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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B
Wireless Workbench 6

Shure Wireless Workbench 소프트웨어
Wireless Workbench (WWB)는 RF 조정자, 여행, 방송, 극장 및 예배당 오디오 전문가가 공연 전 계획부터 주파수 조정, 라이브 채널 

모니터링 및 공연 후 분석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료 장치 관리, 조정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입니다. RF 데이터와 

결합된 네트워크 가능 및 네트워크 불가능 Shure 및 타사 장치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믹싱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무선 장비를 빨리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Workbench는 무선 시스템의 구성, 작동 및 모니터링을 쉽고 빠르게 해주며, 다
음 Shure 네트워크 시스템과 호환 가능합니다.

QLX-D  디지털 무선 시스템

ULX-D  디지털 무선 시스템

Axient  Wireless Management Network
PSM  1000 Personal Monitoring System
UHF-R  무선 시스템

Axient  디지털 무선 시스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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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Wireless Workbench 다운로드
Workbench를 다운로드하려면 Wireless Workbench 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단계에 따라 설치를 완료합니

다.

참고: Wireless Workbench를 설치하려면 컴퓨터에 관리자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Wireless Workbench 도움말 및 리소스
Wireless Workbench 내에서 F1을 누르거나 Help > Wireless Workbench Help System으로 이동하여 방법 정보를 찾습니다. 동
일한 도움말이 Wireless Workbench 도움말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제공됩니다.

기타 온라인 리소스.

Workbench 릴리스 노트

Workbench 동영상 튜토리얼

FAQ에 대한 답변

2단계: 네트워크 연결
Wireless Workbench는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구성요소와 통신합니다. 네트워크의 각 구성요소가 네트워크의 다른 장치와 

통신하려면 고유하고 유효한 IP 주소가 할당되어야 합니다. IP 주소는 DHCP 어드레싱을 사용하는 컴퓨터, 스위치 또는 라우터에 의해 

자동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자동 IP 어드레싱 옵션
DHCP 어드레싱을 활용하기 위해 Shure 구성요소에는 빠르고 간편한 설정이 가능한 자동 IP 모드가 있습니다. 특정 IP 주소를 할당해

야 하는 경우에는 IP 모드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CAT5 이상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구성요소를 연결합니다. 여러 장치로 구성된 시스템의 경우, 다이어그램과 

같이 라우터나 스위치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연결에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구성품의 전원을 켭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네트워크 메뉴에 들어가 IP 주소 모드를 Automatic으로 설정하여 자동 IP 어드레싱을 활성화합니다.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wwb6
https://www.shure.com/en-US/products/software/wwb6
https://shure-content-files.s3.us-east-2.amazonaws.com/Pubs/WWB6/en-US/index.html
https://shure-content-files.s3.us-east-2.amazonaws.com/Pubs/WWB6/en-US/index.html
http://www.shure.com/americas/support/downloads/release-notes/wireless-workbench
http://www.shure.com/americas/support/downloads/release-notes/wireless-workbench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FMaSqR1x2UDbZYpJaBpmHlw6URcoj94&_ga=2.160897341.1892207013.1550595422-1951060233.1524839531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0FMaSqR1x2UDbZYpJaBpmHlw6URcoj94&_ga=2.160897341.1892207013.1550595422-1951060233.1524839531
http://www.shure.com/americas/support/find-an-answer?faq%5Bq%5D=wired&per=25
http://www.shure.com/americas/support/find-an-answer?faq%5Bq%5D=wired&pe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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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IP 어드레싱 옵션
자동 IP 어드레싱의 대체 방안으로, 특정 IP 주소를 구성요소에 할당하려는 경우 수동 어드레싱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AT5 이상의 이더넷 케이블을 사용하여 컴퓨터와 구성요소를 연결합니다. 다중 구성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에 대해 데이지 체인 

연결을 사용하는 대신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대로 라우터 또는 스위치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구성품의 전원을 켭니다.
각 구성요소에 대해 네트워크 메뉴에 들어가 IP 주소 모드를 Manual로 설정합니다.
각 구성품에 고유한 IP 주소를 할당합니다. 모든 구성품에 동일한 서브넷 마스크를 할당합니다.

3단계: 방화벽 구성
컴퓨터를 보호하는 방화벽이 있는 경우, Wireless Workbench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컴퓨터에 관리자로 로그인하여 

방화벽 설정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확보하거나 IT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지원을 받으십시오.

타사 방화벽 소프트웨어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의 각 인스턴트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한 제조업체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인스턴스가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음).

참고: Wireless Workbench를 차단하는 경고 팝업을 수신할 경우, 상자를 선택하여 모든 네트워크(도메인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및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합니다.

Mac
System Preferences에서 방화벽 설정에 액세스합니다.
방화벽이 켜져 있는 경우, Firewall Options을 열어 네트워크 액세스를 요청한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합니다.
다음 각 애플리케이션에서 Automatically allow built-in software to receive incoming connections 및 Automatically allow 
downloaded signed software to receive incoming connections를 선택합니다.

snetDameon
Wireless Workbench 6.app

Windows
컴퓨터에서 Windows 방화벽을 엽니다.
도메인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및 공용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할 다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애플리케이션의 각 인스

턴스(두 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음) 옆에 선택 표시를 합니다.
snetDameon
wireless workbench 6

방화벽 구성 관련 추가 도움말이 필요한 경우 Microsoft 지원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4단계: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선택
Wireless Workbench를 처음 열면 네트워크 구성품과 통신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Wireless Workbench를 엽니다.

