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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56대의 포켓 수신기 수용 가능

u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주전원 설비

u 급속 재충전: 1시간 45분 이내

충전 장치는 INT‑RXxx 포켓 수신기를 충전하고 보관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능

제어기 및 표시등
• 켜기/끄기 스위치
• 포켓 수신기에서 충전 상태 표시

상호 연결
• 루프 스루 기능이 있는 주전원 입력, 암수 유럽형 주전원 소
켓

• 56개의 충전 접속. INT‑RXxx 포켓 수신기와 호환

기술 사양

전기적 특성

주전원 전압 100 - 240Vac, 50 - 60Hz

전력 소비 300W(수신기 56대를 충전 중인
경우)

전력 소비(대기) 17W(충전 장치에 수신기가 없는
경우)

기계적 특성

장착  

 LBB 4560/50 벽면 장착용 스크루 및 플러그
포함

크기(높이 x 가로 x 세로)  

 LBB 4560/00 230 x 690 x 530mm
(9 x 27 x 21in)

 LBB 4560/50 130 x 680 x 520mm
(5 x 27 x 20in)

무게(수신기 제외)  

LBB 4560/00 15.5kg(34lb)

LBB 4560/50 11.2kg(25lb)

무게(수신기 56대 포함)  

LBB 4560/00 22.3kg(49lb)

LBB 4560/50 18.0kg(40lb)

색상 차콜색 및 회색



주문 정보

LBB4560/00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케이스, 휴대용
주문 번호 LBB4560/00

LBB4560/50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캐비닛, 고정식 설치용
주문 번호 LBB4560/50

LBB4560/00-JP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케이스, 휴대용 일본어 버전
주문 번호 LBB4560/00-JP

LBB4560/50-JP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캐비닛, 고정식 설치용 일본어
버전
주문 번호 LBB4560/50-JP

LBB4560/00-US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케이스, 휴대용 미국 버전
주문 번호 LBB4560/00-US

LBB4560/50-US LBB454056개용 충전기 케이스
포켓 수신기용 Integrus 충전 캐비닛, 고정식 설치용 미국
버전
주문 번호 LBB4560/50-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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