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설명
AXT900은최대 8개의 Shure 충전지를한개의컴팩트한랙마운트하우징에
서충전합니다. 상호교환이가능한충전모듈은어떠한조합의핸드헬드및
바디팩송신기건전지도수용합니다.전면패널디스플레이에서는충전상태,

완전충전까지의시간, 건전지상태및건전지온도등모든건전지파라미터
의상태를손쉽게확인할수있습니다. 네트워크에연결되면, Wireless
Workbench로 파라미터를원격으로모니터할수있습니다.

장착안내
이구성품은오디오랙에맞게설계되어있습니다.

경고: 부상을방지하기위해이기기는반드시랙에단단히부착되어야합니
다.

건전지
이충전기는 AXT910, AXT920, 또는 AXT920SL 등과같은 Shure 리튬이온
충전지에만사용가능합니다.

AXT910 바디팩건전지

AXT920 핸드헬드건전지

충전모듈

바디팩충전모듈

핸드헬드충전모듈

핸드헬드및바디팩충전모듈은충전기에교환할수있게설치될수있습니
다.

  ! 충전모듈을설치할때 AC 전원과건전지를제거하여주십시오.

• 모듈을제거하려면, 4 개의장착용스크류를제거한다음잡아당기십시
오.

• 모듈을설치하려면, 하우징과같은높이로장착될때까지모듈을밀어
넣으십시오 (가이드레일의방향에주의하십시오).

• 나사를교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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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상태 LED
각충전기베이에 LED가있어서건전지의상태를표시합니다.

건전지충전중   

충전이완료됨   

건전지가잘못삽입되거나건전지가 3.0볼트미만으로
방전됨.

  

건전지가너무뜨거워져서감소된용량(용량의 75% 이
상)에서충전이멈춤. 용량의 100%까지도달하려면, 건
전지가 45°C 미만으로냉각되어야함.

   

건전지를충전베이에삽입
건전지가충전베이에들어맞을때까지건전지를밀어넣으십시오.충전LED
가켜지고충전주기가시작됩니다.

완전방전된건전지복구하기
완전방전된건전지는 3.0volt 미만으로방전된건전지입니다.충전기가완전
방전된건전지를탐지하면, 자동으로복구모드로들어가서, 감소된전류를
이용하여건전지를충전합니다. 홈 화면에서해당베이번호옆에 Recovery
아이콘이표시됩니다. 복구가성공적일경우, 충전기는복구모드를탈피해
서건전지를용량까지충전합니다. 만약건전지를 30분 이내에충전시킬수
없다면, 오류메시지가표시되고충전이중단됩니다.

보관모드
보관모드로설정하면 (Storage Mode = Store at 3.8 V), 모든 건전지는장기
보관에적합한 3.8 V로 충전또는방전됩니다.

충전상태 LED는전압의상태를표시합니다:

• 빨간색점멸 = 건전지가 3.8 V에서충전또는방전됨.
• 황갈색점멸 = 건전지전압이 3.8 V임.

다음의표시기가각베이번호옆의홈화면에나타납니다:

건전지가 3.8V, 보관준비가됨Rdy
건전지냉각Cold
건전지온도상승Wrm
건전지과열Hot
오류, SET키를눌러정보를보십시오.Err
충전퍼센트%

충전또는방전에는몇시간이걸릴수도있습니다. 남은시간이건전지모니
터링메뉴에 (Time to 3.8 V대신에) Time to Full로표시됩니다 .

            :

1. 양쪽화살표키를길게눌러유틸리티메뉴에들어갑니다.
2. Storage Mode를찾아 SET키를누르십시오.
3. 화살표키를사용하여 Off를선택하십시오.
4. SET키를눌러나오십시오.

건전지를보관할준비가되면, 충전기에서제거한다음온도가조절되는보
관소에서보관해야합니다. 건전지보관권장온도는 0°C (10°F) ~ 25°C
(77°F)입니다.

컨트롤및커넥터설명
① LCD 화면
건전지상태와메뉴설정을표시합니다.

②컨트롤키
LCD 화면을탐색합니다. 유틸리티메뉴에들어가거나나오려면양쪽화살표키를모두길게누르십시오.

③충전모듈
핸드헬드및바디팩건전지용상호교환가능모듈

④충전상태 LED
건전지충전상태를표시합니다.

⑤모니터링선택 LED
이흰색의 LED가어느건전지가모니터링메뉴에서선택되었는지를보여줍니다.

