 수신기의 DC 바이어스가 비활성화되도록 하십시오.

전원이 공급된 안테나를 사용할 때는 UA221-C-J 또는 UA221Z-C-J를 사용하십시오.

사양
주파수 범위

UA221/UA221-C-J 10 MHz-1000 MHz

UA221Z/UA221Z-C-J 1000 MHz-2000 MHz

전압 정재파 비(VSWR)
2:0

임피던스

50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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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

20 dB

삽입 손실

2 dB (3 dB 분배기 손실은 포함되지 않음)

크기

64 x 48 x 22 mm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45.3 g (1.6oz.)

기본 제공 액세서리

제공 부품
0.5 m(2피트) 동축 안테나 케이블(4) UA802

BNC 벌크헤드 어댑터, 잠금 와셔, 너트(2) 95A8647

BNC 수-수 어댑터(2) 95A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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