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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전 주의사항

Saramonic 제품을 구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품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고, 숙지한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사용설명서를 참조 할 수 있도록 보관 

하십시오. 본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판매점 

혹은 공식수입원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본 제품은 방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액체, 비, 물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반드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하십시오.
 

2. 상온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냉각, 과열 상태로 자주 

    환경을 바꾸거나 히터, 오븐과 같은 발열제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3. 보관시에는 먼지 및 습기에 주의 하십시오.

4. 제품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5. 루프 피드백을 방지하려면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6. 최상의 결과를 위해서는 마이크 헤드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잡음 및 마찰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본 시스템을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 슬롯에서 배터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배터리가 과방전되어 누액, 누유될 수 있습니다.

8. 제품을 임의로 분해 개조 시에는 제조사로부터 무상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품소개  .......................................................................... 2

휴대용 무선수신기 UwMic9-RX9-KR ........................................ 2

제품 상세소개 ............................................................................................. 2

외관 명칭 설명  ................................................................................... 2

액세서리 부착방법  .............................................................................. 4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 5

바디팩 무선송신기 UwMic9-TX9-KR ....................................... 8

제품 상세소개 ............................................................................................. 8

외관 명칭 설명  .................................................................................... 8

액세서리 부착방법  .............................................................................. 10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 11

핸드 헬드 마이크 송신기 UwMic9-HU9-KR  .................................... 14

제품 상세소개 ............................................................................................. 14

외관 명칭 설명  .................................................................................... 14

설정  ..................................................................................................... 15

XLR 플러그온 송신기 UwMic9-TX-XLR9-KR ............................ 16

제품 상세소개 ............................................................................................. 16

외관 명칭 설명  .................................................................................... 16

액세서리 부착방법  .............................................................................. 18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 19

XLR 플러그온 수신기 UwMic9 RX-XLR9-KR ............................ 22

제품 상세소개 ............................................................................................. 22

외관 명칭 설명  ................................................................................... 22

액세서리 부착방법  ............................................................................. 24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 24

UwMic9 SP-RX9-KR ............................................................. 27

외관 명칭 설명  ................................................................................... 27

제품 상세소개 ............................................................................................ 27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 29

제품 사용법  ........................................................................... 34

제품 사양  ............................................................................... 39

수신기 RX9-KR and RX-XLR9-KR ................................................ 39

송신기 TX9-KR, HU9-KR, TX-XLR9-KR  ............................................. 40

수신기 SP-RX9-KR ........................................................................... 41

제품 구성  ............................................................................. 42

목차



제품소개

제품 상세소개

외관 명칭 설명

Saramonic UwMic9 UHF 무선 마이크 시스템은 휴대용 무선 작동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DSLR 비디오, 필드 레코딩, 방송 TV, ENG 

(electronic news gathering), 현장 인터뷰 등과 같은 여러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무선 수신기 UwMic9-RX9-KR

Saramonic UwMic9-RX9는 카메라 장착형 통합 무선 수신기입니다. 

이 제품은 넓은 스위칭 RF 대역폭, 읽기 쉬운 LCD 디스플레이 및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적외선 동기화를 특징으로 합니다.

자동 스캔 기능이 장착된 RX9는 사용 가능한 송신 주파수를 자동으로 

검색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한 출력 모드에서는 출력 신호를 모노 또는 스테레오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안테나

전원버튼

눌러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SET 버튼

SET 버튼을 길게 누르면 표시된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SET 버튼을 짧게 눌러 옵션을 확인하거나 길게 눌러 저장 

하지 않고 종료하십시오.

전원 표시

배터리 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녹색 표시등 :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RF 표시 및 적외선 송신기 포트

적외선 송신기 포트는 설정 주파수를 송신기로 보냅니다. 

RF 표시기는 다음과 같이 RF 입력 레벨을 표시합니다.

녹색 표시등 : RF 신호가 강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RF 신호가 약하거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 버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기능 또는 값을 선택합니다.

LCD 화면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5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배터리 가이드

2 개의 AA 배터리(알카라인, 리튬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헤드폰 단자

3.5mm 스테레오 미니 헤드폰 단자입니다. 헤드폰을 연결하여 

오디오 출력을 모니터 하십시오.

출력 단자

제공된 출력 케이블을 사용하여 RX9를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 믹서 

또는 앰프에 연결하십시오.

