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ITEC 의 X BLOCK 제품을 구매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X BLOCK는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 제어기능을 이용해
충전 또는 방전뿐만 아니라 각광받고 있는 Li-Po, Li-Fe, Li-Ion, Li-HV, Ni-Cd, Ni-Mh, Pb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충전기는 1~4 채널까지 결합, 분리하여 사용 가능한 도킹형 충전기 입니다.
다채널로 운영 할 경우는 반드시 전용 파워서플라이 “X BLOCK POWER”를 이용 하셔야 합니다
X BOLCK POWER를 사용하지 않는 단채널로 사용 할 경우, 본체 측면 “DC 12V” 단자에 아답터형 파워를  사용합니다

X BLOCK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매뉴얼을 1회 이상 정독 후 제품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충전기 제품을 사용 해본 숙련자 또는 가까운 RC전문매장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품 소 개

경고 및 안전 사항

* 본 제품의 허용되는 DC 입력 전압은 11-16V 입니다. 
* 먼지, 습기, 비, 열, 직사광선 및 과도한 진동으로부터 충전기를 멀리하십시오.
 

* 제품을 떨어뜨려 충격이 가해졌다면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A/S 센터를 통해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시트, 카펫 또는 유사한 표면에 충전기를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정전기로 인한 제품 손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휘발성 물질을 충전기 작동 영역으로 부터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 사양을 반드시 확인 후 충전기와 연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제품 설정은 배터리와 충전기를 손상 시킬수 있으며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 폭발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 충전기와 배터리를 연결시 배터리 양극 접촉으로 인한 배터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충전케이블(변환젠더)는 충전기측 먼저 연결 하시기 바랍니다.
* 작동이 완료된 후에는 반대로 배터리측에 연결된 충전케이블(변환젠더)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 충전 도킹 단자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 하세요
 

* 다음과 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하지 마십시오  
    - 보호 회로를 갖추지 않은 배터리
    - 다른 유형의 셀 (다른제조업체 셀 포함)로 조성된 배터리 
    - 과충전 또는 과방전 된 배터리
    -  손상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배터리 (2페이지 참조)
    - 다른 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
    - 제조업체와 배터리 사양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을 시 다음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중인 배터리 유형에 적합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정 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충전 또는 방전을 위한 적절한 전류(A)를 설정 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 전압을 정확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직렬과 병렬 조합 방식에 따라 
       배터리 전압은 달라집니다.
    - 충전기와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간접적으로 회로 또는 충전기에 다른 전기 접촉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시 바로 종료 버튼으로 중단 할 수 있도록  충전기를 작동하는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 작동중인 충전기를 두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마십시오.
 

* 화기 또는 위험물질 주변에서 절대 작동을 시키지 마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하시고, 습기가 노출된 곳에서 절대 작동을 시키지 마십시오
 

* 손상된 배터리는 절대로 충전 또는 방전을 시키지 마십시오 (예시 사항 참조)
      -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외형이 변형된 배터리
      - 배터리의 셀이 부풀어 올라 외형이 변형된 배터리
      - 배터리 단자(커넥터) 파손, 케이블의 피복이 상하거나 변형된 배터리
      -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상태를 확인 할 수 없는 배터리
 

* 화재 및 폭발 사고는 충전기가 아닌 배터리에서 발생합니다.
 

* 생명과 재산 보호에 있어 위 내용을 반드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사가 불명확하거나, 인증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배터리는 사용을 하지 마십시오
 

* 반드시 국내정식으로 수입, 국가공인 기관으로 부터 인증된 배터리를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 배터리는 충전 또는 방전시 반드시 Safety Bag 사용을 하십시오, 갑작스런 화재 및 폭발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 입니다.
 

