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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를 잘못 취급하

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수있는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SKYRC D260 AC/DC 듀얼 밸런스 충전기/방전기/전원 공급기를 선택하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제품은 사용이 간단하지만 SKYRC D260과 같은 정교한 자동 
충전기의 작동에는 사용자 측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작동 지침은 사용자가 해
당 기능에 빠르게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충전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작동 지침, 경고 및 안전 메모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새 배터리 충전기를 통해 즐거움과 성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전기를 처음 사용하기 전에 이 지침, 경고 및 안전 참고 사항을 반드시 읽어보

십시오.

배터리에 불이 붙어 폭발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를 
잘못 취급하면 위험할 수 있다.

SKYRC D260은 다양한 화학 물질(LiPo/LiFe/Lilon/LiHV/NiMH/NiCd/Pb)의 배터

리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2개의 독립 회로가 있는 트윈 채널 충전기이다. 최대 
130W의 출력으로 전원 공급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 취미 생활자는 다른 DC 장
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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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을 사용하기전에 본 사용 설명서를 완전히 주의깊게 읽어보시기바랍니

다. 본 설명서에는 작동 및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있습니다. 아니

면 이 제품을 전문가와 함께사용해주세요!

쿨링팬 

DC 입력 : 11-18V

USB 포트 

도트 행렬 128x64
LCD 디스플레이

스위치 
채널  A 에서  B 혹은 
채널  B 에서  A

메인 메뉴에서 스크롤
하여 충전 프로세스 
중지

값 변경
Balance Charge Mode(균형 
충전 모드)

충전 프로세스 재개 또는 시작

AC 입력 
100-240V

파워 스위치 

출력 소켓
4mm 바나나 플러그  

밸런스 리드 소켓

밸런스 리드 소켓 출력 

소켓

4mm 바나나 플러그

PC 링크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Micro USB 포트



03 ·

트윈 채널 충전기

듀얼 입력

최적화된 운영 소프트웨어

SKYRC D260은 충전 또는 방전 과정에서 공급 전류를 설정하는 이른바 AUTO 기능이 특
징이다. 특히 리튬 배터리의 경우 과충전을 방지하여 사용자의 고장으로 인한 폭발을 초래
할수있습니다. 오작동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고 경보를 울릴수있습니다. 이 
제품의 모든 프로그램은 최대의 안전을 달성하고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방향 연결과 
통신을 통해 제어되었습니다. 모든 설정은 사용자가 구성할수있습니다!

특수 기능

DC 출력 지원

DC 전원만의 독특한 기능으로 사용자는 레이싱 트랙이나 플라잉 파일에 크고 무거운 추가 
전원 공급을 가지고 갈필요가 없습니다. 

L
iP

o

N
iM

H

D260

배터리 메모리(데이터 저장소/부하)
충전기는 각 채널에 대해 최대 10개의 다른 충전/배출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연속 충전 또
는 방전 배터리의 프로그램 설정과 관련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프로
그램 설정 없이 언제든지 이러한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단자 전압 컨트롤(TVC)
충전기를 사용하면 종료 전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문 사용자 전용)

SKYRC D260은 배터리 2개를 한 충전기에 동시에 꽂을수 있도록해 배터리 2개를 최대 용
량으로 한 번에 지능적으로 자동충전한다. 게다가 충전 중인 배터리는 동일한 구성도 필요

하지 않습니다. 다른 화학 물질(LiPo/LiFe/Lilon/LiHV/NiMH/NiCd/Pb) 배터리를 충전 포트

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충전기의 입력은 AC 100-240V 및 DC 11-18V입니다. AC 및 DC 모드에서 각 채널의 전력

은 130W입니다. 총 전력은 260W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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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중 개별 셀 배터리 밸런싱
방전 과정에서 SKYRC D260은 배터리의 각 셀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습
니다. 단일 셀의 전압이 비정상인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
다.

리튬배터리의 급속충전 및 저장모드

두 모드의 기능은 서로 다릅니다. 'FAST CHG'는 배터리 충전 시간을 최소화하고, 
'STORECTION'은 최종 배터리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배
터리에 필요하고 유용하다.

NiMH/NiCd 배터리의 리피크 모드

재피크 충전 모드에서는 충전기가 자동으로 배터리를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연속으로 최
대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좋습니다.

D260

자동 충전 전류 제한
NiMH 또는 NiCd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전류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AUTO' 충전 
모드에서 낮은 임피던스와 용량의 NiMH 배터리에 유용합니다.

용량 제한
충전 용량은 항상 충전 전류에 시간을 곱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충전 용량이 한도를 초과하
면 최대값을 설정하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처리 시간 제한:
가능한 결점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공정 시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내부 저항 미터

사용자는 배터리의 총 내부 저항과 각 셀의 내부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전압계
사용자는 배터리의 총 전압, 최고 전압, 최저 전압 및 각 셀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MH/NiCd에 대한 델타 피크 감도
NiMH/NiCd 배터리의 델타 피크 감도: 델타 피크 전압 감지 원리에 기반한 자동 충전 종료 
프로그램입니다. 배터리 전압이 임계값을 초과하면 프로세스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주기적 충전/방전
1 ~ 5 주기적이고 연속적인 충전 > 방전 또는 방전 > 충전은 배터리 작동을 자극하기 위해 
배터리 교체 및 밸런싱을 위해 작동 가능합니다.

USB 전원 5V/2.1A
내장 USB 전원 출력 포트를 사용하여 전화기와 태블릿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와 안전 노트는 특히 중요합니다. 최대한의 안전을 위해 지침을 따르십시오. 그
렇지 않으면 충전기와 배터리가 손상되거나 최악의 경우 화재가 발생할수있습니다.

충전기가 전원 공급 장치에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절대 혼자 두지 마십시오. 오작동이 발
견되면 즉시 프로세스를 종료하고 조작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충전기를 먼지, 습기, 비, 열, 직사광선 및 진동으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절대 떨어뜨
리지 마세요.

허용되는 DC 입력 전압은 11~18V DC입니다.

이 충전기와 배터리는 내열성, 비염성 및 비전도성 표면에 부착해야합니다. 카시트, 카
펫 등에 절대 놓지마십시오. 모든 인화성 휘발성 물질은 수술부위에 가까이 두지마십
시오.

충전 또는 방전될 배터리의 사양을 알고 있어야 이 충전기의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
습니다. 프로그램이 잘못 설정되면 배터리 및 충전기가 손상될수있습니다.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나 폭발의 원인이 될수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배터리에 맞는 전압을 선택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터
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설정이 잘못되면 셀이 발화하거나 폭발할수있습니다.

경고 및 안전 참고 사항

허용 AC 입력 전압은 100~240V AC입니다.