표준 콜드 슈 마운트

1)

2)

3)

4)

5) 

6)

7)

8)

9)

10)

11)

Note:

모노 미니 잭으로 헤드폰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헤드폰 잭 과 왜곡된 사운드 출력, 쇼트 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케이블을 출력단자에

연결하십시오.

잠금 나사를 돌려 단단히 

체결하십시오.

1)

2)

슈 마운트 어댑터를 부착하기 전 

벨트 클립을 그림과 같이 거꾸로 

부착하십시오.

벨트 클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클립을 살짝 당겨 줍니다.

슈 마운트 어댑터의 홈에 벨트 클립을 

맞추고 화살표 방향으로 어댑터를 

삽입하십시오.

슈 마운트 어댑터의 걸쇠에

벨트 클립이 걸릴 때까지 완전히 

밀어 넣으십시오.

1)

2)

3)

4)

액세서리 부착방법

1. 함께 제공된 케이블을 출력 단자에 연결 하십시오.

2. 벨트 클립을 그림과 같이 부착하십시오.

    장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10페이지를 참조 하십시오.

3. 슈 마운트 어댑터를 다음과 같이 부착하십시오



그룹

      그룹이 켜짐을 의미합니다. 因

      그룹이 꺼짐을 의미합니다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Home screen. 다른 화면에서 20초 동안 아무 조작도 수행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1)

RF 레벨 표시기

현재 수신 레벨을 나타냅니다.

2)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3)

채널 그룹명을 표시합니다.4)

현재 채널

사용 중인 채널을 표시합니다.

5)

오디오 입력 레벨 미터

입력된 오디오의 레벨을 표시합니다.

6)

Power Key. SET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 키의 잠금을 해제하거나 

잠금 설정이 됩니다. 전원 키를 잠그면 사용하는 동안 무의식 중에 

수신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ㆍUnlocked: 전원 키를 길게 눌러 수신기를 켜거나 끕니다.

   (기본값).

ㆍLocked: 전원 키를 눌러도 수신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Note: 전원 키가 잠금으로 설정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제거 후 다시 

삽입하면 전원 키의 잠금 상태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수신기를 켤 수 있습니다.

Output mode. 출력 모드는 모노 또는 스테레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력 모드가 모노인 경우 왼쪽 및 오른쪽 채널의 오디오가 

혼합됩니다.

스테레오인 경우 왼쪽 (그룹 B) 및 오른쪽 (그룹 A) 오디오 채널 

출력이 분리됩니다. 기본값은 모노입니다.

Power of the Group. 하나의 그룹 신호만 사용하는 경우 다른 

그룹을 꺼서 배터리를 절약하십시오.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그룹A의 

전원이 켜져있는 동안 그룹B의 시스템 기본값은 전원이 꺼집니다.

두 개의 송신기를 동시에 작동 시킬 때 간섭이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각 송신기를 다른 그룹으로 설정하십시오.

Select channel. 상세한 작동법은 “수동으로 채널 설정”

(37쪽)을 참조하십시오.



Set output volume. 출력 오디오의 볼륨을 0 ~ 30 범위 내에서 

설정하십시오. 전원이 꺼진 후에도 설정은 유지됩니다.  

기본값은 30입니다.

Auto scan function. 이용 가능한 전용 채널을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자동 스캔기능으로 채널 설정”

(36쪽)을 참조하십시오.

Infrared matching function. 적외선을 통해 수신기와 송신기를

연결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수신기와 송신기 채널 설정” (37쪽)을

참조하십시오.

Set backlight. 배경 LED 표시등을 ON 또는 지연 60 / 30 / 10 초 

또는 OFF로 설정하십시오. 기본값은 "Delay 10s" 입니다.

Restore settings. 기본 설정값으로 복원



제품 버젼 및 제조일자 표기

제품 시리얼 번호 표기

제품 상세소개

외관 명칭설명

바디팩 무선송수신기 UwMic9-TX9-KR

이 송신기는 크리스털로 제어되는 PLL 신시사이저를 사용하는 소형 

송신기입니다. 음소거 기능과 잠금식 마이크 입력 커넥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RF 출력은 높음, 중간 또는 낮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9

안테나

AUDIO 표시 / IR (적외선 감지기)

AUDIO 표시기 : 오디오 입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IR (적외선 감지기) : 수신기에서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녹색 점등 : 오디오 입력 레벨이 적절합니다.