* 충전기를 사용하는 주변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충전기는 본 메뉴얼에 명시된 배터리만 사용 될수 있도록 설계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명시된 목적과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공된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 할수가 없고, 각 사용자들의 사용, 유지에 대하여 통제를 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모든 책임을 부인 할 의무가 있으며,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조작으로 부터 발생될수 있는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책임의 면책

경고 및 안전 사항

배터리 종류에 따른 전압 및 설정 제한

경고 및 안전 사항

Warning

충전기의 설정을 변경 시 충전 하고자 하는 배터리의 종류 와 셀 수, 허용전압을 반드시 확인 후
사양과 종류에 맞는 설정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설정은 배터리 성능 저하 및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전

 

충전기를 구매하면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배터리의 종류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 할수 있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리튬계열 배터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1C 충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용량 기준으로 만약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리튬계열 배터리가 1200mAh 용량 이라면 1.2 (A) 
 

암페어로 충전 설정하는것이 가장 안전한 충전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4200mAh 용량이며 4.2 (A) 암페어가 1C 충전이 되는것 입니다.
 

또한 충전 암페어(A) 만큼 전압(V) 배터리 셀 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셀수는 일반적으로 리튬계열 배터리에 표시되어 있는(S) 표시를 말하며 예를 들어 Li-Po 3S 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기본 Li-Po (V) 볼드 3.7 X 3셀 = 11.4V 가 되는 것입니다.
 

충전기로 리튬계열 배터리를 충전 할 때는 배터리의 표시된 셀수와 충전기에 설정 셀 수를 반드시 같도록
 

설정해야 정상적인 충전 실행이 될수 있습니다.

경고 및 안전 사항

충전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의 출력을 전선(와이어)를 이용하여 배터리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전선(와이어)은 크게 적색(+) 과 흑색(-) 가 일반적인 표기 이며 전선(와이어)은 두께(AWG)의 수치에
따라 허용 전류(A) 가 달라 지며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큰 출력을 가진 충전기에 얇은 전선(와이어)과 허용전류(A) 수치가 낮은 전선(와이어)를 사용하게 되면
전선(와이어)에 열이 발생하여 전선 피복이 손상되거나 열로 인해 화재 및 제품 파손으로 이어 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8 AWG 이상 사용할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고급형으로는 14 AWG 이상 사용을 권장합니다

배터리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양에 맞게 출력과 전선(와이어) 정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배터리는 절대 개조하거나 분해 하지 마십시요

방전

본 충전기의 방전 기능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 니켈 계열 배터리 방전 (Ni-Mh / Ni-Cd)
* 리튬 계열 배터리 방전 (Li-Po / Li-Fe / Li-Io / Li-Hv)
* 보관 모드 배터리 방전 (Li-Po / Li-Fe / Li-Io / Li-Hv)

제품 구조

입력 버튼
 
1. Back, Stop 버튼 :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멈추거나
                              진행 화면의 이전단계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2. DEC 버튼  :  설정이 가능한 메뉴를 이동하거나 선택된
                      기능의 설정 값을 줄일수 있습니다.
 

3. INC 버튼  :  설정이 가능한 메뉴을 이동하거나 선택된
                     기능의 설정 값을 높일수 있습니다. 
 

4. Start, Enter 버튼 :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충.방전 지원 배터리 상세

제품 사양

BATTERY PACK

본 이미지는 
배터리를 연결하는 방법의 기본에 해당하는 참고 이미지 입니다.

제품 구성

기본 연결 방법 

* 기본 케이블은 딘스 (T) 단자 케이블이며 배터리 커넥터 종류에 따라
   변환젠더를 구비 하셔야 합니다.

빠른 시작

충전기가 부팅 후 보이는 첫 화면은 충전 프로그램 초기 설정값이며
 

사용자가 1번이라도 사용할 경우 마지막 충.방전 설정값을 출력합니다

LiPo           CHARGE
1.0A 3.7V(1s)

HITEC X BLOCK 충전기에 전원을 넣으면 화면에 제품 로고 화면과 함께 부팅이 됩니다.

LiPo           CHARGE
5.0A 7.4V(2s)

사용자가 마지막 충방전을 진행 하였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마지막
 

충.방전 설정값이 나타나며 동일한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ENTER 키를
 

3초간 터치 유지하면 동일한 충방전 설정이 됩니다. 