표준 배터리 매개 변수

3.7V/cell

 
최소 전압 

최소 방전 전압 
 

최대충전 전압 

스토리지 전압  

허용가능 빠른  
충전 

3.7V/cell

4.2V/cell

3.8V/cell

≦1C

LiPo LiIon

3.6V/cell

4.1V/cell

≦1C

3.3V/cell

3.6V/cell

3.3V/cell

≦4C

LiFe

3.0-3.3V/cell 2.9-3.2V/cell 2.6-2.9V/cell

1.2V/cell

1.5V/cell

n/a

1C-2C

NiCd

1.2V/cell

1.5V/cell

n/a

1C-2C

NiMH

2.0V/cell

2.46V/cell

n/a

≦0.4C

Pb

0.1-1.1V/cell 0.1-1.1V/cell 1.8V/cell

LiHV

3.8V/cell

4.35V/cell

3.85V/cell

≦1C

3.1-3.4V/cell

05 ·D260



다음 유형의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방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양한 유형의 셀(여러 제조업체 포함)로 구성된 배터리 팩
이미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약간 방전된 배터리입니다.
충전할 수 없는 배터리(폭발 위험)
NiCd, NiMH, LiPo 또는 Gel 셀(Pb, 납산)과 다른 충전 기술이 필요한 배터리.
배터리 결함 또는 손상.
내장 충전 회로 또는 보호 회로가 장착된 배터리입니다.
장치에 설치되어 있거나 다른 구성 요소와 전기적으로 연결된 배터리. 충전 과정 중에 
충전기가 전달하는 전류에 적합하다고 제조업체가 명시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충전 중인 배터리 유형에 적합한 프
로그램을 선택했습니까?
충전 또는 방전에 적합한 전류를 설정했습니까?
배터리 전압을 확인했습니까? 리튬 배터리 팩은 병렬 및 직렬로 배선할 수 있습니다. 
즉, 2개의 셀 팩은 3.7V(병렬) 또는 7.4V(직렬)일 수 있습니다.
모든 연결이 견고하고 안전한지 확인했습니까?
회로의 어느 지점에도 간헐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하십시오.

충전중  
충전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의 특정 수량은 배터리에 입력한다.그 약량 곱해지요금 요금 
시간에 의해 현재에 의해 계산한다.최대 허용 충전 전류에 따라 다양한 배터리 형식 또
는 회사 자체의 실적에 따라 그 정보의 배터리 제조 업체에 의해 발견될 수 있다.역설계
하quick-charge할 수 있도록 명시된 오직 배터리율이 표준 충전전류보다 높은으로 부과
될수있다.

배터리를 충전기 단자에 연결합니다. 빨간색은 양극이고 검은색은 음극입니다. 케이블
과 커넥터의 저항 차이로 인해 충전기가 배터리 팩의 저항을 감지할 수 없으며, 충전기
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요건은 충전 리드가 적절한 도체 단면이어야 하며, 일반
적으로 금도금된 고품질 커넥터를 양쪽 단부에 장착해야 한다는것이다.

충전 방법, 권장 충전 전류 및 충전 시간에 대해서는 항상 배터리 제조업체의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리튬 배터리는 제조업체가 엄격하게 제공한 충전 지침에 따라 충전
해야한다.

경고 및 안전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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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중 

방전 주 목적은 배터리의 잔류 용량을 청소하거나 배터리 전압을 정의된 수준으로 줄
이는 것입니다. 방전 과정에서도 충전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종 방전 전압은 
딥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는 최소 전압보다 낮
게 방전될 수 없으며, 용량이 급격하게 손실되거나 총체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
다. 일반적으로 리튬배터리는 방전될 필요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리튬 
배터리의 최소 전압에 유의하십시오.

일부 충전식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충전이 완료되기 전에 부분적으
로 사용하고 재충전하는 경우, 이를 기억하고 다음 번에는 용량의 일부만 사용하게 됩
니다. 이것은 기억력 효과입니다. NiCd와 NiMH 배터리는 메모리 효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iCd는 NiMH보다 메모리 효과가 더 크다.

특히 리튬 배터리의 연결에 주의해야합니다.

배터리 팩을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오.

리튬 배터리 팩은 병렬 및 직렬로 배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십시오. 병렬 연결에
서 배터리의 용량은 단일 배터리 용량에 총 전압이 동일한 셀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전압 불균형은 화재 또는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리튬 배터리는 직렬로 충전하
는것이 좋습니다.

경고 및 안전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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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흐름도
참고: 두 채널(채널 A 및 채널 B)의 흐름도가 동일하므로 흐름도는 한 채널을 예로 들수있습니다.

BATT/PROGRAM
DC POWER SUPPLY

POWER SET
U=0.0V   I=0.0A

U=5.0V   I=2.0A
POWER: 010W

POWER SET
U=5.0V   I=2.0A

BATT/PROGRAM
            Pb BATT ENTER

START

BATT/PROGRAM
          NiMH BATT ENTER

START NiMH CHARGE
CURRENT       2.0A DEC

INC NiMH DISCHARGE
0.1A         CUT: 1.0V

NiMH CYCLE
CHG>DISCHG        1DEC

INC

BATT/PROGRAM
                 LiPo BATT

LiPo BALANCE
2.0A            7.4V (2S)

LiPo CHARGE
2.0A             7.4V (2S)

LiPo FAST CHG
2.0A            7.4V (2S)

LiPo STORAGE
2.0A            7.4V (2S)

LiPo DISCHARGE
2.0A             7.4V (2S)ENTER

START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DECINC

DECINC

BATT/PROGRAM
                 LiFe BATT

Lilon BALANCE
2.0A           7.2V (2S)

Lilon CHARGE
2.0A             7.2V (2S)

Lilon FAST CHG
2.0A            7.2V (2S)

Lilon STORAGE
2.0A            7.2V (2S)

Lilon DISCHARGE
2.0A             7.2V (2S)

ENTER

START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BATT/PROGRAM
                 LiIon BATT

LiFe BALANCE
2.0A            6.6V (2S)

LiFe CHARGE
2.0A            6.6V (2S)

LiFe FAST CHG
2.0A            6.6V (2S)

LiFe STORAGE
2.0A            6.6V (2S)

LiFe DISCHARGE
2.0A             6.6V (2S)

ENTER

START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DECINC

BATT/PROGRAM
BATT METER

4.20   4.19    4.19 V
0.00   0.00    0.00 V

MAIN 0.00V  
H0.000V       L0.000VDEC

INC

DECINC

DECINC

DEC

INCNiMH RE-PEAK
1

NiMH AUTO CHARGE
CURRENT         2.0ADEC

INC

DECINC

DECINC

LiHV BALANCE
2.0A           7.6V (2S)

LiHV CHARGE
2.0A             7.6V (2S)

LiHV FAST CHG
2.0A            7.6V (2S)

LiHV STORAGE
2.0A            7.6V (2S)

LiHV DISCHARGE
2.0A             7.6V (2S)

BATT/PROGRAM
                LiHV BATT ENTER

START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DECINC

BATT/PROGRAM
      BATT MEMORY ENTER

START [ BATT MEMORY    1 ]
         ENTER SET-> ENTER

START BATT TYPE
LiPo DEC

INC BATT VOLTAGE
                  7.4V ( 2S ) DEC

INC CHARGE CURRENT
4.9A DEC

INC DISCHG CURRENT
2.2A

DISCHG VOLTAGE
                 3.0V/CELL

TVC=YOUR RISK !
4.20VDEC

INC

ENTER

START

ENTER

START

BATT/PROGRAM
SYSTEM SETTING-> ENTER

START

STOP

BATT TYPE

DECINC

SAVE PROGRAM 
ENTER

SAVE PROGRAM 
SAVE….