팁: 요청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화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네트워크 상태를 클릭하여 네트워크 환경설정을 업데이

트하십시오.

올바른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려면 네트워크 구성품의 IP 메뉴를 열고 할당된 IP 주소를 기록하십시오. 네트워크 메뉴에 액세스

하는 모델별 지침은 전체 Wireless Workbench 도움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upport.microsoft.com/en-us
https://support.microsoft.com/en-us
https://shure-content-files.s3.us-east-2.amazonaws.com/Pubs/WWB6/en-US/index.html
https://shure-content-files.s3.us-east-2.amazonaws.com/Pubs/WWB6/en-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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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예에서 구성요소의 IP 주소는 192.168.1.10입니다.

구성요소에 할당된 IP 주소와 Network Selection 창에 나열된 사용 가능한 IP 주소를 비교합니다. 구성요소 IP 주소의 숫자 순

서 및 형식과 근접하게 일치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이 예에서는 192.168.1). Save를 선택하여 마칩니다.

참고: 마지막 몇 개의 숫자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연결 확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선택했으면, 각 구성요소의 디스플레이 또는 전면 패널에서 네트워크 아이콘( )을 확인하여 연결을 확인합

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구성요소는 인벤토리 탭에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Inventory 탭을 열고 다음 확인을 수행하여 연결을 확인합니다.

① 장치 ID, 채널 이름 및 기타 파라미터를 봅니다.
② 구성요소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격 식별할 장치의 전면 패널을 새로 고칩니다.



Shure Incorporated

7/10

1.
2.

1.

2.

③ Device Online 표시기는 녹색이어야 하고 나열된 장치 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구성요소 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문제해결
증상 해결책

네트워크 아이콘이 구성요소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블과 연결을 점검하십시오.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를 클릭하고 사용자의 환경설정에 

있는 네트워크의 IP 주소가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P 주소

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구성요소가 Inventory 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IP 주소를 확인하여 구성요소가 컴퓨터 네트워크와 동일

한 네트워크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컴퓨터 및 발견된 장

치의 IP 주소 보고서를 보려면 Reports > Firmware 
and Network Summary를 선택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장치의 IP 주소를 “ping”합니다(이렇게 하

려면 “ping”을 입력하고 장치의 IP 주소를 입력합니다).

Device Online 표시기가 회색입니다.
네트워크 상태 표시기를 클릭하고 사용자의 환경설정에 있는 네

트워크의 IP 주소가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P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5단계: 조정 작업 공간에서 빈도 관리
Frequency Coordination 탭에서 시스템에 대한 호환 주파수를 구성, 관리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부분으로, 주파수를 분석하여 

주파수가 시스템의 모든 구성요소와 호환 가능한지 확인한 다음, 하드웨어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① Frequency Coordination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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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최근 스캔 영역에서 기어 아이콘을 선택하고 수신기 또는 스펙트럼 매니저를 선택하여 주파수 스캔을 수행합니다. Start를 클릭합니

다.
③ Add Frequencies 탭에서 Select Frequencies from Inventory를 클릭합니다. All Frequencies from Inventory를 선택하고 OK를 클

릭하여 주파수를 조정 작업 공간에 가져옵니다.
④ Analyze를 선택하여 현재 주파수 호환성을 확인합니다.
⑤ Calculate를 선택하여 잠금 해제된 모든 항목에 대한 호환 주파수를 찾습니다.
⑥ Assign and Deploy를 선택하여 채널 및 주파수의 할당을 미리 봅니다.
⑦ Deploy to Inventory를 선택하여 주파수를 구성요소로 보냅니다.

6단계: IR 동기화를 사용하여 휴대용 장치 주파수 설정
IR 동기화를 수행하면 휴대용 장치가 네트워크 구성요소에 배포된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로 자동 조정됩니다. IR Sync가 완료되면 수

신기와 송신기 간에 무선 오디오 채널이 형성됩니다.

휴대용 장치 및 네트워크 구성요소의 IR 동기화 창을 정렬한 다음, 동기화를 누르거나 동기화 메뉴에 액세스합니다. 송신기 및 수신기 

모델용 IR 동기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성요소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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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
Monitor 탭에서 채널 스트립 및 Mini-Timeline을 추가하여 인벤토리의 개별 구성요소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속성 패널은 RF 및 오

디오 미터를 표시하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① Monitor 탭을 선택합니다.
② 오른쪽 창에서 채널을 끌어다 놓아서 채널 스트립 및 Mini-Timeline을 추가합니다. 또한 Strip 및 Timeline 확인란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③ 채널 스트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구성 옵션을 봅니다.
④ 채널 스트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두번 클릭하여 세부 장치 파라미터를 보고 수정합니다.
⑤ Auto를 클릭하여 채널 스트립의 정렬 방식을 업데이트합니다. 이것을 프레임에 맞물리거나 화면에서 자유롭게 이동시킵니다.
⑥ 화면의 오른쪽 아래 가장자리에 있는 기어 아이콘을 선택하여 채널 스트립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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