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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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가장착된상태로충전기를운반하지마십시오.

  :적절히환기되지않는밀폐된공간에서배터리를충전하지마십시오.

SBC200 충전기
SBC200 2-베이충전기에는2개의SBC900배터리,송신기또는바디팩이포
함됩니다. 적정공간과통풍이되는적합한장소에서사용할수있습니다. 특징

• 최대 2개의 SB900 건전지, 바디팩또는송신기충전
• 1개의 PS60 전원공급기로최대 4 대의기기연결
• 배터리상태표시 LED 아이콘
• P9RA, P10R, ULXD1, ULXD2 등 호환되는핸드헬드및바디팩기기와
작동

포함된구성품
• SBC200 충전기
• PS60 전원공급장치(SBC200 모델종류에는포함되지않음)
• 추가기기부착용나사 (8개)
• 육각렌치 (헥스키)

SB900 건전지는포함되어있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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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제품은전문오디오애플리케이션에서사용됩니다.
• EMC적합성시험은공급되고권장된형식의케이블을사용하는것을조
건으로합니다. 다른유형의케이블을사용하면 EMC 성능이저하될수
있습니다.

• 이건전지충전기는오직Shure 충전모듈과이용도로설계된건전지팩
에만사용하십시오. 특정모듈과건전지팩이외의다른제품과함께사
용할경우화재나폭발의위험이높아질수있습니다.

• Shure Incorporated가명시하여승인하지않은장비에대한임의변경또
는수정이있을경우장비를작동할수있는사용자의권한이무효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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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를잘못교체할경우폭발위험이있습니다. AA 배터리만을사용해
야합니다.

전원
1. DC 전원케이블을충전기바닥면에있는입력잭에연결. 확실한연결을
위해손으로조이는고정용너트.

2. 케이블을원하는채널경로에놓고눌러서고정합니다.
3. AC 어댑터에전원케이블연결.

    :
• 펜치(plier)나 기타다른공구를사용하여로크너트를조이지마십시오.
충전기유닛을설치하기전 DC 전원선이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 DC연결과충전기가제대로연결되기전에는전원공급기를꼽지마십시
오.

• 충전기를고정한후전원선을적절히접지된콘센트에끼우십시오.

SBC200에는전원스위치가없습니다. 전원이꽂히면충전기가대기상태가
됩니다. 건전지를삽입하면 LED에불이들어옵니다.

충전기추가하기
공간을절약하고번잡함을줄이기위해최대 4개의충전기가 1개의전원공
급장치를공유할수있습니다.
1. 충전기를전원으로부터뽑으십시오.
2. 고정나사를전원패스-스루커넥터에삽입하십시오.
3. 기기를정렬한다음제공된육각렌치로나사를조입니다.

  :너무꽉조이지마십시오.
4. 위의단계를반복하여충전기를추가하십시오.
5. DC 전원케이블을충전기바닥면에있는입력잭에연결하십시오.

 : PS60 1개가최대 4개의충전기에전원을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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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충전하려면, 슬롯사이드를아래로하여건전지를충전베이에넣으십시오.
배터리상태를나타내는 LED에불이들어옵니다.

상태색상LED설명

충전완료 (99~100%)녹색
대기

충전중 (90~99%)녹색과적색

충전중 (0~90%)적색충전중

건전지를충전할수없습니
다*노란색경고

* 건전지가과열되거나너무차가워서충전할수없습니다.

    :건전지를충전기또는적절한용기에넣어보관하십시오. 터미널의단락
을예방하기위해, 건전지를상자또는주머니에못또는나사, 열쇠등과같
은금속물체와같이넣지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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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ment name Type designation (Type) 

Restricted substances and its chemical symbols 

Note 1 “Exceeding 0.1 wt %” and “exceeding 0.01 wt %” indicate that the percentage content of the restricted substance exceeds the 
reference percentage value of presence condition. 

Note 2 “ ” indicates that the percentage content of the restricted substance does not exceed the percentage of reference value of presence. 

Note 3 The “ ” indicates that the restricted substance corresponds to the exemption. 

사양

충전전류
0.75 A

충전시간
50% = 1 시간; 100% = 3 시간

외부전원공급장치
PS60

전력사양
15 V DC, 3.33 A 최대

크기
66 x 99 x 165 mm (2.6 x 3.9 x 6.5 in.), 높이 x 폭 x 깊이

무게
284 g (10 oz.)

인증
유럽지침기준의요구사항은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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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제품폐기물에대한해당지역의재활용제도를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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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