[  BATT MEMORY 1  ]
LiPo           7.4V (2S )

[  BATT MEMORY 1  ]
C:4.9A            D:2.2A

ENTER CHARGE
LOAD……

LiPo BALANCE
4.9A            7.4V(2S)

LiPo CHARGE
4.9A             7.4V(2S)DEC

INC LiPo FAST CHG
4.9A            7.4V(2S)DEC

INC LiPo STORAGE 
4.9A             7.4V(2S)

LiPo DISCHARGE
2.2A             7.4V(2S)DEC

INC

DEC

INC

BATT TYPE
NiMH DEC

INC BATT VOLTAGE����2.4V (2S)ENTER

START CHARGE CURRENT
3.3ADEC

INC

DEC

INC TRICKLE
100mA DEC

INC PEAK DELAY
1Min

DECINC

DISCHG CURRENT
2.2ADEC

INC DISCHG VOLTAGE����1.1V/CELL
SAVE PROGRAM 

ENTER

ENTER

START BATT TYPE
Pb

BATT VOLTAGE
4.0V (2P)DEC

INC CHARGE CURRENT
3.3ADEC

INC DISCHG CURRENT������1.5ADEC

INC DISCHG VOLTAGE��� 1.7V/CELLDEC

INC

SAVE PROGRAM 
ENTER

DECINC

DEC

INC

DEC

INC

DECINC

BATT/PROGRAM
BATT RESISTANCE

DECINC

ENTER

START 005  003  003  mΩ
005 mΩ DEC

INC TATAL: 16mΩ
H: 5mΩ L: 3mΩ

ENTER

STARTSTART/ENTER>3�Seconds�

SAVE PROGRAM 
SAVE…. ENTER

START[  BATT MEMORY 2  ]
NiMH         2.4V (2S )

[  BATT MEMORY 2  ]
C:1.0A           D:1.0A

START/ENTER>3s

ENTER CHARGE
LOAD……

NiMH CHARGE
CURRENT         1.0A

NiMH AUTO CHARGE
CURRENT         1.2A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NiMH DISCHARGE
1.0A           CUT: 2.0V

NiMH RE-PEAK
2

NiMH CYCLE
DISCHG>CHG         1

[ BATT MEMORY   2 ]
         ENTER SET->

[ BATT MEMORY   3 ]
         ENTER SET->

SAVE PROGRAM 
SAVE…. ENTER

START[  BATT MEMORY 3  ]
Pb              4.0V (2P )

[  BATT MEMORY 3  ]
C:3.3A             D:1.5A

ENTER CHARGE
LOAD……

Pb NORMAL CHG
3.3A             4.0V(2P)

Pb DISCHARGE
1.5A             4.0V(2P)

DECINC

DEC

INCSAFETY  TIMER
ON                  120Min DEC

INCCAPACITY CUT-OFF
ON             5000mAH

REST TIME
CHG>DISCHG  10MinDEC

INCTEMPERATURE UNIT
CELSIUS

KEY BEEP          ON
BUZZER             ON

VERSION
HW:1.00       FW: 2.00

LOAD FACTORY SET
ENTER DEC

INC

DEC

INC DC INPUT LOW
CUT-OFF        11.0V

ENTER

START

START ENTER > 3s

NiMH�� SENSITIVITY
D.PEAK  ��         4mV

Pb NORMAL CHG
2.0A            2.0V (1P)

Pb AGM CHG
0.1A           2.0V (1P)

Pb DISCHARGE
0.1A            2.0V (1P)

Pb COLD CHG
0.1A            2.0V (1P)DEC

INC

DEC

INC

DEC

INC

3975  3980  3978mV
3975  3980  3978mVENTER

>3”

START

Pb AGM CHG
0.1A          2.0V (1P)

Pb COLD CHG
0.1A            2.0V (1P)

BATT/PROGRAM
          NiCd BATT ENTER

START NiCd CHARGE
CURRENT       2.0A DEC

INC NiCd DISCHARGE
0.1A         CUT: 1.0V

NiCd CYCLE
CHG>DISCHG        1DEC

INC

DEC

INCNiCd RE-PEAK
1

NiCd AUTO CHARGE
CURRENT         2.0ADEC

INC

DECINC

ENTER

START

DECINC

DEC

INC

ENTER

START

DEC

INC

DEC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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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그 프로그램에 누르START/ENTER 단추가 매개 변수 값을 변경하기 위해 그것을 감
지할 의향이 있다면, 이것은 DEC, INC버튼을 누름으로써 그 값을 바꾼다.값은 START/
ENTER 버튼 re-pressing에 의해 저장될 것입니다.만약 여러분이 첫번째 매개 변수 값 확
인해 다른 매개 변수는 동일한 화면에서 변경할수 있는 다음 매개 변수값이 경고해줄 준비

가 되었다는 뜻 눈을 깜박거리기 시작할 것이다.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START/Enter 버튼을 3초간 길게 누르십시오. 진행을 중지하거나 
이전 단계/화면으로 돌아가려면 BATT PROG/STOP 버튼을 한번 누릅니다.

CH A/CH B:

채널 A에서 B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때 사용합니다.

BATT PROG / STOP 버튼 :
진행을 중지하거나 이전 단계/화면으로 돌아갈때 사용합니다.

DEC 버튼 :
메뉴를 살펴보고 파라미터 값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INC 버튼 :
메뉴를 살펴보고 파라미터 값을 늘리는 데 사용됩니다.

ENTER / START 버튼 :
파라미터를 입력하고, 파라미터를 화면에 저장하고, 프로그램을 시작할때 사용합니다.

버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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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배터리 연결

1. 전원에 연결 중

12V DC 배터리/DC 전원 공급 장치 연결.

SKYRC D260, DC 11-18V 및 AC 100-240V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입력이 있습니

다. AC 100-240V 전원 연결.

X
T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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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lance 어댑터와 LiPo 배터리 연결

2) NiMH/NiCd 또는 Pb 배터리 연결

단락을 방지하려면 항상 충전 리드를 충전기에 먼저 연결한 다음 배터리에 연결
하고 팩을 분리할 때 경고! 순서를 반대로 하십시오.

2. 배터리 연결

배터리에 부착된 밸런스 와이어는 검은색 와이어가 음극 표시에 맞춰져 있는 충전기
에 연결해야 합니다.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밸런스 소켓

안전상의 이유로 리튬(LiPo, Lilon, LiFe, LiHV) 배터리 충전을 위한 기본 설정은 Balance 
어댑터를 사용하여 충전, 급속 충전, Balance Charge, 방전 및 저장 모드에서 배터리와 충
전기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밸런스 와이어 없이 제공된 경우 "밸런스 케
이블이 감지되지 않음, 계속하려면 입력을 누르십시오"라는 메시지를 계속 진행하십시오.

