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C203
배터리 충전기

User guide for Shure SBC203 battery charger.
Version: 3 (2020-G)



Shure Incorporated

2/8

Table of Contents

SBC203배터리 충전기                                                           3

경고                                                                                       3

주:                                                                                      3

SBC203 충전기                                                                     3

특징                                                                                    4

포함된 구성요소                                                                  4

충전기 연결                                                                            4

충전 중                                                                                   5

사양                                                                                       6

인증                                                                                       7



Shure Incorporated

3/8

•

•
•
•
•
•
•
•
•
•
•
•
•
•

•
•

•

•

SBC203
배터리 충전기

경고
배터리 팩은 폭발하거나 유해 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습니다.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열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개조하거

나, 분해하거나, 60°C(140°F) 이상 가열하거나, 소각하지 마십시오.
제조업체의 사용 지침을 따르십시오.
Shure 충전지를 충전할 때는 Shure 충전기만 사용하십시오.
경고: 배터리를 잘못 교체할 경우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동등한 유형의 배터리로 교체하십시오.
배터리를 절대로 입 안에 넣지 마십시오. 만약 삼켰을 경우, 의사나 지역의 독극물 통제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단락은 화상이나 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Shure 제품이 아닌 배터리 팩 또는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팩을 올바르게 폐기하십시오. 사용한 배터리 팩을 올바르게 폐기하는 방법은 현지 판매점에 확인하십시오.
배터리(배터리 팩 또는 설치된 배터리)는 햇빛, 화염 등과 같은 과도한 열에 노출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 음료 또는 기타 유체와 같은 액체에 배터리를 담그지 마십시오.
극성을 바꿔 배터리를 장착하거나 삽입하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비정상적인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운송을 위해 배터리를 단단히 포장하십시오.

주:
이 제품은 전문 오디오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됩니다.
EMC 적합성 시험은 공급되고 권장된 형식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다른 유형의 케이블을 사용하면 EMC 성
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건전지 충전기는 오직 Shure 충전 모듈과 이 용도로 설계된 건전지 팩에만 사용하십시오. 특정 모듈과 건전지 팩 이외의 다른 

제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

한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 기호는 기기에 전기 쇼크 위험을 유발하는 위험한 전압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이 기기와 함께 제공된 문서에 중요한 작동 및 유지보수 지침의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배터리가 장착된 상태로 충전기를 운반하지 마십시오.

경고: 적절히 환기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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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203 충전기
SBC203 2베이 충전기는 2개의 SB903 배터리 또는 호환 가능한 송신기를 보유합니다. 충전기는 적당한 공간과 환기가 되는 모든 적합

한 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징
최대 2개의 SB903 배터리 또는 호환 가능한 송신기 충전

여러 충전기를 안정적으로 연결

배터리 상태 표시 LED 아이콘

포함된 구성요소
SBC203 충전기

15W USB 전원 공급장치

USB-C 케이블

추가 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깔판과 나사(4)

참고: SB903 배터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충전기 연결
공간을 절약하고 잘 정돈되게 하기 위해 제공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충전기를 함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연결할 충전기의 하단 홈을 정

렬하고 제공된 나사를 사용하여 깔판을 부착합니다. 연결되었으면 충전기를 하드웨어의 한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충전기마다 독립적인 전원 공급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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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
충전하려면 슬롯 면이 아래로 향하여 하여 충전 베이에 배터리를 끼우거나, 디스플레이를 앞으로 향하게 하여 충전 베이에 송신기를 삽

입합니다. LED가 점등되어 배터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중요: 항상 송신기를 앞으로 향하게 삽입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충전 상태 LED

설명 색상 상태

대기 녹색(고정) 장치가 완전히 충전되었음

충전 중 빨간색(점멸) 충전 중

오류

노란색(빠르게 깜박임) 배터리 또는 전원 공급장치 오류*

노란색(느린 점멸) 작동 온도 범위를 벗어남

충전되고 있지 않음 끄기
전원 공급장치가 분리되었거나, 충전 베이에 도킹된 장치가 없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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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신기가 충전기에 도킹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하면 송신기에서 배터리를 꺼내어 직접 충전기에 넣으십시오.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Shure 기술 지원에 문의하십시오.

참고: 배터리는 충전기 또는 적절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단자가 단락되지 않도록 하려면 배터리를 못, 나사 또는 열쇠 등과 같은 금속 물체가 있는 상자나 주머니에 넣

지 마십시오.

사양

SBC203

충전 전류

625 mA 또는 250 mA

다른 전원을 사용하거나 0℃와 10℃ 사이에서 작동할 때 사용되는 낮은 전류

충전 시간

50% = 1 시간 : 15 분; 100% = 2 시간 : 30 분

외부 전원 공급장치

SBC10-USB15W or SBC10-USB15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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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사양

5 V DC, 3 A 최대

배터리의 충전 온도 범위

0 °C - 45 °C (32 °F - 113 °F)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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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284 g

외장 케이스

ABS

전원 공급 장치

입력 전압 범위

100 - 240 V AC

작동 주파수

50 Hz - 60 Hz

최대 입력 파워

0.6 A

100V AC(완전 로드)에서

출력전압

4.75 - 5.25 V DC

최대 출력 전력

3.0 A

위치5 V

작동 온도 범위

0  °C - 60 °C (32 °F - 140 °F)

인증
이 장치는 FCC 규정 Part 15를 준수합니다.

이 장치의 작동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1) 이 장치는 간섭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 장치의 원치 않는 오작동을 초

래할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한 어떠한 간섭이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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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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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pareil doit accepter tout brouillage radioélectrique subi, même si le brouillage est susceptible d'en compromettre le 
fonctionnement.

Shure Incorporated가 명시하여 승인하지 않은 장비에 대한 임의 변경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 전자 제품, 포장재에는 지역 재활용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가정용 쓰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臺灣進口商資訊：益誠國際驗證股份有限公司/臺北市中山區長安東路2段108號7樓之5

이 제품은 관련된 모든 유럽 지침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며 CE 마크를 사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CE 적합성 선언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hure.com/europe/compliance

공인 유럽 대리점:
Shure Europe GmbH
유럽, 중동, 아프리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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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