⑥ AC 전원입력
AC 메인을제공된전원케이블로연결합니다.

⑦ AC 전원캐스케이드
추가기기에전원을공급합니다.

⑧ Ethernet 포트 (2)
이더넷네트워크에연결시켜원격제어와모니터링을가능하게합니다.

⑨네트워크상태 LED (초록색)
꺼짐 = 네트워크가연결되지않음

켜짐 = 네트워크가연결됨

깜박임 = 네트워크연결이활성화됨, 점멸도는트래픽양과연관됨.

⑩네트워크속도 LED (황갈색)
꺼짐 = 10 Mbps

켜짐 = 100 M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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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냉각팬환기
팬스크린은필요할때마다청소하여공기흐름을유지하십시오.

⑫전원스위치
기기에전력을공급하고차단합니다.

Charger System

SET

AXT 900 

AXT900 

제어
1. 화살표키를사용하여원하는메뉴로스크롤합니다.
2. SET키를눌러원하는메뉴항목으로들어갑니다.
3. 화살표키를사용하여메뉴파라미터를변경합니다.
4. SET을눌러설정을저장합니다.

SET

양쪽화살표키를길게눌러유틸리티메뉴로들어가거나나옵니다.

팁: SET버튼을 1초동안눌러Wireless Workbench의 하드웨어식별기능을활성화하십시오.

홈화면
전원이켜지면, 충전기가홈화면을표시합니다. 아이콘은각건전지의충전레벨을표시하고, 디스플레이는건전지가완전히충전될때까지남은대략의시간과
분을번갈아보여줍니다.

화면의숫자는왼쪽에서오른쪽으로충전베이 1부터 8까지와연관됩니다.

SET

4

3

2

1

8

7

6

5

다음메시지가베이번호옆에표시되어건전지상태를표시할수도있습니다:

완전충전까지계산된시간CALC
건전지냉각COLD
건전지온도상승WARM
건전지과열HOT
복구모드활성화Recovery
오류 - SET키를눌러정보를보십시오.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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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to Full
건전지가완전히충전될때까지남은시간을표시합니다.

  :다음중의어떠한상태표시라도나타날경우최대용량까지충전되지않
을수도있습니다:

Cold
건전지온도가너무차가워서충전이중단되었습니다.건전지온도가올라가
면충전을재개합니다.

Warm
온도가상승하여건전지충전이최대용량미만 (75% 이상)에서멈추었습니
다. 충전이중단되면황갈색 LED에불이들어옵니다.

Hot
건전지온도가너무뜨거워서충전이중단되었습니다.

Battery Health
선택한건전지의상태를새건전지의충전용량의퍼센트로표시합니다. 충
전용량 (완전충전되었을때의건전지수명)은충전주기반복, 연령, 보관조
건에따라감소합니다.

Cycle Count
방전되었다가충전된주기를 1회로계산하여총몇번의충전주기를수행하
였는지를회수로표시합니다. 절반의방전후재충전한경우는 1/2 주기로
계산합니다. 1/4 방전후재충전한경우는 1/4 주기로계산합니다.

Charge Status
충전을총건전지용량의퍼센트로표시합니다. 또한충전을밀리암페어-시
간(mAh)로 표시합니다.

Batt.Temp. (Batt. Temp.)
건전지온도(섭씨및화씨)와 상태를다음과같이표시합니다:

[Normal]
건전지온도 = 0°C ~ 45°C (32°F ~ 113°F).

[Cold]
건전지온도 = 0°C (32°F) 이하.

[Warm]
건전지온도 = 45°C ~ 60°C (113°F ~ 140°F) .

[Hot]
건전지온도 = 60°C (140°F) 이상.

 :건전지상태가warm 또는 hot일경우, 팬을 Always On으로설정하거나랙
의환기를늘리십시오.

Network Status
활성
네트워크상에서다른기기와의연결표시

비활성
네트워크상에서다른기기와의미연결표시.

 :IP 주소는네트워크제어가가능하도록정확해야합니다.

유틸리티메뉴
네트워크에액세스하고설정을표시하는데사용하는유틸리티메뉴에들어
가거나나오려면양쪽화살표키를누릅니다.

Device ID
해당기기가다른네트워크기기또는WWB소프트웨어에서탐지된경우이
8자의이름이나타납니다.