참고: 채널 A와 B의 절차가 동일하므로 한 채널의 작동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전원 및 배터리 연결

NiMH

11 ·D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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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프로그램

다음은 충전기를 작동시키는 세부 절차입니다. 모든 화면과 작업에는 Li-Po BALANCE 
CHARGE 프로그램이 사용됩니다.

참고: 채널 A와 B의 절차가 동일하므로 한 채널의 작동 절차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연결

전원에 연결 중
SKYRC D260, DC 11-18V 및 AC 100-240V에는 두 가지 유형의 입력이 있습니다.
A. AC 모드에서 작동

SKYRC D260은 스위칭 전원 공급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C 전원 코드를 주 
AC 소켓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100~240V AC).

B. DC 모드에서 작동

제공된 DC 입력 케이블을 통해 AC/DC 전원 공급 장치에 SKYRC D260을 연결하십시오. 
또한 DC 커넥터와 함께 단자 클립을 사용하여 12V 차량 배터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

다. 완전히 충전된 13 중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8V 차량 배터리 또는 최
소 전력 350W 이상의 11~18V DC 출력 범위에서 고품질의 AC/DC 전원 공급 장치로 안정

적인 성능을 보장합니다.

1).

배터리 연결
중요!!!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매개 변수를 올바르게 설정한 후 다시 한 번 확인해
야 합니다. 설정이 잘못되면 배터리가 손상되어 화염에 휩싸이거나 폭발할 수 있습
니다. 바나나 플러그 사이의 단락을 방지하려면 항상 충전 리드를 충전기에 먼저 연
결하고 그 후에만 배터리에 연결하십시오. 팩을 분리할때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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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리드 사이의 단락을 방지하려면 충전 케이블을 항상 충전기에 먼저 연결한 다음 배터
리를 연결하십시오. 연결을 해제할 때 순서를 반대로 합니다.

주의 :

밸런스 소켓

배터리에 부착된 밸런스 와이어는 검은색 와이어가 음극 표시에 맞춰져 있는 충전기
에 연결해야 합니다. 극성을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주의하십시오!(아래 배선 다이어
그램을 참조).
이 다이어그램은 충전 중에 배터리를 SKYRC D260에 연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
줍니다.

3).

운영 프로그램

L
i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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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프로파일은 최대 20개의 다른 프로그램 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설정 및 저
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채널은 10개의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배터
리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저장되면 수동으로 다시 변경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프로그
램 메모리 번호를 불러오면 충전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프로그램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매번 사용하기 전에 이 충전기를 수동
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2)

다음 흐름도는 프로그램을 수동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BATT/PROGRAM

         LiPo BATT

LiPo BALANCE

2.0A   11.1V (3S)

LiPo BALANCE

2.0A   11.1V (3S)

LiPo BALANCE

2.0A   11.1V (3S)

LiPo BALANCE

2.0A   11.1V (3S)

프로그램 시작

BATT/PROGRAM 선택
INC와 DEC를 눌러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START/ENTER를 
눌러 LiPo BATT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모드 선택
INC와 DEC를 눌러 모든 모드를 거치고 START/ENTER를 눌러 
LiPo Balance Charge 모드로 들어갑니다.

배터리 설정
START/Enter를 누르면 현재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와 
DEC를 눌러 값을 변경하고 START/Enter를 눌러 설정을 확인합
니다.
동시에 배터리 팩 셀 카운트가 깜박이기 시작하고 INC와 DEC를 
눌러 값을 변경하고 START/Enter를 눌러 설정을 확인합니다.

START/Enter를 3초간 길게 눌러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START/ENTER

START/ENTER

START/ENTER

START/ENTER

START/ENTER
> 3 Seconds

리튬 배터리 프로그램(LiPo/LiFe/Lilon/LiHV)

· 14 D260



R:3SER  S:3SER

확인 (입력)

Lp3s 1.5A 12.14V

BAL 000:50 00022

START/ENTER

R은 충전기에 의해 감지된 셀 수를 나타내고 S는 이전 화면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셀 수를 나타냅니다. 두 숫자가 동일한 경우 START/Enter를 눌러 충
전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충전 상태 모니터
충전 과정 중 좌측과 같이 실시간 상태가 표시됩니다.

프로그램 중지

충전 프로세스 중에 STOP을 눌러 충전 프로세스를 중지합니다. 

프로그램 완료

리튬 배터리 프로그램(LiPo/LiFe/Lilon/LiHV)

BATTERY CHECK 

대기 ...
충전기가 배터리 셀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R은 충전기에 의해 감지된 셀 수를 나타내고 S는 이전 화면에서 
사용자가 설정한 셀 수를 나타냅니다. 두 숫자가 동일하지 않으
면 STOP(중지)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 계속하기 전에 설
정한 배터리 팩 셀 수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R:3SER  S:3SER

취소 (스톱)

[ END: FINISH ]

16.8V  2600mAh

[ Time: 00: 45: 32 ]

16.8V  2600mAh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화면에 "End: FINE"이라고 표시되고 충
전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충전기에는 배터리 전압, 충전 용량 
및 경과 시간도 표시됩니다.

LiPo 배터리를 밸런스 모드에서 충전하는 방법

에 대한 튜토리얼 비디오를 스캔하여 시청하십

시오.
Video
Tutorial

15 ·D260



리튬 배터리 프로그램(LiPo/LiFe/Lilon/LiHV)

프로세스 중 다양한 정보
충전 또는 방전 프로세스 중에 INC 또는 DEC를 눌러 LCD 화면에서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LP3S 1.5A 12.14V

BAL 000:50 00022

4.07 4.06 4.11 V

0.00 0.00 0.00 V

FUEL= 90%

CELL= 4.10V

INC

INC

LP3S 1.5A 12.14V

BAL 000:50 00022

INT. TEMP     37°C

DEC

DEC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최종 전압.

입력 전압

안전 타이머 ON 및 시간(분)

용량 차단 ON 및 설정된 용량 제한 값.

배터리가 밸런스 리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배터리 팩에 있는 각 셀의 전
압.

내부 온도

배터리 팩의 충전 용량 백분율 및 평균 셀 전압.

실시간 상태: 배터리 유형, 배터리 셀 수, 충전 전류, 배터리 팩 총 전압, 작
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DEC

DEC

DEC

END VOLTAGE

12.6V(3S)

IN POWER VOLTAGE

12.56V

SAFETY TIMER

ON   200MIN

CAPACITY CUT-OFF

ON      5000M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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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H/NiCd 배터리 프로그램

NiMH CHARGE

CURRENT     2.0A

ENTER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DEC 또는 
IN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속도로 조정합니다. 충전 전류를 설
정할 때 배터리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ENTER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NiMH 2.0A    5.42V

CHG  002:22  00106

NiMH/NiCd:

이 프로그램은 NiMH/NiCd 배터리 충전/배출에만 적합합니다. D260은 다음과 같은 NiMH/NiCd 
충전 모드를 제공합니다. 충전, 자동 충전, 방전, 재피크 및 사이클.