빨간색 점등 깜박임 : 오디오가 음소거 됩니다. (즉, 사용 중지됨). 

음소거 기능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소거 키 설정"

(12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전원 표시

배터리 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녹색 표시등 :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오디오 입력 커넥터 (3.5mm 잠금 식 플러그)

제공된 소형 마이크를 연결하십시오.

+ / - 버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기능 또는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가이드

2 개의 AA 배터리(알카라인, 리튬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별매)

전원 / 음소거 버튼

SET button

SET 버튼을 길게 누르면 표시된 메뉴로 들어갑니다.

SET 버튼을 짧게 눌러 옵션을 확인하거나 길게 눌러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십시오.

LCD display

디스플레이 메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11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1)

2)

3)

4)

5) 

6)

7)

8)

9)



벨트 클립을 부착하십시오. 송신기의 

양쪽에 있는 두개의 구멍 중 하나에 

벨트 클립의 한쪽 끝을 삽입 후 반대 

구멍에 삽입하십시오.

1.

액세서리 부착방법

마이크를 연결하십시오.

안전한 체결을 위해 커넥터를 

잠그십시오.

Note: 마이크를 부착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송신기를

끄십시오.

2.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Home screen. 다른 화면에서 20초 동안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F 송신 출력 표시

현재 송신 전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레벨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 전력 레벨 선택"을 참조 

하십시오. (page 12).

채널 그룹 표시

채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음소거 상태

         Mute OFF          Mute ON.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두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채널 그룹의 이름

채널 및 주파수

현재 채널 및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전원 / 음소거 버튼의 상태.

1)

2)

3)

4)

5) 

6)

7)

Set Power key. 잠금 해제 또는 잠금을 선택하십시오.

사용하는 동안 무의식 중에 장치가 꺼지거나 음소거되지 않도록 

전원 버튼을 잠그려면 "Locked" 을 설정하십시오.

기본값은 "Unlocked" 입니다.

메뉴 표시 섹션. 다양한 기능을 표시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눌러 기능을 전환하십시오.

1)



Select Channel. SET 버튼을 길게 눌러 메뉴로 들어갑니다. 

"+"및 "-"를 사용하여 필요한 채널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Select Group. "A" 또는 "B"채널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에는 96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Group A'입니다.

Select RF power level. 발신될 RF 출력은 높음, 중간 또는 낮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높음"입니다.

Set Mute key. 오디오를 음소거하려면 선택하십시오. "Enable"을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기본값은 "Enable"입니다.



IR Match. 수신기와 일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처리 중일 때 화면에  

"Matching"이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Sync finished" 

이 표시됩니다.

Set Backlight. LCD 백라이트 조명을 켜거나 끄고, 자동 꺼짐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store default setting. 기본값으로 복원시 사용 합니다.

제품 버젼 및 제조일자 표기

제품 시리얼 번호 표기



제품 상세소개

핸드 헬드 마이크 송신기 UwMic9-HU9-KR

Saramonic HU9는 견고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LCD 디스플레이, 

RF 전원 스위치 및 PLL 신시사이저를 특징으로 휴대용 무선 UHF 

마이크로폰 송신기입니다. 방송 품질의 맑고 풍부한 사운드를 수음 

합니다. 내장 안테나, 음소거 기능 및 전원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HU9의 채널은 적외선을 통해 수신기와 동기화됩니다.

LCD 화면
채널 그룹.

두 개의 채널 그룹 : A와 B.

각 그룹에는 15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번호

배터리 잔량 표시기

음소거 표시기

전원 / 음소거 버튼전원: 길게 누르면 HU9를 켜거나 끕니다.

음소거: 전송 중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오디오가 음소거됩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오디오 출력이 복원됩니다.

안테나

A.

B.

C.

D.

본 예시에 사용된 그림에는 그룹 A의 

채널15에서 작동 중임을 나타냅니다.

Note: Mute시 오디오 신호는 출력되지 않지만 

RF 신호는 계속 전송됩니다.



설치 방법

내부 조작 패널

적외선 감지기.

수신기에 설정된 주파수를 수신합니다.

잠금 스위치.