1. SET키를눌러수정이가능하게하십시오.
2. 화살표키를이용하여글자를변경하십시오.
3. 수정을완료하려면, 어떠한글자도강조되지않을때까지 SET키를누르
십시오.

IP 주소모드: Automatic
이모드는 IP 주소를자동으로할당하는 DHCP 서버와함께사용하는기본
설정입니다.

1. IP 모드메뉴를탐색하여 SET키를누르십시오.
2. 화살표키를사용하여 Automatic을강조하십시오.
3. SET키를누르십시오.
4. 화살표키로►를움직여 OK를선택하여저장하거나 Cancel을선택하
여취소한다음, SET키를누르십시오.

IP 주소모드: Manual
DHCP 서버를이용할수없는경우, 수동 IP 어드레싱을이용하여 IP 주소및
서브넷마스크를설정하십시오.
1. IP 모드메뉴를탐색하여 SET키를누르십시오.
2. 화살표키를사용하여 Manual을강조하십시오.
3. SET키를눌러 IP 주소와서브넷마스크의편집을가능하게하십시오.

4. 화살표키로 ►를움직여 IP:또는 Sub:를선택하십시오.
5. 화살표키와 SET키를사용하여 IP 주소와서브넷마스크를수정하십시
오.

6. 화살표키로►를움직여 OK를선택하여저장하거나 Cancel을선택하
여취소한다음, SET키를누르십시오.

MAC (MAC 주소)
각기기에고유하게내장되어있고수정할수없는식별번호인MAC 주소를
표시합니다. 구성품을식별하기위해네트워크와WWB 소프트웨어가이용
합니다.

Display Invert
LCD메뉴를검은색배경의흰색글자에서밝은배경의검은색글자로변경합
니다.

Firmware
이기기에설치된펌웨어의버전을표시합니다.

Fan (냉각 팬모드)
Automatic
팬이작동하여기기의내부온도를바탕으로속도를조절합니다.

Always on
온도가높은환경에서최대의냉각효과를위해팬이최고속도로계속가동
됩니다.

일련번호
제품의일련번호를표시합니다.

Brightness
LCD의 밝기를낮음, 중간또는높음으로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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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Mode OFF
정상충전.

Store at 3.8 V
모든건전지를장기보관에적합한 3.8V에서충전또는방전하도록합니다.

문제해결
건전지가정확하게삽입되어있지않거나건전
지가충전을할수있는상태가아닙니다. 건전
지온도를확인하십시오.

충전상태 LED에불이들어
오지않습니다.

건전지가3.0volt 이하로방전되었습니다.다른
건전지를이용해보세요.

건전지가충전되지않습니다.

서비스팬유지관리메시지
충전기가 Service Fans메시지를표시하면효과적인냉각을위해팬을사용
할수없는상태입니다.

• 임의의버튼을 20초간눌러해당메시지를없애십시오.
• 팬을수리하거나기기에환기를증가시켜서메시지를없애십시오.

SET
Service

Fans

펌웨어업데이트
펌웨어는기능을제어하기위해각구성품에내장된소프트웨어입니다.추가
기능및향상된성능을적용하기위해정기적으로새로운버전의펌웨어가
개발됩니다. 디자인개선의장점을취하기위해, 펌웨어의새로운버전을다

운로드하여WWB6 소프트웨어에서이용할수있는펌웨어업데이트매니저
도구로설치할수있습니다. 펌웨어는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습니다.

사양
배터리유형
최대 8 개의충전식리튬-이온건전지 (AXT910/920/920SL)

충전시간
50%=1 시간; 100%=3 시간

충전모듈형식
최대 4 개의충전모듈 (AXT901 or AXT902) 어떤조합에서도

작동온도범위
-18°C (0°F) ~ 63°C (145°F)

건전지충전온도범위
0°C (32°F) ~ 60°C (140°F)

저장온도범위
-29°C (-20°F) ~ 74°C (165°F)

크기
44 mm x 483 mm x 366 mm (1.7 in. x 19.0 in. x 14.4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4.4 kg (9.8 lbs), 배터리미포함또는충전모듈

외장케이스
스틸; 압출성형알루미늄

전력사양
100 ~ 240 V AC, 50-60 Hz

전류드레인
2.5 A RMS (120 V AC 에서 Ref.)