배터리 체크를 진행 후 사용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R : 02SER   S :02SER

CONFIRM(ENTER)

CANCLE(STOP)
R : 02SER   S :02SER

R(Read): 충전기가 인식한 배터리 셀 수
 

S(Select): 사용자가 설정한 배터리 셀 수
 

충.방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계속 진행할 경우 ENTER 키를 터치하고 취소 할 경우 BACK 키를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충전을 진행하는 화면

Warning

충.방전 프로그램 시작 전 사용자 확인 화면은 사용자가 필히 확인 해야 하며 설정값과 실제 
배터리의 전압. 셀. 용량을 확인 해야 합니다. 잘못된 설정 확인은 과충전 및 과방전이 되며
배터리 성능 저하 또는 폭발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세팅

충전기가 부팅 후 보이는 첫 화면은 충전 프로그램 초기 설정값 입니다LiPo           CHARGE
1.0A 3.7V(1s)

HITEC X BLOCK 충전기에 전원을 넣으면 화면에 제품 로고 화면과 함께 부팅이 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종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LiPo           CHARGE
1.0A 3.7V(1s)

LiPo           CHARGE
1.0A 3.7V(1s)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충.방전.AI 프로그램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LiPo           CHARGE
5.0A 3.7V(1s)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충,방전 할 전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LiPo           CHARGE
5.0A 7.4V(2s)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셀 수 및 전압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배터리 체크를 진행 후 사용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충전을 진행하는 화면

제품 사용 방법 (보관모드)

LiPo           CHARGE
1.0A 3.7V(1s)

LiPo           CHARGE
1.0A 3.7V(1s)

LiPo           STORAGE
1.0A 3.7V(1s)

LiPo           STORAGE
5.0A 3.7V(1s)

LiPo           STORAGE
5.0A 7.4V(2s)

충전기가 부팅 후 보이는 첫 화면은 충전 프로그램 초기 설정값 입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종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STORAGE 프로그램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STORAGE 할 전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셀 수 및 전압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배터리 체크를 진행 후 사용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충전을 진행하는 화면

R(Read): 충전기가 인식한 배터리 셀 수
 

S(Select): 사용자가 설정한 배터리 셀 수
 

충.방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계속 진행할 경우 ENTER 키를 터치하고 취소 할 경우
 

BACK 키를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제품 사용 방법 (방전모드)

LiPo           CHARGE
1.0A 3.7V(1s)

LiPo           CHARGE
1.0A 3.7V(1s)

LiPo         DISCHARGE
1.0A 3.7V(1s)

LiPo         DISCHARGE
5.0A 3.7V(1s)

LiPo         DISCHARGE
5.0A 7.4V(2s)

충전기가 부팅 후 보이는 첫 화면은 충전 프로그램 초기 설정값 입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종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DISCHARGE 프로그램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DISCHARGE 할 전류를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며 배터리 셀 수 및 전압을  선택 완료 후 

ENTER 키를 터치합니다

배터리 체크를 진행 후 사용자 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방전을 진행하는 화면

R(Read): 충전기가 인식한 배터리 셀 수
 

S(Select): 사용자가 설정한 배터리 셀 수
 

충.방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계속 진행할 경우 ENTER 키를 터치하고 취소 할 경우
 

BACK 키를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충.방전 모니터

* 진행 중인 배터리 종류 :  사용자 설정된 배터리 종류와 배터리 셀 수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 LP1S ~ LP6S (리튬폴리머)          - LC1S ~ LI6S (리튬이온)
   - LF1S ~ LF6S  (리튬철.인산철)      - LH1S ~ LH6S (리튬폴리머 하이볼트)   
   - NM1S ~ NM14 (니켈수소)           - NC1S ~ NC14 (니켈카드늄)
   - PB1S ~ PB10 (납)

* 현재 전류 : 충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전류량을 표시합니다

* 현재 전압 : 충전기에 연결된 배터리의 현재 전압을 표시 합니다.

* 진행 중인 프로그램 : 사용자가 설정한 충전프로그램을 간략히 보여줍니다

* 진행 된 시간 : 충전 또는 방전 시작 후 지연된 시간을 표시 합니다

* 진행 된 용량  : 충전 또는 방전 시작 후 배터리에 충전 또는 방전된 용량을 표시합니다.

충.방전 모니터

충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배터리의 종료 전압표시

충전 진행 화면에서 DEC / INC 키를 터치하면 진행 화면과 세부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 프로그램의 진행화면을 세부적으로 표시 합니다

충전 프로그램의 진행화면을 % 와 시각적으로 표시 합니다.