Selecting the Battery Type:

D260 전원을 켠 후 충전하려는 배터리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도달할 때까지 INC 또는 DEC 
버튼을 반복해서 누릅니다. 이 예에서는 "NiMH BATT" 또는 "NiCd BATT" 프로그램을 선택했습

니다. 이제 ENTER 버튼을 눌러 원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합니다.

NiMH/NiCd 충전 모드: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06-08페이지의 경고 및 안전 정보를 모두 읽고 이해했는지 확인하

십시오.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화면에 "충전"이라고 표시되지 않으면 DEC 또는 INC 버튼을 사
용하여 "충전" 모드로 변경합니다.

NiMH/NiCd 자동 충전 모드:
이 모드에서는 충전기가 연결된 NiMH 또는 NiCD 배터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완전 충전 
및 차단 임계값을 결정합니다. 배터리 사양에 따라 안전한 레벨에 대한 충전 전류 상한을 설정하

면 특정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대 허용 충전 속도를 모를 경우 충전기를 최대 
1C(배터리 mAh/1000, 예: 3200mAh = 3.2A)로 설정합니다.

배터리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NIMH/NICD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NIMH/NICD 배터리 프로그램에서 LIPO 배터리를 충전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WARNING! 

START/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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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류, 배터리 전압, 작
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배
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화면에 "End: FINED"라고 표시되고 충전기

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충전 과정 중에 언제든지 STOP 버튼을 눌러 
충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NiMH/NiCd 배터리 프로그램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충전 모드를 "자동 충전" 설정으로 변경합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
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속도로 조정합니다. 충전 
전류의 상한 속도를 설정할 때는 배터리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

시오.

START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류, 배터리 전
압,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화면에 "End: FINED"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충전 과정 중에 언제든지 STOP 
버튼을 눌러 충전을 중지할수있습니다.

NiMH/NiCd 방전 모드 :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배출" 모드를 선택합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
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방전 속도로 조정합니다.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전압 차단

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
하는 속도로 조정합니다.

지침 때 차단 전압 설정을 배터리엡니다.그 D260는 배터리가 사
전 설정된 전압 차단에 도달했다 방출을 중단할것이다.

START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방전을 시작합니다. 방전이 시작되

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방전 전류, 배터리 전압, 작동 모드, 경과 
시간 및 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START/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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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H  1.3A  10.42V 

AUT  002:22  00106 

NiMH DISCHARGE 

1.3A CUT:9.6V 

NiMH  1.3A  5.42V 

AUT  002:22  00106 

NiMH  자동  충전 

전류  1.3A



NiMH/NiCd 배터리 프로그램

방전이 완료되면 화면에 "End:COFFE-VOL"이라고 표시되고 충
전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충전기에는 경과 시간, 종료 전압 및 방전 용량이 mAh 단위로 표
시됩니다.
방전 과정에서 STOP 버튼을 언제든지 눌러 방전 과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NiMH/NiCd 리피크 모드:
NiMH 및 NiCD 배터리에만 적용되며, 충전기는 리피크 모드에서 한 번, 두 번 또는 세 번 연
속으로 자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

는지 확인하고 배터리가 빠르게 충전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각 재피크 
충전 후 5분간의 냉각 지연이 발생합니다.

리피크 모드에서는 D260이 충전 모드에서 입력한 충전 전류 및 전압 설정을 사용합니다.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RE-PEK" 모드를 선택합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Repeak 
cycle number 1이 화면에서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사이클 카운트를 스크롤하고 1과 3 사이의 숫자

를 설정합니다.
START(시작) 버튼을 3초간 길게 눌러 다시 피크 프로세스를 시
작합니다.

Re-Peak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
류, 배터리 전압,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

됩니다. Re-Peak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화면에 "End:RE-
PEACE"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리가 울립니다.

NiMH  1.3A  10.42V

RPC  004:04  00686

START/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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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H RE-PEAK 

2

[ TIME: 00:04:04 ] 

9.6V 00640mAh 



NiMH/NiCd 배터리 프로그램

NiMH/NiCd 사이클 모드

D260은 NiMH/NiCd 배터리의 사이클링을 용이하게 합니다. 방전 및 재충전(사이클링) 과
정은 간단한 한 번의 작업으로 자동 수행이 가능하며 NiMH/NiCd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한

다. 방전되어 일정 기간 보관된 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
능한 배터리 잔량이 증가하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됩니다.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CYCLE" 모드를 선택합니다. 사이클 모드에서는 
"DCHGchCHG" 또는 "CHGdDCHG"의 두 가지 사이클 옵션이 제
공됩니다. "DCHGchCHG" 옵션은 먼저 배터리를 방전시킨 다음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CHGdDCHG" 옵션은 먼저 배터리를 충전한 다음 배터리를 방전

시킵니다. 이 화면에 원하는 사이클링 옵션이 표시되지 않으면 
START 버튼을 한 번 누르면 이 설정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이 설정을 변경합니다.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사이클 카운트가 깜박이기 시작합니

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D260을 실행할 사이클 수로 
변경합니다. D260은 배터리를 최대 5회 연속 사이클링할 수 있습

니다.
START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Cycle Mode가 시작됩니다.

사이클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방전 전류, 배터

리 전압, 작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
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D>C" 또는

"C>D". 선택한 사이클 순서를 나타냅니다. "D" 또는 "C" 중 하나가 
깜박입니다. 이 깜박임은 현재 실행 중인 사이클의 일부를 나타냅

니다.

START/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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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MH  0.5A  9.6V 

D > C  004:04  00034 

NiMH CYCLE 

CHG > DCHG 5

NiMH CYCLE 

DCHG > CHG 2 



Pb 납산 배터리 프로그램

NiMH/NiCd 프로세스 추가 정보:
NiMH/NiCd 배터리 충전/배출 프로세스 중에 D260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Int. Temp 37 C  

델타 피크 전압 감
도 설정

내부온도

안전 타이머 설정

입력 전압

용량 제한 설정

이 프로그램은 NiMH/NiCd 배터리와 크게 다른 공칭 전압이 
2~20V인 Pb(납산) 배터리 충전에만 적합합니다. Pb 배터리는 
0.1C의 낮은 전류로 충전하는 것이 좋으며 빠른 충전에 사용할 
수 없다. 배터리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지침을 따르십시오.

D260은 다음과 같은 Pb 충전 모드를 제공합니다. 충전 및 방전.

Pb 납-산 배터리 프로그램 Pb(납-산):

Pb 충전 모드: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정상 CHG" 모드로 변경

합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충전 속도로 조정합니다. 전류 속도는 용량의 1/10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A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 속도를 2A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류 속도를 설정

할 때는 배터리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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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PROGRAM 

Pb BATT 

NIMH SENSITIVITY 

D.PEAK 4MV/CELL 

IN POWER VOLTAGE 

12.56V

CAPACITY CUT-OFF 

ON 5000MAH  

SAFETY TIMER 

ON 200MIN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공칭 배터리 팩 전압이 깜박이기 시
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전압과 셀 수를 설정
합니다.
START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류, 배터리 전
압, 작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화면에 "완료"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
리가 울립니다.