ON으로 설정하면 전원 버튼이

잠깁니다. 전송 중에 실수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A.

B.

배터리를 설치하십시오.

"UwMic9-HU9"(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 오.

(옵션) 잠금 스위치를 ON 또는 OFF로 설정하십시오.

(옵션) RF 전원을 HIGH 또는 LOW로 설정합니다. 전송 전력 레벨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 HU9를 켭니다.

수신기 UwMic9-RX9를 켜고 송신기 HU9와 동기화 하십시오. 작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9의 경우"(38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성공적으로 동기화되면 HU9의 화면에 수신기와 동일한 그룹 및 

채널이 표시됩니다.

그립을 화살표 방향으로 닫으십시오.

1.

2.

3.

4.

5.

6.

7.

RF 출력 설정.

전송 출력 레벨을 HIGH 또는

LOW로 설정하십시오.

C.

Note: 잠금 스위지는 음소거 

기능을 잠그지 않습니다.

배터리 탈부착 하기

2 개의 AA 배터리(알카라인, 리튬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별매)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8.



제품 상세소개

XLR 플러그 온 송신기 UwMic9-TX-XLR9-KR

Saramonic TX-XLR9는 넓은 스위칭 RF 대역폭, 읽기 쉬운 LCD 

디스플레이, + 48V 팬텀 전원 및 음소거 기능을 갖춘 소형 XLR 플러그 

온형 송신기입니다. 휴대용 무선 작동에 적합하며 DSLR 비디오, 방송 

TV, ENG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관 명칭설명

XLR 오디오 입력 단자

라인 출력이 있는 XLR 마이크 또는 오디오 장치에 연결합니다.

+48V 전원 표시등

48V 팬텀 파워 옵션이 켜지면 점등됩니다.

전원 표시등

배터리 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녹색 표시등 :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1)

2)

3)



AUDIO 표시 / IR (적외선 감지기)

AUDIO 표시기 : 오디오 입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IR (적외선 감지기) : 수신기에서 주파수를 가져옵니다. 

녹색 점등 : 오디오 입력 레벨이 적절합니다.

빨간색 점등 깜박임 : 오디오가 음소거 됩니다. (즉, 사용 중지됨). 

음소거 기능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음소거 키 설정" (20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LC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뉴, 자세한 내용은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19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전원 / 음소거 버튼

전원 또는 음소거 기능을 켜거나 끕니다.

4)

5)

6)

SET 버튼

SET 버튼을 길게 누르면 표시된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SET 버튼을 짧게 눌러 옵션을 확인하거나 길게 눌러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십시오.

+ / - 버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기능 또는 값을 선택합니다.

배터리 함

2 개의 AA 배터리(알카라인, 리튬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별매)

배터리 삽입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터리 삽입하기"

(3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7)

8)

9)



액세서리 부착방법

마이크 혹은 XLR 케이블

마이크 또는 XLR 케이블을 연결하십시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마이크 또는 케이블 커넥터를 TX-XLR9의 

XLR 오디오 입력 잭에 밀어 넣으십시오.

1.

마이크 또는 XLR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분리 버튼을 누르고 마이크 또는 XLR 케이블을 조심스럽게 화살표 

방향으로 잡아 당깁니다.

2.

Note: 마이크를 부착하거나 제거하기 전에 송신기를 끄십시오.

마이크 혹은 XLR 케이블

잠금레버



Home screen. 다른 화면에서 20초 동안 아무런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RF 송신 출력 표시

현재 송신 전력 레벨을 나타냅니다.

레벨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F 전력 레벨 선택"을 참조 

하십시오. (page 20).

채널 그룹 표시

채널 그룹을 나타냅니다.

음소거 상태

         Mute OFF          Mute ON.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두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채널 그룹의 이름

채널 및 주파수

현재 채널 및 주파수를 나타냅니다.

전원 / 음소거 버튼의 상태.

1)

2)

3)

4)

5) 

6)

7)

메뉴 표시 섹션. 다양한 기능을 표시합니다. 

+ 또는 - 버튼을 눌러 기능을 전환하십시오.

1)

Set Power key. 잠금 해제 또는 잠김을 선택하십시오.

사용하는 동안 무의식 중에 장치가 꺼지거나 음소거되지 않도록 전원 

전원 버튼을 잠그려면 "Locked" 을 설정하십시오.