충전중인 배터리의 각각의 셀별 전압을 표시 합니다

충전중인 배터리의 각각의 셀별  내부저항을 표시 합니다

충전기에 온도센서를 연결시 온도를 ℃ / ℉ 로 표시 합니다

시스템 메뉴

리튬계열 배터리 셀 관리 모드로 배터리 셀 전압을 일정하게 관리 해 줍니다. 

충전기가 부팅 후 보이는 첫 화면에서 BACK키를 터치하면 메뉴로 이동합니다

충전기에 전원을 넣으면 화면에 제품 로고 화면과 함께 부팅이 됩니다.

충전기에 대한 옵션 및 사용자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리튬 배터리 셀 메니져

제품 사용 방법 (AI 모드)

LiPo           CHARGE
1.0A 3.7V(1s)

LiPo           AI  MODE

LiPo  Battery
Voltage  Scan...

  0.00    0.00    0.00 V
  3.86    3.86    0.00 V

AI CHG
READ :  07.4v(2s)

NOMAL

충전 프로그램 선택시 DEC / INC 키 터치로 AI MODE를 선택합니다 

AI MODE를 설정 후 ENTER 키를 터치 합니다.

연결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스캔하는 단계가 진행 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스캔 후 3초간 배터리 셀별 전압을 표시 합니다

배터리의 전체 전압을 표시하며 AI CHG를 선택 후 ENTER를 터치합니다

AI MODE 진행 감도를 설정하며 NOMAL 과 FAST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NOMAL : 초기 셋팅 값으로 권장하는 감도 입니다.
 

FAST : 민감 감도로 자동 전류값을 높게 설정됩니다. 권장하지 않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전 진행전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연결된 배터리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앞 단계에서 자동 인식한 배터리 정보로 설정하여 자동으로 전류값을 
 

조절하여 충전을 진행 합니다.

제품 사용 방법 (AI 모드)

LiPo           CHARGE
1.0A 3.7V(1s)

LiPo           AI  MODE

LiPo  Battery
Voltage  Scan...

  0.00    0.00    0.00 V
  3.86    3.86    0.00 V

READ :  07.4v(2s)

CHG05000mAH

충전 프로그램 선택시 DEC / INC 키 터치로 AI MODE를 선택합니다 

AI MODE를 설정 후 ENTER 키를 터치 합니다.

연결된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스캔하는 단계가 진행 됩니다.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스캔 후 3초간 배터리 셀별 전압을 표시 합니다

DEC / INC 키를 이용하여 실제 배터리 용량을 설정합니다

READ :  07.4v(2s)

CHG05000mAH
DEC / INC 키를 이용하여 충전 프로그램을 설정합니다 ( DCH / STO / CHG )

충전 진행전 사용자에게 다시한번 연결된 배터리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 합니다.

앞 단계에서 자동 인식한 배터리 정보와 설정한 배터리 용량값으로 전류값을 
 

조절하여 충전을 진행 합니다.

충전기에 연결된 리튬배터리의 셀별 전압을 확인하여 셀 편차 전압을
 

줄여 주고 각 셀전압을 최대한 일정한 전압으로 관리해 주는 기능입니다.

시스템 세팅

충.방전 시작 후 자동 종료 할 진행 시간을 설정합니다. 
120Min 설정시 충전 시작 후 120분 뒤에 자동 종료 됩니다.

충.방전 시작 후 자동 종료 할 충.방전 용량을 설정합니다.
5000mAh 설정시 5000mAh 용량이 충.방전 되면 자동 종료 됩니다.

외부 온도센서를 연결시 종료 할 외부온도를 설정합니다.

50 ℃ 설정시 외부 온도가 50℃가 되면 자동 종료 됩니다.

배터리 종류에 따라 충.방전 종료 전압을 셀 전압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LI-Po 셀 전압을 4.18V 로 설정시 완충 전압 4.20V 에서 4.18V 로 하향 됩니다.
 

초기 설정된 전압값은 일반적인 설정값이며 임의로 충전 설정값을 높힐 경우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 할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니켈 계열 배터리 완충 조건은 델타피크값을 통해 결정 됩니다. 
 