Pb 납산 배터리 프로그램

Pb AGM 모드: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AGM CHARGE" 모드로 
변경합니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충전 속도로 조정합니다. 전류 속도는 용량의 1/10로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A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 속도를 2A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류 속도를 설정

할 때는 배터리에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공칭 배터리 팩 전압이 깜박이기 시
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전압과 셀 수를 설정
합니다.
START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류, 배터리 전
압, 작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화면에 "완료"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
리가 울립니다.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공칭 배터리 팩 전압이 깜박이기 시
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전압과 셀 수를 설정
합니다.
START 버튼을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충전이 시작됩니다.

Pb 콜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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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COLD CHG

1.5A  12.0V(6P) 

P-6 1.5A 13.56V 

CHG 002:22 00106 

Pb  AGM CHG

1.5A  12.0V(6P)

P-6 1.5A 13.56V 

CHG 002:22 00106 

Pb  NORMAL CHG

1.5A  12.0V(6P) 



Pb 납산 배터리 프로그램

Pb 방전 모드:
올바른 배터리 유형을 선택한 후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배출" 모드로 변경합니
다.
START 버튼을 누르면 암페어 값이 깜박이기 시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값을 원하는 방전 속도로 조정합니다. 전류 속도를 설정할 때는 배터리와 함께 제공된 지침
을 따르십시오.

START 버튼을 다시 누르면 공칭 배터리 팩 전압이 깜박이기 시
작합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전압과 셀 수를 설정
합니다.
START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방출이 시작됩니다.

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셀 수, 방전 전류, 배터리 
전압, 경과 시간 및 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방전
이 완료되면 화면에 "완료"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리가 울립
니다.

추가 Pb 프로세스 정보:
Pb 배터리 충전/배출 프로세스 중에 D260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INC 또는 
DEC 버튼을 사용하여 다음 정보도 볼 수 있습니다.

SAFETY TIMER

ON 200MIN 

용량 차단 설정 안전 타이머 설정

내부온도

충전이 시작되면 충전기에는 배터리 유형, 충전 전류, 배터리 전
압, 작동 모드, 경과 시간 및 충전 용량 등의 실시간 정보가 표시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화면에 "완료"라고 표시되고 충전기에서 벨소리
가 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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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전압

P-6 1.5A 13.56V 

CHG 002:22 00106 

INT. TEMP 37 C 

IN POWER VOLTAGE 

12.56V 

CAPACITY CUT-OFF 

ON 5000MAH 

P-6  1.0A  13.56V 

DCH  005:10  00964

PB  DISCHARGE 

1.5A  12.0V(6P) 



DC 전원 공급 장치

조작 지침
BATT/PROGRAM

DC POWER SUPPLY

POWER SET

U=0.0V       I=0.0A

ENTER

ENTER

D260을 전원 공급 장치로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D260을 AC 전원 또는 DC 전원에 연결하
는 것이 선택 사항입니다. D260이 전원에 연결되면 버튼 스위치를 켜면 전원 공급 장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력 전압 및 전류는 선택할 수 있으며, 전압은 5.0-25.0V, 
전류는 0.1-14.0A입니다. 사용자는 실제 관행에 따라 적절한 전압 및 전류를 설정할 수 있
습니다.

DC 전원 공급 장치 사용에 대한 튜토리얼 비디오를 
스캔하고 시청하십시오.

Video
Tutorial

POWER SET

U=13.0V       I=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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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스크롤하여 DC POWER Supply 프로그램에 들어갑니
다.

DC 충전기 또는 기타 장치의 출력 전압 및 전류를 설정합니다.
설정 후 ENTER 버튼을 길게 눌러 전원 공급 장치를 활성화합니
다.

참고:
DC 출력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 타이어 워머, 엔진 워머, LED 피트 라
이트, 미니 팬 및 DC 전원 납땜 아이언에 대한 DC 출력을 테스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시장의 모든 DC 구동 기어에서 잘 작동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배터리 메모리 세트 및 콜아웃

[ BATT MEMORY 1 ]

ENTER SET->

BATT TYPE

LiPo

BATT VOLTAGE

22.2V ( 6S )

CHARGE CURRENT

5.0A

DISCHG CURRENT

2.0A

DISCHG VOLTAGE

3.0V/CELL

TVC=YOUR RISK!

4.20V

SAVE PROGRAM 

ENTER

충전기 당신의 편의를 위해, 저장된 프로필 빨리 설정 프로세스를 갈 필요 없이 회상되어 
질 최대 20명의 다른 charge/discharge profiles(각 채널 10대)저장할 수 있다.
언제 그 프로그램에 매개 변수 값을 바꾸려고 합니다. 언론 START/ENTER 당시 정부 간협
상 위원회 또는 DEC.과 값을 함께 바꾼다 눈을 깜빡이기 만들기값은 한번 START/ENTER
을 눌러 저장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모든 화면 예를 들어 6S(22.2V)LiPo 배터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메모리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각 채널에 10개의 다른 충전/배출 프로파일을 저장할 수 있다.)

배터리 유형(LiPo/LiFe/Liion/LiHV/NiMH/NiCd/Pb)을 설정합니다.

셀의 전압 및 개수(1S-6S)를 설정합니다.

충전 전류(0.1-14.0A)를 설정합니다.

방전 전류(0.1A-2.0A)를 설정합니다.

방전 전압(3.0-3)을 설정합니다.3V/셀).

단자 전압(4.18~4.25V)을 설정합니다.

ENTER를 눌러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1.배터리 메모리 세트

START/ENTER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DEC INC

START/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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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메모리 세트 및 콜아웃

LiPo BALANCE CHG

5.0A    22.2V(6S)

SAVE PROGRAM 

SAVE�.

[ BATT MEMORY 1 ]

LiPo ��� 22.2V (6S)

[ BATT MEMORY 1 ]

C:5.0A     D:2.0A

저장된 프로필의 배터리 유형과 배터리 셀을 나타냅니다.

2. Battery Memory Call Out

START/Enter를 3초간 눌러 프로세스를 시작합니다.

START/ENTER
>2 Seconds

[ BATT MEMORY 1 ]

C:5.0A     D:2.0A

DEC INC

예: 메모리 선택 1
START/Enter를 2초간 길게 눌러 메모리를 호출합니
다.

DEC/INC를 눌러 메모리 번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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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정

SAFETY  TIMER

ON 120MIN

CAPACITY CUT-OFF

ON        5000MAH

TEMPERATURE UNIT

CELSIUS

이 프로그램은 충전 중에 배터리로 공급되
는 최대 충전 용량을 설정합니다. 델타 피크 
전압이 감지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 안
전 타이머가 만료되면 이 기능은 선택된 용
량 값에서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중지합니다.

충전 프로세스를 시작하면 통합 안전 타이
머가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이는 배
터리가 고장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종단 회
로가 배터리 충전을 감지할 수 없는 경우 과
충전하지 않도록 프로그래밍됩니다. 안전 
타이머 값은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
을 정도로 충분히 커야 합니다.