기본값은 "Unlocked" 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사용 설명서



Select Channel. SET 버튼을 길게 눌러 메뉴로 들어갑니다. 

"+" 및 "-"를 사용하여 필요한 채널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Select Group. "A"또는 "B"재널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에는 96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기본값은 "Group A"입니다.

Set the microphone drive power supply (+48V). ON으로 

설정하면 48V 팬텀 전원이 연결된 마이크에 공급되고 "+ 48V" 

표시등이 켜집니다. 기본값은 "+ 48V OFF"입니다.

Note: 팬텀 전원을 지원하지 않는 믹싱 보드 또는 언밸런스드 

장치에서 사용하는 경우 팬텀 전원을 켜지 마십시오. 

송신기와 오디오 장치가 모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Select RF power level. 발신될 RF 출력을 높음, 중간 또는 낮음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높음"입니다.



Set Mute key. 오디오를 음소거하려면 선택하십시오. "Enable"을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짧게 누릅니다. 기본값은 "Enable"입니다.

IR Match. 수신기와 일치하도록 설정하십시오. 처리 중일 때 화면에 

"Matching"이 표시됩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Sync finished" 

가 표시됩니다.

Set Backlight. LCD 조명의 켜지는 시간을 설정 합니다. 

10 / 30 / 60초를 선택하십시오. 기본값은 "Delay 10s" 입니다.

Restore default setting. 기본 설정값으로 복원

제품 버젼 및 제조일자 표기

제품 시리얼 번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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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명칭 설명

제품 상세소개

플러그 온 수신기 UwMic9 RX-XLR9

Saramonic UwMic9 RX-XLR9은 소형 XLR 플러그온 무선 

수신기입니다. 다른 액세서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디오 카메라나 

레코더의 XLR 마이크 입력에 직접 연결됩니다. XLR 커넥터는 시계 

방향 및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됩니다. 수신기는 2개의 AA 배터리 

또는 USB Type-C 잭을 통해 DC 전원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넓은 

스위칭 RF 대역폭, 읽기 쉬운 LCD 스크린, 3.5mm 헤드폰 잭,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적외선 동기화가 주요 특징입니다.

LC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뉴. 보다 상세한 내용은 “LCD 디스플레이 작동 안내” 

(24쪽)을 참조하세요.

전원 표시

배터리 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녹색 표시등 :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RF 표시와 적외선 송신기 포트

안테나

적외선 송신기 포트는 송신기에 설정된 주파수를 보냅니다. 

RF 표시기는 다음과 같이 RF 입력 수준을 표시합니다.

녹색 표시등 : RF 신호가 강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RF 신호가 약하거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수신기를 카메라 또는 레코더의 XLR 마이크 입력에 연결합니다. 

수신기는 최대 320°까지 회전 가능합니다.

회전식 XLR-3-11C 타입 (male) 커넥터



23

3.5 mm 직경의 스테레오 미니 헤드폰 연결잭입니다. 

헤드폰을 모니터 오디오 출력에 연결합니다. 

주의: 헤드폰을 단청 미니 잭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헤드폰 잭에 합선을 일으키거나 사운드 출력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Note:  USB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가 풀리거나 연결이 해제되면, 

수신기는 AA배터리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AA 배터리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이 꺼집니다. 

헤드폰 잭

디스플레이 화면에 나타난 기능 또는 값을 선택합니다.  

(-) 버튼을 길게 누르면 디스플레이 메뉴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수신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누르면 선택한 옵션을 재확인합니다. 

전원 버튼

수신기가 켜진 상태에서 USB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가 연결되면, 

AA배터리의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USB 커넥터는 USB 휴대용 

전원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수신기가 꺼진 상태에서 

USB 휴대용 전원 공급장치가 연결되면, USB 커넥터는 자동으로 

켜집니다.

USB 커넥터 (Type-C)

표준 콜드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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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 부착방법

수신기를 비디오 카메라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 아래 그림과 같이 콜드 슈 마운트를 DSLR 카메라의 핫 슈에 밀어  

    넣고, 잠금 나사를 사용하여 콜드 슈 마운트를 조입니다.

2. 수신기의 회전형 XLR 커넥터를 콜드 슈 어댑터에 연결합니다.