Ni-Mh 와 Ni-Cd 배터리의 충전 델타피크값을 각각 설정되며 설정값은 4~6 
 

적절하며 7이상 설정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충전기의 소리를 ON /Off 설정을 합니다
 

터치음 / 알림음 을 사용자가 각각 ON / Off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세팅

충.방전 프로그램의 배터리 선택 메뉴의 배터리 종류를 숨기고 나타낼수 있습니다
 

Li-Po Disabled 를 설정 할 경우  Li-Po 선택 배터리 메뉴가 숨겨 집니다

충전기에 연결 될 DC 파워(아답터.파워서플라이) 전력을 설정할수 있습니다.
 

100W 설정시 100W 이상 DC 파워(아답터/파워서플라이)를 연결해야 하며
 

충전기의 충전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습니다

충전기의 셋팅값을 초기화 시킵니다.
 

사용자가 셋팅메뉴에 대한 변경 내용을 모를 경우 셋팅 메뉴를 초기화 하여
 

처음부터 다시 셋팅 할수 있습니다.

충전기의  버젼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Warning

옵션. 옵션메뉴는 충전기의 기능 및 동작과 연관된 옵션들로 이루워져 있습니다.
 

옵션 설정시 자세히 읽고 이해 후 설정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전 완료

일반적으로 충.방전 완료 후 FINISH 가 표시 됩니다.
 

배터리 완료 전압 / 충.방전 진행 시간 / 충.방전된 용량 값이 표시 됩니다

옵션 메뉴의 Safety Timer 설정값에 맞춰 자동 종료 됩니다
 

설정된 시간이 되면 TIME OVER 표시 후 자동 종료 됩니다

옵션 메뉴의 Capacity Cut-Off 설정값에 맞춰 자동 종료 됩니다
 

설정된 용량값이 충.방전 되면  CAPACITY 표시 후 자동 종료 됩니다.

옵션 메뉴의 Temp Cut-Off 설정값에 맞춰 자동 종료 됩니다
 

설정된 외부 온도값이 되면  TEMP 표시 후 자동 종료 됩니다.

에러 메세지

충전기의 입력 DC 전압이 10V 이하 입니다.

충전기의 입력 DC 전압이 16V 이상 입니다.

충전기에 배터리 메인 충전 케이블이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 설정한 내용과 실제 배터리와 일치 하지 않습니다.

충전 설정한 내용과 실제 배터리 종류가 일치 하지 않습니다

충전기에 배터리 발런스 케이블이 연결 되지 않았습니다

충전기에 배터리 발런스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여부 확인합니다
 

리튬계열 배터리는 발런스 케이블을 꼭 연결 해야 합니다

충전기에 연결된 배터리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충전기에 배터리의 극성이 반대로 연결 되었습니다.

충전기에 심각한 에러가 발생 하였습니다. A/S 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제품 보증

1. 본 제품은 엄격한 품질 관리 및 검사를 거쳐서 제조된 제품입니다.
 

2. 본 제품의 품질보증 및 무상 A/S 기간은 구매일로 부터 1년이며. 이 기간 안에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는 구입일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 영수증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 영수증 첨부가 안되면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본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사용자 과실 및 파손에 대해서는 유상 수리가 이루어 집니다
 

   - 제품 낙하, 기타 충격, 전원 오입력 등의 사용자 과실         - 불량 및 불안전한 배터리 연결
   - 경고 및 안전 사항 무시한 사용자 과실                            - 사용자 임의 분해, 개조로 인한 고장
   - 천재지변 (화재, 염해, 수해,기타)로 인한 고장                  - 소모품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4. 본 제품의 무상 보증 기간 외에는 유상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 비용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5. 제품 파손 부분과 수준에 따라 수리 비용이 제품 구매 비용을 초과 할수 있습니다
 

6. 본 체품의 단종 이후 수리 부품 및 자재 소모가 완료 되면 유상 수리도 불가능 합니다
 

7. 우편. 택배 발송시 파손, 분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라며 이송중 발생된 파손. 분실은 당사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8. A/S 발생되는 이송 비용은 소비자 부담 입니다
 

9. 본 보증서는 국내에서만 유효 합니다

X-Block

R(Read): 충전기가 인식한 배터리 셀 수
 

S(Select): 사용자가 설정한 배터리 셀 수
 

충.방전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사용자에게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으로 
 