OFF/
ON
(100-50000 mAh)

전원을 처음으로 켤 때 필수 사용자 설정의 기본값으로 작동합니다.화면에는 다음 정보가 
순서대로 표시되고 사용자는 각 화면에서 파라미터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파라미터 값을 변경하려는 경우 START/ENTER를 눌러 깜박이게 한 다음 
INC 또는 DEC로 값을 변경합니다. START/Enter를 한 번 누르면 값이 저장됩니다.

항목 선택 설명

OFF/
ON
(1-720 Min)

Celsius
Fahrenheit

원하는 대로 섭씨 또는 화씨로 표시되는 온
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POWER SET

U=0.0V  I=0.0A

U: 5.0-25.0V
 I: 0.1-14.0A

채널 A와 채널 B의 정격 전력 130W. AC/
DC 모드에서 전원 공급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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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선택 설명

시스템 설정

NIMH�SENSITIVITY
D.PEAK  �     4MV

NICD�SENSITIVITY
D.PEAK  �     4MV 

Default: 4mV/Cell
3-15mV/Cell

KEY BEEP ON

BUZZER ON
OFF/ON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신호음이 울리며 동작
을 확인합니다. 작동 중에 신호음이나 멜로
디가 여러 번 울려서 다른 모드 변경을 알렸
습니다.

DC INPUT LOW

CUT-OFF    11.0V
10.0-12.0V

이 프로그램 입력. 배터리의 전압을 관측하
고 있다.만약 전압이 값 아래로 내려가면 당
신은 작업을 강제로 입력 배터리를 보호하
기 위해 종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NiMH/NiCd 배터리 전용입니
다. 충전기가 델타 피크 값이 사용자가 설정
한 값에 도달하는 것을 감지하면 충전기에
서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다고말합니다.

LOAD FACTORY SET

ENTER

VERSION

HW:1.00 SW: 1.00

ENTER를 눌러 공장 기본 설정을 로드합니다.

하드웨어 및 펌웨어 버전을 나타냅니
다.

REST TIME

CHG>DCHG   10MIN
1-60Min

충전/배출 사이클 사이에 배터리를 냉각시
킬 수 있는 휴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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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iP

o

L
iP

o

배터리 전압계

사용자는 배터리의 총 전압, 최고 전압, 최저 전압 및 각 셀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기 메인 배터리 리드에 배터리 소켓에 연결하고 와이어 밸런스를 맞춰 소켓
밸런스를 조정하십시오.

BATT/PROGRAM

BATT METER

4.20  4.19  4.19 V

4.18  4.18  4.19 V

MAIN 25.13V  

H4.200V  L4.182V

START/ENTER를 눌러 리튬 배터리 미터 프
로그램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각 셀의 전압이 표시됩니다.

화면에 총 전압, 최고 전압 및 최저 전압이 표시됩
니다.

START
ENTER

DEC

이 다이어그램은 전압을 
확인하기 위해 배터리를 
연결하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줍니다.

INC

4.16 4.15 4.17V
4.15 4.16 4.15V

B

A

4.16 4.15 4.17V
4.15 4.16 4.1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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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저항계

사용자는 배터리의 총 저항, 최대 저항, 최저 저항 및 각 셀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기 메인 배터리 리드에 배터리 소켓에 연결하고 와이어 밸런스를 맞춰 소켓
밸런스를 조정하십시오.

START/ENTER를 눌러 리튬 배터리 저항 프
로그램에 들어갑니다.

START/ENTER를 눌러 리튬 배터리 저항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총 저항, 최고 저항 및 최저 저항이 표시됩니
다.

Start
Enter

BATT/PROGRAM

BATT RESISTANCE

012 005 005 �mΩ
006 �mΩ

��TATAL:�28mΩ
H:�12mΩ�  L:�5mΩ

DEC

이 다이어그램은 정확한
방법은 저항 확인하세요
배터리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 주다.

INC

L
iP

o

L
iP

o
B

005 003 003  mΩ
005 003 003  mΩ

A
005 003 003  mΩ
005 003 003  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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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및 오류 메시지

오류가 발생할 경우 화면에 오류의 원인이 표시되고 가청음이 울립니다.

잘못된 극성이 연결되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CONNECT ERROR

CHECK MAIN PORT
배터리 연결이 잘못되었습니다.

배터리 팩에 들어 있는 한 셀의 전압이 너무 높습니다.CELL ERROR

HIGH VOLTAGE

배터리 팩에 들어 있는 한 셀의 전압이 너무 낮습니다.CELL ERROR

LOW VOLTAGE

장치의 내부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INT.TEMP.TOO HI

DC IN TOO LOW
입력 전압이 11V 미만입니다.

입력 전압이 18V 이상입니다
DC IN TOO HIGH

BATTERY WAS FULL 배터리 전압 사용자가 설정할 때 밸런스 모드에서 충전
최대 전압보다 높다.

CELL ERROR

VOLTAGE-INVALID
배터리 팩의 셀 하나가 잘못된 전압입니다.

OVER CHARGE

CAPACITY LIMIT

배터리 용량이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용량보다 큽니다.

OVER TIME LIMIT 충전 시간이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충전 시간보다 길다.

31 ·D260



사용설명서  [Version 1.00]

D260 BALANCE CHARGER / DISCHARGER / POWER SUPPLY
260W

1. SKYRC D260 충전기

2. 충전케이블  X 2

3. 파워코드

4. 설명서

32

박스에 포함된 내용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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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AC 입력전압 : 100-240VDC 입력전압  : 11-18V 

디스플레이타입 : 128x64 LCD 
케이스재질 : 메탈 & 플라스틱  
케이스 사이즈160x150x71mm

             디스플레이 백라이트: Cool White 
             컨트롤: 5개 단추 
             무게: 896g     

DC 전원 공급기 출력: 130W 채널당

PC 통신: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한 USB 포트

외부 포트: 2-6S Balance Socket-XH,  Micro USB Port for Firmware Upgrade,

Battery Socket,  AC/DC Input,  DC Output,  

5V-2.1A USB Output.

NiMH/NiCd용 델타 피크 검출: 3-15mV/셀/기본: 4mV/셀 
충전 전압: NiMH/NiCd: 델타 피크 감지

���� LiPo: 4.18-4.25V/cell     LiIon: 4.08-4.2V/cell

LiFe: 3.58-3.7V/cell       LiHV: 4.25-4.35V/cell 
밸런스전류 : 500mA/cell

판독 전압 범위: 0.1-26.1V

배터리 종류/셀:  LiPo/LiIon/LiFe/LiHV: 1-6cells

NiMH/NiCd: 1-15cells

��������� Pb: 2-20V

배터리 용량 범위: NiMH/NiCd: 100-50000mAh  

LiPo/LiIon/LiFe/LiHV: 100-50000mAh    

������������������������������������������������������Pb: 100-50000mAh 
충전전류 : (0.1A-14.0A) x2

안전 타이머: 1-720minutes / OFF

충전 와트수:  130Wx2  

방전 전류: (0.1A-2.0A) x2

방전 차단 전압: NiMH/NiCd: 0.1-1.1V/cell

LiPo: 3.0-3.3V/cell      LiIon: 2.9-3.2V/cell

LiFe: 2.6-2.9V/cell      LiHV: 3.1-3.4V/cell

Pb: 1.8-2.0V/cell

방전 전력량: 10Wx2

밸런스 셀: 2-6 cells

메모리: 10x2 다른 충전/배출 프로파일
충전방법: 리튬 종류 및 납(Pb) 배터리용 CC/CV

NiMH/NiCd에 대한 델타 피크 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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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정보

이 기호는 일반 가정용 폐기물의 수명이 다하면 폐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충전기를 지역 
폐기물 수거지점 또는 재활용 센터로 옮기십시오. 이는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 및 별도의 폐
기물 수집 시스템을 갖춘 다른 유럽국가에 적용됩니다.(참고용)

SkyRCD260은 모든 관련 의무 EC 지침과 FCC Part 15 Subpart B를 준수한다.