LCD 디스플레이 작동 안내

Home screen. 다른 화면에서 20초 동안 아무 조작도 수행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룹

      그룹이 켜짐을 의미합니다. 因

      그룹이 꺼짐을 의미합니다

1)

RF 레벨 표시기

현재 수신 레벨을 나타냅니다.

2)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두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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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 그룹 및 채널 번호

그룹 A와 그룹 B의 현재 채널 번호를 표시합니다.

“CH-A-01”은 그룹A가 현재 채널01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4)

Power key. (-) 버튼을 길게 눌러 디스플레이된 메뉴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전원 키를 잠금 설정하거나 잠금 

해제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이를 확인합니다. 사용 중 실수로 수신기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 키를 잠금 설정하십시오. 

ㆍUnlocked: 전원 키를 길게 눌러 수신기를 켜거나 끕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값)

ㆍLocked: 전원 키를 눌러도 수신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Power of the Group. 하나의 그룹 신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절약을 위해 다른 그룹은 전원을 끄십시오. 그룹 A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그룹 B의 시스템 기본 설정값은 전원 

꺼짐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개의 송신기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간섭 

또는 잡음 방지를 위해 각 송신기를 각기 다른 그룹에 설정하십시오.

Select channel. (-) 버튼을 길게 눌러 디스플레이된 메뉴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원하는 채널을 선택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이를 확인합니다. 

기본 설정값은 채널01 (925.41MHz)에 있는 그룹 A와 

채널01 (931.56MHz)에 있는 그룹 B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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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output volume. 출력 오디오 볼륨을 0에서 30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꺼진 후에도 설정은 유지됩니다. 기본 설정값은 27입니다. 

Auto scan function. 이용 가능한 전용 채널을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자동 스캔기능으로 채널 설정” (36쪽)을 참조하십시오.

Infrared matching function. 적외선을 통해 수신기와 송신기를 

연결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수신기와 송신기 채널 설정” (37쪽)을 

참조하십시오.

Set backlight. 백그라운드 LED 조명을 ON 또는 60/30/10초 지연 또는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값은 "Delay 10s" 입니다.

Restore default setting. 기본 설정값으로 복원

제품 버젼 및 제조일자 표기



27

제품 시리얼 번호 표기

제품 상세소개

UwMic9 SP-RX9

SP-RX9는 iOS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및 카메라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최적인 소형 2채널 무선 수신기 및 믹서입니다. UwMic9 

시스템의 송신기와 페어링하여 오디오를 캡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편, 3개의 사용 가능한 입력이 있는 독립적인 오디오 믹서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수신기는 USB Type-C 커넥터를 통해 DC 

전원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동 중 녹음을 위한 알루미늄 

손잡이가 있고, 고정된 이용을 위해 삼각대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상단에 있는 표준 슈 마운트는 액세서리 부착에도 적합합니다.  

외관 명칭 설명



28

!"
#

$
%

&'
(

$
%

!"#
$

%
&)

*+
&,

-
($

%
$.

/

안테나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SP-RX9를 켜거나 끕니다.

설정 버튼: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 디스플레이된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후 설정 버튼을 짧게 눌러 선택한 옵션을 확인하거나 한번 더 길게 

눌러 저장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전원 표시: 배터리 잔량을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녹색 표시등 : 배터리 잔량이 충분합니다. 

빨간색 표시등 : 배터리가 교체가 필요합니다.

RF 표시와 적외선 송신기 포트: 적외선 송신기 포트는 송신기에 

설정된 주파수를 전달합니다. RF 표시기는 RF 입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녹색 표시등: RF 신호가 강함

빨간색 표시등: RF 신호가 약하거나 연결이 끊김

(+) 또는 (-) 버튼: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기능이나 값을 선택합니다.

LCD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메뉴. 보다 자세한 설명은 

“LCD 디스플레이 작동 안내” (29쪽)을 참조하십시오.

1)

2)

3)

4)

5)

6)

7)

3.5mm 마이크 입력

폰 잭: 3.5mm 직경의 스테레오 미니 헤드폰 연결 잭입니다. 

헤드폰을 모니터 오디오 출력에 연결하십시오.

USB 커넥터 (Type-C)

출력 잭 (Micro USB): iOS 기기의 경우 라이트닝 입력으로 수신기에 

연결하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는 Type-C 커넥터로 수신기에 

연결하십시오. 

