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해결

제품 사양

안전 경고 및 주의사항

내  용

충전
오작동

메인 포트 파손

통신 파손

셀 전압 차이

밸런스 포트 오류

밸런스 포트 오버

높은 전력 온도차
AC 입력 오류
배터리 온도 높음

밸런스 매치 오류

- 입력: 100-240V / 50-60Hz
- 지원 셀: 리튬폴리머 12셀 / 14셀, LiHV 12셀
- 작동 모드: 급속 충전 / 일반 충전 / 보관 모드
- 보관 시 방전 출력: 60W
- 보관 컷오프 전압: 3.8V / Cell
- 크기: 294*135.5*212mm
- 무게: 4.2kg

안전 경고 및 주의사항 내용은 제품 작동 전 반드시 정독하시기 바라며, 최대한 안전을 위하여 본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충전기와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 사항
본 제품은 설명서에 몇시된 전용 배터리 형식으로 설계 및 제작 되었습니다. 헬셀은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충전기를 충전하는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사는 사용자가 충전기와 함께 제공된
사용 설명서 대로의 지침을 따르는지 확인 할 수 없으며, 제품을 사용하고 작동하고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워런티 & 서비스
당사는 본 제품이 구매 시점으로 부터 1년간 생산 및 조립 결함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보증의 시점은 구입 시점에서의 자재 또는 작동 결함에서만 적용됩니다.
보증 기간 동안, 당사는 결함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무상 교체 서비스 또는 무상 수리를 진행 합니다.
이 보증은 오용, 수정, 또는 본 매뉴얼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손상 또는 후속 손상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알림
1. A/S 진행은 중국에서 진행됩니다.
2. 해외 A/S가 필요한 경우, 먼저 판매점에 연락하여 해외 보증 요청을 처리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3. 매뉴얼에 언급되지 않은 질문이 있다면, helsel@helsel.co.kr 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유로 당사는 당사 제품의 사용이나 잘못된 사용 및 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손해 ,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된 것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논쟁에 관계 없이 법률과 달리 몇시되지 않았따면 보상급 지급 의무는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헬셀 제품의 송장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충전기가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 되어 있을 때는 절대로 충전기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오작동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작동 매뉴얼을 참고 하십시오.

- 충전 전류:

- AC 220V 출력 전력: 1500W
- AC 120V 출력 전력: 600W

AC 220V 급속 충전: 25A
일반 충전: 25A (두채널 합계 25A)

AC 120V 급속 충전: 9A
일반 충전: 9A (두채널 합계 9A)

극성이 바뀜 배터리 케이블의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만약 충전기에 12셀, 14셀 배터리를 동시에 충전하는 경우에 발생되며,
동시 충전 시 셀이 동일 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온도가 떨어질 때 까지 기다리십시오.
입력 전압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지 점검하십시오.

배터리의 밸런스 케이블을 충전기에 다시 연결하거나 재충전 하십시오.
메인 포트와 밸런스 포트 간의 전압 차이가 심하므로 재 충전 시
짧은 밸런스 케이블로 교체 후 충전 하십시오.

충전기가 과부하 상태로, 충전기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통신 오류
1) 단일 셀 전압이 3.8V보다 높을 때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 사이의
      전압 차이가 300mV 이상입니다.
2)  전압 차이가 300mV 이상 시, 연결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시
       연결하십시오.

배터리와 충전기 선재 연결이 올바르게 장착 되었는지 확인 하십시오.

문  제 해 결 방 안

배터리의 사양을 항상 숙지하여 본 제품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충전기가 잘못 프로그래밍
된다면 배터리와 충전기가 파손될 수 있으며, 과충전이 되는 경우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 유형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하려 시도 하지 마십시오.
1) 다양한 유형의 셀로 구성된 배터리 팩 (다른 제조 방식 포함)
2) 배터리가 이미 완충되었거나 방전된 경우
3) 비충전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음)
4) 다른 충전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
5) 배터리 고장, 또는 손상
6) 일체형 충전 회로 또는 보호 회로가 장착된 배터리
7) 다른 기기에 설치 되어있거나 다른 부품에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8) 충전 과정에서 전류의 전달이 적합하다고 제조 업체가 명시되지 않은 배터리.

충전하기 전 다음 사항을 유념하여 주십시오.
1) 충전중인 배터리 유형에 적합하게 세팅 되어 있습니까?
2) 충전을 위해 적절한 전류를 선택 하셨습니까?
3) 충전기에 배터리 커넥터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장착 하셨습니까?
     어떠한 회로의 지점에도 간헐적인 접촉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충전 하는 동안 특정 양의 전기 에너지가 배터리에 공급 됩니다. 충전 용량은 충전 전류에 충전 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최대 충전 허용 전류는 배터리의 유형 또는 성능에 따라 달라지며, 배터리 제조 업체의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 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배터리만 표준 충전 전류보다 높은 속도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2) 배터리를 충전기 단자에 결합 합니다. 빨간색은 + 선이고, 검은색은 - 선입니다. 케이블과 커넥터의 저항 차이로
      인해 충전기는 배터리 팩의 저항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충전기가 제대로 작동 하려면 충전 잭 리드가 도체의
      단면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금으로 도금된 고품질 커넥터가 양쪽끝에 장착 되어야 합니다.
3) 충전 시 배터리 제조 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권장 충전 전류 및 충전 시간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특히,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제조 업체의 충전 지침에 따라 반드시 지켜서 충전 해주셔야 합니다.
4)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연결 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십시오.
5) 배터리 팩을 임의로 분해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충전

다간 1500 충전기는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합니다. 또는 행동 장애, 정신 장애 및 충전 경험이
없는 사용자는 보호자의 감독 및 지도 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본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 없이 제품을 청소하고 유지 보수 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209호
Tel. 1688-5343
E-mail. helsel@helsel.co.kr

충전기를 먼지나 습기, 비, 화기, 직사광선 및 진동이 있는 환경으로 부터 멀리 하여 작동 시키십시오.
허용 가능한 AC 입력 전압은 AC 100-240V 입니다. 실외에서 사용 시 제네레이터가 안정적인 전압 및 전력을
제공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 전압 변동이 큰 경우 충전기가 파손되므로 이런 경우 전압 조정기를 사용하십시오.
본 제품과 배터리는 내열, 비전도성의 바닥위에 놓아주시고 자동차 시트나, 카펫 등에 절대 두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모든 인화성 및 휘발성 물질을 충전기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