EN 55014-1:2017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N 55014-2:2015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가전제품, 전기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Part 1: 배출물

가전제품, 전기공구 및 유사기기의 요구사항 – 
Part 2: 내성 - 제품군 표준

EN 61000-3-2:2014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3-2: 고조파 전류 방출에 대한 한계치(상
당 16A까지 포함)

EN 61000-3-3:2013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EMC)

Part 3-3: 한계 - 공중 저전압 공급 시스템의 전압 변
화, 전압 변동 및 플리커 제한(상당 정격 전류 µ 
16A) 및 조건부 연결 대상이 아닌 경우

EN 60335-2-29:2004+A2:2010+
A11:2018 to be used in conjunction
with EN 60335-1:2012+A11:2014+
A13:2017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 장
치의 안전성

FCC Rules Part 15 Subpart B 의도하지 않은 라디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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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참고:
이 장치는 FCC 규칙의 Part 15를 준수합니다. 작동에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1) 본 기기는 유해한 간섭을 유발하지 않으며, (2) 본 기기는 원치 않는 작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간
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수용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본 장비의 무단 개조 또는 변경으로 인한 라디오 또는 TV 간섭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이나 변경은 장비를 운용하는 사용자의 권한을 무효화할수 있다.
이 장비는 FCC 규칙 파트 15에 따라 B 등급 디지털 장치의 한계를 준수하는 것으로 테스트되었

으며 확인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 시설에서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도

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생성, 사용 및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
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설
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장비가 장비를 껐다가 켜서 결정할 수 있
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조치중 하나 이상

을 사용하여 간섭을 교정하도록 권장한다.

–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위치를 변경합니다.

–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늘립니다.
– 장비를 수신기가 연결된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연결합니다.

– 딜러점 또는 숙련된 라디오/와 상의하십시오.TV 기술자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FCC의 RF 노출 지침을 준수하려면 이 장비를 라디에이터와 사용자 몸 사이의 최소 20cm 거리

를 두고 설치 및 작동해야 합니다.

규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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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최종 충전 전압: 배터리의 충전 한계(용량 한계)에 도달한 전압입니다. 충전 프로세스는 이 시
점에서 높은 전류에서 낮은 유지 보수 속도(트라이플 충전)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부터 더 높
은 전류 충전이 과열되어 결국 팩이 손상됩니다.

최종 방전 전압: 배터리의 방전 한계에 도달한 전압입니다. 배터리의 화학적 성분에 따라 이 
전압의 레벨이 결정됩니다. 이 전압 이하에서는 배터리가 완전 방전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팩 내의 개별 세포가 역분극되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수있습니다.

A, mA: 충전 또는 방전 전류와 관련된 측정 단위.1000mA = 1A (A=Amper,mA=Milliampere)

아, mAh: 배터리 용량 측정 단위(Amperex 시간 단위, h = 시간 단위) 만약 팩이 2A의 전류에
서 1시간 동안 충전된다면, 그것은 2Ah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것입니다. 0.5A에서 4시간, 8A
에서 15분(=1/4시간) 동안 충전할 경우 동일한 양의 충전(2Ah)을 받습니다.

'C'-등급: 용량을 'C' 등급이라고도 합니다. 일부 배터리 공급업체는 배터리 'C' 등급을 기준으
로 충전 및 방전 전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1C' 전류는 배터리의 정격 용량 번호와 
동일하지만 mA 또는 전류로 표시됩니다. 600mAh 배터리는 1C 전류 값이 600mA이고 3C 전
류 값은 (3 x 600mA) 1800mA 또는 1.8A입니다. 3200mAh 배터리의 1C 전류 값은 
3200mA(3.2A)입니다.

공칭 전압(V): 배터리 팩의 공칭 전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NiCd 또는 NiMH: 팩의 
총 셀 수에 1.2를 곱합니다. 8셀 팩의 공칭 전압은 9.6V(8x1.2)입니다.
-.LiPo: 팩의 총 셀 수에 3.7을 곱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3-셀 LiPo의 공칭 전압은 11.1V(3x3.7)입
니다.
-.LiIo: 팩의 총 셀 수에 3.6을 곱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2-셀 LiIo의 공칭 전압은 7.2V(2x3.6)입니
다.
-.LiFe: 팩의 총 셀 수에 3.3을 곱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4셀 LiIo의 공칭 전압은 13.2V(4x3.3)입니
다.
-.LiHV: 팩의 총 셀 수에 3.7V를 곱합니다. 직렬로 연결된 4셀 LiHV의 공칭 전압은 14.8V(4x3.7)입
니다.
배터리의 공칭 전압이 배터리 라벨에 인쇄되지 않은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에 문의
하십시오. 배터리의 정격 전압을 추측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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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및 서비스

이 충전기는 본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배터리 유형에 한해 사용하도록 설계 및 승인되었습니다. SkyRC
는 충전기가 명시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당사는 귀하가 충전기와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기기를 사용, 작동 및 유지관
리하는 방법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사는 제품의 무능하거나 잘못된 사용 및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손상 또는 비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고용된 법적 주장과 관계없이, 우리의 보상금 지급 의무는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 즉시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여된 SkyRC 제품의 송장 금액에 한정된다.

책임배제

보증 및 서비스
우리는 이 제품이 구매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 제조 및 조립 결함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보증은 구매시
점에 존재하는 자재 또는 운영상의 결함에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딜러 정책에 따르십시요,  

본 보증은 오용, 개조 또는 본 매뉴얼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손상 또는 후속 손
상에 대해 유효하지 않습니다.

보증 서비스는 중국에서만 유효합니다.
해외에서 보증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먼저 해외 보증 요청 처리를 담당하는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높은 배송비 때문에 중국으로 반송하기 위한 복잡한 통관 절차. SkyRC는 해외 최종 사용자에게 직
접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매뉴얼에 언급되지 않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info@skyrc.cn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참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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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버전은 www.skyrc.com에서 다
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info@skyrc.cn으로 메시지를 
보내 SkyRC에 문의하십시오.
모든 권한이 예약되었습니다.

RoHS
모든 사양과 수치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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