8)

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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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XLR 마이크 입력

출력 잭 (3.5mm): 3.5mm 입력으로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또는 카메라에 수신기를 연결하십시오.

기기 거치대: 조절 가능한 폰 거치대

조임 나사

표준 콜드 슈 마운트

12)

13)

14)

15)

16)

손잡이17)

LCD 디스플레이 작동 안내

Home screen. 다른 화면에서 20초 동안 아무 조작도 수행하지 

않으면 디스플레이가 자동으로 홈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룹

      그룹이 켜짐을 의미합니다. 因

      그룹이 꺼짐을 의미합니다

1)

RF 레벨 표시

현재 수신 레벨을 나타냅니다.

2)

채널 그룹 이름4)

현재 채널: 현재 채널 번호를 나타냅니다.5)

오디오 입력 레벨 미터: 오디오 입력 수준을 나타냅니다. 6)

배터리 잔량 표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합니다. 

표시등이 깜박이기 시작할 때 두 배터리를 모두 교체하십시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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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key. (-) 버튼을 길게 눌러 디스플레이된 메뉴로 이동합니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전원 키를 잠금 설정하거나 잠금 해제하고 

전원 버튼을 눌러 이를 확인합니다. 사용 중 실수로 수신기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 키를 잠금 설정하십시오. 

ㆍUnlocked: 전원 키를 길게 눌러 수신기를 켜거나 끕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값)

ㆍLocked: 전원 키를 눌러도 수신기가 꺼지지 않습니다.

Output mode. . 출력 모드는 모노 또는 스테레오로 설정 가능합니다. 출력 

모드가 모노일 경우, 왼쪽 채널에서 오른쪽 채널로 오디오가 혼합됩니다. 

스테레오일 경우, 왼쪽 채널과 오른쪽 채널 오디오가 분리됩니다. 그룹 A에 

있는 무선 송신기 마이크와 INPUT 1의 오디오는 왼쪽 채널에 해당됩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값은 모노입니다.

Output device. 출력 기기는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로 설정 가능합니다. 

시스템 기본 설정값은 스마트폰입니다. SP-RX9을 비디오카메라나 

캠코더에 연결할 경우, 반드시 설정값을 카메라로 변경하십시오. 

48V Phantom power. XLR 마이크가 전원 공급이 필요한 경우, 설정 

버튼을 길게 눌러 48V 팬텀 전원을 켜십시오. 시스템 기본값은 전원 

꺼짐입니다.



Power of the Group. 하나의 그룹 신호만을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절약을 위해 다른 그룹은 전원을 끄십시오. 그룹 A의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배터리 절약을 위해 그룹 B의 시스템 기본 설정값은 전원 

꺼짐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개의 송신기를 동시에 작동하는 경우, 간섭 

또는 잡음 방지를 위해 각 송신기를 각기 다른 그룹에 설정하십시오.

Select channel. 상세한 작동법은 “수동으로 채널 설정” 

(37쪽)을 참조하십시오.

Set output volume.  출력 오디오 볼륨을 0에서 30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이 꺼진 후에도 설정은 유지됩니다. 

기본 설정값은 27입니다. 



Auto scan function. 이용 가능한 전용 채널을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자동 스캔 기능으로 채널 설정” 

(36쪽)을 참조하십시오.

Infrared matching function. 적외선을 통해 수신기와 송신기를 

연결합니다. 상세한 작동법은 “수신기와 송신기 채널 설정” (37쪽)을 

참조하십시오.

Set backlight. 백그라운드 LED 조명을 ON 또는 60/30/10초 지연 

또는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설정값은 "Delay 10s" 입니다.

Restore default setting. 기본 설정값으로 복원



제품 버젼 및 제조일자 표기

제품 시리얼 번호 표기



사용 설명서

UwMic9-RX9-KR 와 UwMic9-TX9-KR은 같은 방식으로 배터리가 

삽입됩니다. 아래의 지시를 따르십시오.

배터리 삽입하기1.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마이크 그립을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잠금을 해제한 후 배터리가 
보일 때까지 그립을 열어 줍니다.

새로운 AA 배터리를 극성표시에 
맞게 삽입합니다.

그림과 같이 버튼을 눌러 배터리 
커버를 부드럽게 밀어내십시오.

