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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상 주의사항

*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기술자 외에는 본 제품을 열지 마십시요.
* 본제품은 220V 전용 제품입니다.

* 청소 및 관리는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해주십시요.
*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원을 차단해 주십시요.
* 전원코드가 손상된 경우에는 제조사, 판매처 또는 전기설비 전문업체를
통해 교환해 주십시요.
* 충전기 사용전에 사용설명서를 숙지해 주십시요.
* 충전기 본체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
시요.
* 충전기를 사용하기전에 외관상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조사 또는 판매
처로 연락해 주십시요.
* 폭발물질이나 인화성물질이 충전기 인근에 있는 경우 사용을 중지해 주십
시요.

* 우천 또는 낙뢰 시 사용을 중지해 주십시요.
* 충전기를 임의로 분해하지 마십시요.
* 충전케이블 연결 커넥터에는 정해진 규격의 케이블만을 연결해 주십시요.
* 충전기 사용시 주변에 어린이가 있을 경우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십시요.
* 충전 중에는 충전중인 차량의 세차, 정비등의 차량관리 작업을 하지 마십
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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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전기 기능 설명

충전기 상태 표시창
충전시작/충전종료/예약버튼
충전 소켓(B타입)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 사용
-KSC/IEC62296-1

카드 접촉부(본체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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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드 사용 시 등록방법

사용모드

등록모드

1.전면 커버를 연다.(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체결나사 4개를 반시계방향으로
풀어준다.)
2.전면 커버 후면의 회로보드 우측의 [DIP2] 스위치 2개를 그림과 같이
ON위치로 올리면 카드등록모드가 된다.
3.RF카드를 우측면의 카드 접촉부에 터치하면 “삐”소리가 나며 새로운 RF
카드가 등록된다. 최대 3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30개를 초과하면 앞서
등록된 카드는 지워지고 새로운 카드가 등록된다.
4.[DIP2] 스위치 2개를 모두 OFF 위치로 내리면 카드등록이 저장된다.
충전 전류 설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DIP2]를 해당위치
로 설정한다.
5.[DIP1] 스위치 2개가 OFF(전용카드 사용모드)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6.전면 커버를 원래대로 체결한다.
비인증 모드로 자유롭게 사용을 원할 경우

그림과 같이 [DIP1] 스위치 2개를
모두 ON위치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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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전 전류 선택 방법

충전 전류를 32A 보다 낮게 조정해서 충전하려면
회로보드내의 [DIP2] 스위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선택하면 됨.
32A/15A/10A 를 선택할 수 있음.

DIP2
스위치

전류설정 32A

전류설정 15A

전류설정 10A

RF카드 등록모드
(카드 등록을 완료하면 반드시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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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충전 시작하기

1.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합니다.
2. 인증카드를 접촉하여 인증합니다.
(1) 비인증모드에서는 전용카드 접촉없이
사용합니다.
(1) 전용카드모드에서는 전용카드를 카드
접촉부에 접촉하여 “삐“소리가 나면
인증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버튼 조작이 가능합니다.
3. 표시창 하단의 충전시작버튼을 터치하여
충전을 시작합니다.
4. 표시창에 “충전”이 표시되며 충전 전력량/
충전시간/충전전류가 순차적으로 표시되면
정상 충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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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약 충전하기

1.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고 인증카드를
접촉하여 인증합니다.
(1) 비인증모드에서는 전용카드 접촉없이 사용합니
다.
(2) 전용카드모드에서는 전용카드를 카드 접촉부에
접촉하여 “삐“소리가 나면 인증이 확인된 것입
니다.
2. 대기 시간 입력
(1) 표시창 하단의 예약버튼을 6초 이상 터치하면
“삐”소리가 나며 예약모드로 변경됩니다.
(2) 숫자 표시창에 대기 시간이 1:00 으로 표시되
며 예약버튼을 터치하면 1시간 단위로 변경됩니다.
대기 시간은 실제 충전을 시작할 시점까지 대기할
시간을 말합니다.
(3) 원하는 대기 시간을 선택한 후 예약버튼을 6초
이상 터치하면 “삐”소리가 나며 충전 예약이 완료
됩니다.
3. 예약 완료
표시창에 대기표시와 예약 대기 시간이 표시되면
충전예약이 완료된 것입니다. 예약 대기 시간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단위로 감소하게 됩니다.
5. 충전 시작
대기 시간이 0:00 이 되면 충전이 자동으로 시작됩
니다.

* 예약대기 상태에서 예약버튼을 1회 터치하면 예
약이 취소됩니다. (전용카드모드에서 먼저 카드를
접촉한후 예약버튼을 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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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충전 종료하기

1. 인증카드를 접촉하여 인증합니다.
(1) 비인증모드에서는 전용카드 접촉없이 사용
합니다.
(2) 전용카드모드에서는 전용카드를 카드 접촉
부에 접촉하여 ‘삐’소리가 나면 인증이 확인

된 것입니다.
2.충전종료버튼을 터치합니다.
표시창에 “완료”가 표시되며 충전이 종료됩니
다.
3.케이블을 분리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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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충전기 사용 관련 자주하는 질문

1.전원을 ON 할 때 표시창에 [01:LI]가 보인다.
답) AC전원 입력의 L선과 N선이 바뀌어서 연결되었습니다.
L과 N선을 바꿔서 다시 연결해 주십시요.
2.충전케이블을 연결하고 충전시작버튼을 터치한 후 15초 이상 경과해도
“대기” 상태로 충전이 시작되지 않는다.
답) 차량이 충전예약모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예약 충전하기를 원한다.
답1) 충전기의 충전예약기능을 이용하세요.

답2) 차량에 예약기능이 있는 경우 차량에서 충전 예약을 설정하고 충전기
에서 충전을 시작하세요.
이때 충전기는 충전시작시점까지 대기상태로 있게 됩니다.
4.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충전기의 전력소모는 얼마나 되나요?
답) 본 충전기는 저전력으로 설계되어 대기중일때 휴대폰보다 적은
약 1.8W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A/S문의 : ㈜클린일렉스 181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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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충전기 배송 시 포함 부품

1) 사용설명서: 1부
2) 설치부품

1

1종 Screw M4X25 (4개)
칼블럭(4개)

2

Screw Cap (검정색 1개)

3

Screw Cap (흰색 1개)

4

Screw (2개)

5

Washer (2개)

6

RF카드 (2장)

2번 Screw Cap

4+5번
Screw, Washer
3번 Screw Cap

10. 충전기 사용 주의사항

사용주의:
전기차 충전용으로 설치된 충전기는
전기차 충전에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외에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 절도에 해당되므로
처벌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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