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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 정보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는 Xperia™ 휴대폰용으로 설게된 충전 액세서리입니다. 휴대
폰이 보기에 편안한 각도로 배치되어 휴대폰을 충전하는 동안에도 콘텐츠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
니다.

1

충전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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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한 부가 장치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는 휴대폰 또는 충전기와 함께 판매하는 번들 상품이 아닙니다. 이 제품은
별도 구매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액세서리에서 플라스틱 보호 필름을 제거하십시오.

작동 온도
5°C ~ 3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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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 사용
부가 장치 사용
너비가 서로 다른 세 가지 부가 장치가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와 함께 제공됩니다. 각 부
가 장치는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에 꼭 맞게 끼워지며 충전하는 동안 휴대폰을 제자리
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휴대폰에 적절한 부가 장치를 선택하고 나서 휴대폰을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에 놓아야 합니다.

부가 장치
유형

지원 기기

52B

Xperia XZ
Xperia XZs, XZ Premium, XA1, XA1 Ultra, L1
Xperia XZ1, XA1 Plus, XZ2
Xperia XZ1(보호 케이스 포함)

60A

Xperia X Compact
Xperia XZ(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 Compact(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Zs, XZ Premium, XA1, XA1 Ultra, L1(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Z1 Compact, XA2, XA2 Ultra, L2, XZ2 Compact
Xperia XZ1 Compact, XA1 Plus, XA2, XA2 Ultra, XZ2(보호 케이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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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eria XZ(스타일 커버 터치 SCTF10/스타일 커버 플립 SCSF10 포함)
Xperia X Compact(스타일 커버 터치 SCTF20/스타일 커버 플립 SCSF20 포함)
Xperia XZ(두꺼운 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 Compact(두꺼운 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Zs(스타일 커버 터치 SCTG20/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20 포함)
Xperia XZ Premium(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10 포함)
Xperia XA1(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30 포함)
Xperia XA1 Ultra(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40 포함)
Xperia XZ1(스타일 커버 터치 SCTG50/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50 포함)
Xperia XZ1 Compact(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60 포함)
Xperia XZs, XZ Premium, XA1, XA1 Ultra, L1(두꺼운 보호 케이스 포함)
Xperia XA1 Plus(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G70 포함)
Xperia XA2 Ultra(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H20 포함)
Xperia XA2(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H10 포함)
Xperia XZ2(스타일 커버 터치 SCTH40/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H40 포함)
Xperia XZ2 Compact(스타일 커버 터치 SCTH50 포함)
Xperia L2, XZ2 Compact(두꺼운 보호 케이스 포함)

부가 장치
없음

Xperia XZ2 Compact(스타일 커버 스탠드 SCSH50 포함)

일부 보호 케이스는 부가 장치와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전
DK60 USB Type-C 충전 거치대를 사용하여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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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Type-C 충전기 케이블의 한쪽 끝을 충전 거치대에 연결한 후 다른 한쪽 끝을 컴퓨터
의 USB 포트 또는 휴대폰 충전기에 연결합니다. 휴대폰 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충전기를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필요한 부가 장치를 충전 거치대에 삽입합니다.
휴대폰의 충전 거치대 커넥터가 거치대의 커넥터와 접촉하도록 휴대폰을 거치대에 놓습니
다.
휴대폰 충전 거치대 커넥터의 위치를 확실히 모르면 관련 휴대폰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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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보
Sony DK60

사용하기 전에 별도로 제공된 중요 정보 소책자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Sony Mobile Communications Inc. 또는 현지 계열사에서 발행하였으며, 어
떠한 사항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인쇄상 오류가 있거나, 현재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프로그램 및/
또는 장비가 향상되어 이 사용 설명서를 개선하고 변경해야 할 경우 Sony Mobile
Communications Inc.는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관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변경 내용은 이 사용 설명서의 새로운 버전에 반영됩니다.
모든 권리 보유.
©2016 Sony Mobile Communications Inc.
4-12-3 Higashi-Shinagawa, Shinagawa-ku, Tokyo, 140-0002 Japan
Sony Belgium, bijkantoor van Sony Europe Limited, Da Vincilaan 7-D1, 1935
Zaventem, Belgium
Sony는 Sony Corporation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USB Type-C™와 USB-C™는 USB Implementers Forum의 상표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모든 제품 및 회사 이름은 각각 해당 소유자의 상표이거나 등록 상표입니다. 여기에
서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해당 권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www.sonymobile.com을 방문하세요.
모든 그림은 설명하기 위한 용도로만 제공되며, 실제 액세서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FCC Statement
This device complies with Part 15 of the FCC rules. Ope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is device may not cause harmful interference, and
(2) This device must accept any interference received, including interference that
may cause undesired operation.

Industry Canada Statement
CAN ICES-3(B)/NMB-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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