배터리 극성 표시에 맞게 배터리 
슬롯에 AA 배터리 두 개를 
삽입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끕니다. 

그림과 같이 버튼을 눌러 배터리 커버를 부드럽게 밀어내십시오. 

배터리 극성 표시에 맞게 배터리 슬롯에 AA 배터리 두 개를 

삽입하십시오

장시간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배터리를

제거해 주십시오.

같은 종류, 같은 수명의 배터리만 사용해 주십시오.

전원을 끄지 않은 채로 배터리를 탈거 할 경우 전기 충격으로 

인하여 장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배터리를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된 케이블을 이용하여 카메라 혹은 믹서와 연결합니다.

수신기의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을 컵니다.

2.

3.



+/- 버튼을 사용하여

"Auto Scan" 메뉴로 이동합니다.

SET버튼을 눌러

Auto Scan 모드로 진입합니다.

SET 버튼을 눌러

스캔을 시작합니다.

전파간섭이나 노이즈가 가장 적은 

채널을 찾아 알려줍니다.

자동 스캔기능으로 채널 설정

현재 최소 노이즈 채널이 CH 03임을 나타내며 사용하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SET 버튼을 짧게 눌러 20초 후에 채널을 확인하거나 

SET 버튼을 길게 눌러 저장하지 않고 표시된 메뉴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20초간 저장하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취소됩니다.

20초가 경과하면 저장하지 않고 초기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전원을 켜면 약간의 잡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수신기에 연결된 장치의 오디오 입력 레벨을 낮출 수 있습니다.

A.

B.

ㆍ

ㆍ

수신기의 채널을 설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4.



수동으로 채널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채널 메뉴로 이동합니다.

SET 버튼을 길게눌러 채널 선택모드로 진입합니다.

+/- 버튼으로 원하는 채널로 이동후 SET 버튼을 짧게 눌러 채널 

값을 저장합니다.

적외선을 통하여 수신기의 채널 설정을 송신기로 동기화 할 수 

있습니다.

TX9-KR / TX-XLR9-KR 설정

전원버튼을 길게 눌러 송신기를 컵니다.

수신기에서 +/-버튼을 사용하여 "Match with TX" 메뉴를 

찾습니다.

수신기와 송신기의 채널 설정5.

송신기에서 +/-버튼을 사용하여 "Match with TX" 메뉴를

찾습니다.



송수신기의 SET버튼을 동시에 길게 눌러 메뉴로 진입한 후 

SET 버튼을 짧게 눌러 기능을 시작합니다.

적외선 포트를 서로 가까이하여 주십시오.

"Sync finished!" LCD 화면에 표시되면 송수신기의 

주파수 동기화가 완료됩니다.

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신기의 SET 버튼을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HU9 의 경우

송신기를 컵니다.

적외선 포트를 적외선 감지기 근처에 놓습니다.

성공적으로 동기화되면 HU9의 그룹 및 채널은 수신기의 채널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설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수신기의 SET 버튼을 눌러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적외선 링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신기와 송신기를 20초 이내에 

서로 20cm 이내로 놓으십시오. 20초가 지나면 적외선 전송이 

완료되고 디스플레이가 이전 메뉴로 돌아갑니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수신기에 "Match with TX"메뉴를 

표시하십시오.



송신기 채널 수동 설정

(UwMic9-TX9 -KR 및 UwMic9-TX-XLR9-KR에서만 사용 가능).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 송신기를 컵니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송신기에 채널 설정 메뉴를 표시하십시오.

SET 버튼을 길게 눌러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 또는 - 버튼을 사용하여 수신기와 동일한 채널을 선택하고 

SET 버튼을 짧게 눌러 확인하십시오.

수신기와 송신기에 필요한 액세서리를 연결하십시오.

”액세서리 부착” (4 페이지, 10 페이지 및 18 페이지)을 

참조하십시오.

6.

녹음할 준비가 되었습니다.7.















본 제품은 대한민국 전파관리법에 따라 국립전파관리소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불법 개조 및 주파수 변경은 해당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한국 내수 전용 제품으로써 해외 사용시 특정 주파수 범위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보안되지 않은 소출력 무선기기로써 도청 및 감정, 혼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제품은 Saramonic International 에서 생산된 정식 수입 인증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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