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설명
AXT903 및 AXT904 충전스테이션은편리하고컴팩트한데스크톱기기에서
2 개의송신기용건전지를충전합니다.

충전기개요

①충전기하우징
② 2-베이충전모듈
③설치나사 (4 개)
④ 전원 LED
⑤충전상태 LED
⑥충전베이
⑦ DC 전원공급입력

특징
• 2개의송신기건전지충전
• 1시간이내에 50% 건전지용량급속충전.
• 3 시간이내에건전지완전충전.
• 모듈은 AXT900 랙 장착용충전스테이션에서재사용가능.
• 전원공급장치포함.

DC 전원연결하기
1. 케이블을 Shure PS51 전원공급장치에서 DC 전원공급장치입력부에
연결하십시오.

2. PS51이 AC 전원과연결되면흰색 LED 에불이들어옵니다.

바디팩건전지장착및제거
    :

1. 건전지를충전기베이의장착홈에정렬하십시오.
2. 건전지가충전베이에완전히고정될때까지누르십시오.

    :

건전지양쪽의해제탭을눌러잡아당기십시오.

핸드헬드건전지장착및제거
    :
1. 건전지를충전베이에밀어넣으십시오.
2. 건전지가완전히고정될때까지누르십시오.

    :
1. 충전기모듈의정면에있는해제버튼을누르십시오.
2. 해제장치가건전지가충전모듈에서꺼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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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충전하기
건전지가충전베이에완전히고정될때까지누르십시오.건전지가삽입되면
바로충전이시작됩니다.

충전상태 LED
각충전기베이에 LED가있어서건전지의상태를표시합니다. 건전지충전중   

충전이완료됨   

건전지가잘못삽입되거나건전지가 3.0볼트미만으로
방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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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방전된건전지복구하기
완전방전된건전지는 3.0volt 미만으로방전된건전지입니다.충전기가완전
방전된건전지를탐지하면, 자동으로복구모드로전환되어, 감소된전류를
이용하여건전지를충전합니다. 적색 LED가복구모드를표시합니다. 복구

가성공적일경우, 충전기는복구모드에서빠져나와건전지를용량까지충
전합니다.건전지가 30분이내에복구되지않을경우,적색 LED가꺼지고충
전이중단됩니다.

충전기모듈변경하기
모듈방식의충전기하우징은 AXT901 핸드헬드충전모듈또는 AXT902 바
디팩충전모듈을수용합니다. 다음안내를이용하여충전모듈을변경하십
시오.

  ! 충전모듈을설치할때에는 DC 전원과건전지를제거하십시오.

1. 충전모듈을고정시키고있는 4개의장착용나사를제거하십시오.
2. 충전기모듈을잡아당겨서하우징으로부터제거하십시오.
3. 교체용충전기모듈을하우징에삽입하십시오 (가이드레일의방향에유
의하십시오).

4. 장착용나사 (4개)를 삽입하고조여서충전모듈을고정하십시오.

문제해결
DC전원오류 -전원공급장치의연결을확인하세요.
PS51전원공급장치가AC전원에연결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전원 LED 꺼짐.

건전지가완전하게삽입되지않았습니다.충전상태 LED에불이
들어오지않습니다.

건전지가 3.0volt 이하로방전되었습니다. 다른건전
지를이용해보세요.

건전지가충전되지않
습니다.

사양
배터리유형
최대 2 개의충전식리튬-이온건전지(AXT910/AXT920/920SL)

충전시간
50%=1 hour; 100%=3 hours

작동온도범위
-18 ~ +40 각도 C (0 ~ 104 각도 F)

건전지충전온도범위
0 ~ 60 각도 C (32 ~ 140 각도 F)

저장온도범위
-29 ~ 74 각도 C (-20 ~ 165 각도 F), without batteries

크기
45 mm x 86 mm x 114 mm (1.8 in. x 3.4 in. x 4.5 in.), H x W x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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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350 g(12.3 oz.), without batteries or PS51 External Power Supply

외장케이스
캐스트및압출성형알루미늄

전력사양
5.V DC, 2.72 A

액세서리

포함구성품
바디팩건전지용 AXT901 또는핸드

헬드건전지용 AXT9022-베이충전모듈

PS51전원공급장치

30B13476충전기모듈장착용나사 (8개)

액세서리선택사양
AXT901바디팩건전지용 2-베이충전모듈
AXT902AXT902핸드헬드건전지용2-베이충

전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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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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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지팩을올바르게폐기하십시오. 사용한건전지팩을올바르게폐기
하는방법은현지판매점에확인하십시오.

• 건전지(건전지팩또는설치된건전지)는햇빛, 화염등과같은과도한열
에노출되지말아야합니다.

참고사항:
• 이 장비는프로오디오환경에서의사용을목적으로합니다.
• EMC적합성시험은제공되고또한권장되는형식의케이블사용을조건
으로합니다. 다른유형의케이블을사용하면 EMC 성능이저하될수있
습니다.

• 이충전기는오직Shure 충전모듈과이용도로설계된건전지팩에만사
용하십시오. 지정된모듈과건전지팩이외의제품과함께사용할경우
화재나폭발의위험이높아질수있습니다.

• Shure Incorporated가명시하여승인하지않은장비에대한임의변경또
는수정을할경우사용자의장비운용권한이무효로될수있습니다.

• 정격라벨은인클로저의하단에있습니다.

    :이충전기는 Shure PS51 시리즈전원공급장치에만사용하십시오.

인증
IEC 60065-1 을 기반으로전기안전요건준수.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c UL us 등재

FCC Part 15B 비준조항에의해승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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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치는캐나다산업라이선스면제 RSS 표준을준수합니다. 이장치의작
동은다음두가지조건을전제로합니다: (1) 이 장치는간섭을초래하지않
을수있으며 (2) 장치의원치않는오작동을초래할수있는간섭을포함한
어떠한간섭이라도받아들여야합니다.

Le présent appareil est conforme aux CNR d'Industrie Canada applicables
aux appareils radio exempts de licence. L'exploitation est autorisée aux deux
conditions suivantes : (1) l'appareil ne doit pas produire de brouillage, et (2)
l'utilisateur de 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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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 적합성선언은다음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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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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지침기준의요구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 저전압지침 2006/95/EC

• 2008/34/EC 로 수정한WEEE 지침 2002/96/EC
• RoHS 지침 2011/65/EU

    :전자제품폐기물에대한해당지역의재활용제도를따르십시오.

• 건전지지침 2006/66/EC
건전지폐기에대한해당국가의재활용제도를따르십시오.

• 수정된유럽규정의 (EC) No. 1275/2008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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