네트워킹

네트워크인터페이스
듀얼포트 Ethernet 10/100 Mbps

네트워크처리용량
DHCP 또는수동 IP 주소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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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세서리선택사양
AXT901바디팩건전지용 2-베이충전모듈
AXT902AXT902핸드헬드건전지용2-베이충

전모듈

기본제공액세서리
95A9128IEC AC 전원케이블 (1)

95A9129IEC AC 연장케이블 (1)

C803차폐된 3 피트이더넷케이블 (1)

C8006차폐된 8 인치이더넷점퍼케이블
(1)

90XN1371하드웨어키트 (1)

30B13476충전기모듈용장착용나사 (8개)

사용자정보
본장비는 FCC 규정 Part 15에 따른 Class B 디지털장치에대한제한사항
준수시험을거쳤으며해당제한사항을준수하는것으로인정되었습니다.이
러한제한은주택에서설치할때유해한간섭으로부터적절한보호를제공하
기위해고안되었습니다. 본 장비는무선주파수에너지를발생시키고, 사용
하며, 방출할수있으며, 해당지침에따라설치및사용되지않을경우, 무선
통신에유해한간섭을일으킬수있습니다.하지만,그간섭이어떤특별한설
치에서발생하지않을것이라는보장은없습니다. 본장비를끄고켤때에라

디오나 TV 수신에유해한간섭을발생시키는것으로파악되면, 사용자는다
음조치중하나이상을수행하여그간섭을교정하시기바랍니다:

• 수신안테나의방향을바꾸거나위치를바꿉니다.
• 장비와수신기사이의거리를더멀리합니다.
• 장비를수신기가연결되어있는것과다른회로의콘센트에연결합니다.
• 도움이필요하시면판매점이나라디오/TV 기술자에게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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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호는기기에전기쇼크위험을유발하는위험한전압이흐른
다는것을의미합니다.
이 기호는이기기와함께제공된문서에중요한작동및유지보수
지침의내용이들어있다는것을의미합니다.

  :경고: 이 기기의전압은생명에위험을줍니다. 내부에는사용자가수리할
수있는부품이없습니다. 모든서비스는검증된서비스담당자에게받으십
시오. 작동전압이공장설정치와다르게변경되었을경우에는안전증명이
적용되지않습니다.

  :배터리를잘못교체할경우폭발위험이있습니다. AA 배터리만을사용해
야합니다.

경고
• 건전지팩은폭발하거나유해물질을배출할수도있습니다.화재나화상
의위험이있습니다. 열거나, 충격을가하거나, 개조하거나, 분해하거나,
60°C(140°F) 이상가열하거나, 소각하지마십시오.

• 제조업체의사용지침을따르십시오.
• Shure 충전지를충전할때는 Shure 충전기만사용하십시오.
• 경고: 건전지를잘못교체할경우폭발의위험이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동등한유형의건전지로교체하십시오.

• 건전지를절대로입안에넣지마십시오. 만약삼켰을경우, 의사나지역
의독극물통제센터에연락하십시오.

• 단락시키지마십시오. 단락은화상이나화재를유발할수있습니다.
• Shure 제품이아닌건전지팩또는충전지를사용하거나충전하지마십
시오.

Shure IncorporatedAXT900                  

2017/10/106/7



• 건전지팩을올바르게폐기하십시오. 사용한건전지팩을올바르게폐기
하는방법은현지판매점에확인하십시오.

• 건전지(건전지팩또는설치된건전지)는햇빛, 화염등과같은과도한열
에노출되지말아야합니다.

주:
• 이 제품은전문오디오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됩니다.
• EMC적합성시험은공급되고권장된형식의케이블을사용하는것을조
건으로합니다. 다른유형의케이블을사용하면 EMC 성능이저하될수
있습니다.

• 이건전지충전기는오직Shure 충전모듈과이용도로설계된건전지팩
에만사용하십시오. 특정모듈과건전지팩이외의다른제품과함께사
용할경우화재나폭발의위험이높아질수있습니다.

• Shure Incorporated가명시하여승인하지않은장비에대한임의변경또
는수정이있을경우장비를작동할수있는사용자의권한이무효될수
있습니다.

건전지, 포장및전자제품폐기물에대한해당지역의재활용제도를따르십
시오.

인증
IEC 60065-1 을 기반으로전기안전요건준수.

모든해당유럽지침기준의필수요구사항을충족합니다.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c UL us 등재

FCC Part 15B 비준조항에의해승인됨.

Industry Canada ICES-003         : CAN ICES-3(B)/NMB-3(B)

“CE Declaration of Conformity (CE 적합성선언)”은 Shure Inc. 또는 그유럽
대리점에서구할수있습니다.연락처정보는www.shure.com사이트에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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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info@shure.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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