전환되며 계속 진행할 경우 ENTER 키를 터치하고 취소 할 경우 BACK 키를 
 

터치하면 설정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CHG    000:35   00019
LP2s    5.0A      7.40V

CHECK .  .  . 
BATTERY

CHECK .  .  . 
BATTERY

R : 02SER   S : 02SER

CONFIRM(ENTER)

CHG    000:35   00019
LP2s    5.0A      7.40V

CHECK .  .  . 
BATTERY

R : 02SER   S : 02SER

CONFIRM(ENTER)

STO    000:35   00019
LP2s    5.0A      7.40V

CHECK .  .  . 
BATTERY

R : 02SER   S : 02SER

CONFIRM(ENTER)

DCH    000:35   00019
LP2s    5.0A      7.40V

DCH    000:35   00019
LP2s    5.0A      7.40V

CHG    000:35   00019
LP2s    2.0A      7.40V

CHG                  97%
LP2s    2.0A      7.40V

  3.86    3.86    0.00 V
  0.00    0.00    0.00 V

mΩ   000   000   000
RES   002   002   000

31.1 ℃ /  087.6  ℉
Temp  Sensor

8.40V(2s)
End  Voltage

LiPo           CHARGE
1.0A 3.7V(1s)

HITEC X BLOCK

CHARGE/DISCHARGE
BATTERY

CELL MANAGER
LITHIUM  BATTERY

BATTERY / SYSTEM
SETTING

배터리 충.방전 설정 프로그램으로 진입하는 메뉴 입니다. 

CELL MANAGER
LITHIUM  BATTERY

BATTERY  CELL
CHECK .  .  . 

NOMAL
READ :  07.4v(2s)

AI

AI
READ :  07.4v(2s)

FAST

LiPo   07.4v(2s)  OK?
CONFIRM(ENTER)

R:02SER   S :02SER
CANCLE(STOP)

CHG    000:35   00019
LP2s    2.0A      7.40V

Warning

CANCLE(STOP)

CHG    000:35   00019
LP2s    5.0A      7.40V

LiPo    07.4v(2s)  OK?
CONFIRM(ENTER)

R : 02SER   S :02SER
CANCLE(STOP)

  3.86    3.86    0.00 V

  0.00    0.00    0.00 V

[END :   BALANCING  ]

Safety  Timer
ON 120Min

NiMH    4  /
Delta  Peak          mV

Nicd    4

Battery Preset
LiPo     Enabled

LiPo      CHG     4.20V

Cutoff  Volt  Set

Temp  Cut-Off
ON 50C  122F

5000mAhON
Capacity  Cut-Off

Factroy  Reset
ENTER

HW:1.00  SW:1.02
Version

  80W
Input  Watt  Set

Buzzer                  ON
Key  Beep             ON

LiPo      CHG     4.18V

Cutoff  Volt  Set

Battery Preset
LiPo     Disabled

  100W
Input  Watt  Set

[END : FINISH             ]
8.40V         00925mAh

8.40V         00925mAh
[TIME :       00 : 11 : 26]

[END : TIME OVRE
8.40V         04925mAh

8.40V         04925mAh
[TIME :       02 : 00 : 01]

[END :   CAPACITY
8.40V         05001mAh

8.40V         05001mAh
[TIME :       00 : 11 : 26]

[END : TEMP         ]
8.40V         00925mAh

8.40V         00925mAh
[TIME :       00 : 11 : 26]

Low Inout Volt

Check battery 

Check Batt Volt

Check Battery 
Balance Cable

Batt Reverse

Check battery 
          Main Cable

High Input Volt 

BATT CAUTION
NO            CHG

system error

BLC not Connected
 stop     continue

경고 : 본 충전기는 배터리 취급 및 사용방법에 따라 인명사고 및 재산적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본 설명서의 모든 지침과 경고사항을 철저히 숙지 후 안전하게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 및 설명서는 제품 개선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 : 02SER   S : 02SER

CANCLE(STOP)

R : 02SER   S : 02SER

CANCLE(STOP)

R : 02SER   S : 02SER

CANCLE(S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