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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모델

사용 메뉴얼은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
 z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 (RBC1260DO-12B)

면책 성명

 z Renogy는 지속적인 제품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메뉴얼에 있는 정보의 정확성 , 
충분성 또는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

 z Renogy는 사용 메뉴얼의 정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 간접적 , 결과적 또는 
부수적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z Renogy는 부적절한 수리 또는 설치 및 작동으로 인한 고장 , 손상 또는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z 사용 메뉴얼의 그림은 시범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제품 버전 및 구매 국가에 따라 세부 정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z Renogy는 사전 통지 없이 사용 메뉴얼의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 사용 메뉴얼은 © 2022 Renogy 소유입니다 . 사용자 메뉴얼의 
모든 정보는 Renogy 및 해당 라이선스 소유자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 
사용자 메뉴얼은 Renogy 및 해당 라이선스 소유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상표

다음은 미국 및 기타 국가에서 등록된 Renogy 상표입니다 .

RENOGY

사용 메뉴얼의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 사용 메뉴얼 또는 제품에 표시된 모든 상표의 
무단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날짜 및 버전

2022년 3월 , 개정판 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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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 정보

본 사용 메뉴얼은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에 대한 중요한 안전 , 설치 및 작동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설치 및 작동 전에 사용 메뉴얼을 읽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잘 
보관하십시오 . 사용 메뉴얼의 지침이나 주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전 , 화재 , 부상의 위험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충전기가 손상되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품 설치가 어려워할 경우 
기술자에게 장비 설치를 받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사용 기호

다음 기호들은 사용 메뉴얼에서 중요한 정보를 강조 표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경고 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안전하고 적합한 설치와 주행충전기 작동에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알림 디바이스 최적의 성능을 위한 중요한 단계 또는 팁을 알려드립니다 .

제품 작동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기본 안전 정보

경고
 z 충전기에 구멍을 뚫거나 , 떨어뜨리거나 , 부수거나 , 태우거나 , 타격하지 마십시오 .
 z 충전기를 분해 , 수리 , 개조하지 마십시오 .
 z 충전기를 설치 시 직사광선 , 물 또는 기타 액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내에서 설치하세요 .
 z 충전기 고온 방지하기 위해 가열 기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하십시오 . 환기가 잘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충전기를 평면에 놓으십시오 .
 z 이물질이 충전기 접촉부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z 경고 폭발 위험 ! 밀폐된 공간에서 충전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제한된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z 연결 시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연결의 극성을 반대로 설치하면 부상을 입거나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z 본 메뉴얼의 " 권장 케이블 및 퓨즈 "를 참조하여 실제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는 케이블과 퓨즈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z 항상 장치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및 사용하세요 .
 z 설치 및 작동 시 적절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십시오
 z 충전기가 작동 중일 때 커넥터 접점을 만지지 마십시오 .
 z 유지 관리 또는 청소하기 전에 모든 연결을 제거하십시오 .

중요한 안전 정보

사용 기호 기본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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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안전 정보

 z 충전기를 폐지 지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로 폐기하십시오 .
 z 화재 발생 시 전기 기기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십시오 .
 z 보트에 설치하는 경우 : 보트에 전기 장치를 잘못 설치하면 보트에 부식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 설치가 어려우실 경우 (보트 )기술자에게 장비 설치를 권장 드립니다 .

주의
 z 충전기 근처에 가연성 , 독한 화학 물질 또는 증기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충전기 근처에 물 공급원 (배수구 , 스프링클러 또는 수도꼭지 )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사용 기호 기본 안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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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소개

소개

Renogy REGO DC-DC 주행충전기는 기존 주행충전기보다 설치 시간을 절약합니다 . 차량이 이동 
중에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충전 기술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가 
만충되면 메인 배터리를 충전 및 유지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이 있습니다 . 4단계 충전방식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보호 기능을 제공해 드립니다 . 충전기를 캠핑카 , 카라반 , 상업용 차량 , 보트 
및 기타 이동장치에 장착하여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특징

 z 선구적인 양방향 충전
충전기는 운전할 때 메인 배터리에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보조 배터리가 만충되면 메인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를 모두 충전 유지하여 이동 중에도 항상 충족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z 간편한 설치 및 손쉬운 배터리 유형 선택
이 충전기는 기존의 링 단자 대신 앤더슨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 따라서 장치 연결이 상당히 
간소화되어 설치 시간이 60% 이상 절약됩니다 . 특별한 기계적 설계에는 더 이상 복잡한 설정 단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노브로 돌리면 배터리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z 고효율 충전
REGO 주행충전기는 4단계 충전 기술 (벌크 /부스트 /부동 /균등 )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최적의 충전 효율을 구현합니다 .

 z 다양한 배터리 유형과 이동장치와 호환 가능
REGO 주행충전기는 AGM, SLD, Flooded, Gel 및 리튬인산철과 같은 여러 유형의 배터리와 
호환되어 다양한 충전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또한 전통 알터네이터  및 스마트 교류 알터네이터와 
호환 가능합니다 .

 z 안전을 위한 다양한 보호
충전기는 과전압 보호 , 과열 보호 및 역극성 보호를 제공하여 작동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 충전기는 
IEC/EN 60335, FCC-ID, CE-RED 및 MIC를 포함한 여러 인증을 받아 품질을 보장해 드립니다 .

소개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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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논리
작동 논리

4단계 충전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전한 배터리 충전을 위한 4단계 
배터리 충전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 아래 그림과 같이 벌크 충전 , 부스트 충전 , 부동 충전과 균등 
충전입니다 .

A

시간

시간

충전 전류

벌크/고속 
충전(CC)

B
부스트/지속 충전

C
부동 충전

부스트 층잔 잔입
균등 충전 전압

부동 충전 전압
재충전 전압

최대 전류
(정격 전류)

정압시간(CV): 2시간
(범위: 10-300분)

누적 시간: 2시간

배터리 전압

 █ 벌크 충전 :
고전류 급속 충전 단계입니다 . 이 단계에서 최대 전류 값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전합니다 . 
배터리 전압이 사전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다음 부스트 충전 단계로 들어갑니다 .

 █ 부스트 충전 :
배터리 전압이 사전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DC-DC 주행충전기가 정전압 충전 단계에 들어갑니다 . 
부스트 단계에서 전압이 변동하지 않고 충전 전류는 점점 줄어드립니다 .
부스트 단계는 기본적으로 2시간 동안 충전 상태를 유지합니다 . 사용자는 요구에 따라 부스트의 
일정한 시간과 사전 설정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부동 충전 : 
부스트 단계 후에 충전기는 배터리 전압이 부동 충전 전압 설정점으로 떨어집니다 .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면 더 이상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충전 전류가 열이나 가스로 변합니다 . 
배터리에서 연결된 부하가 충전 전류를 초과하는 경우 DC-DC 주행충전기는 더 이상 배터리를 부동 

리튬 배터리 활성화4단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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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논리

충전 설정점을 유지할 수 없으며 DC-DC 주행충전기는 부동 충전 충전 단계를 종료하고 다시 벌크 
충전으로 들어갑니다 .

 █ 균등 충전 :
30일 간격으로 수행됩니다 . 일정 시간 동안 배터리를 의도적으로 과충전하는 것입니다 . 특정 유형의 
배터리는 전해질을 교반하고 배터리 전압의 균형을 유지하며 완전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주기적 균등 충전의 이점이 있습니다 . 균등 충전은 배터리 전해질을 가스화하는 표준 보완 전압보다 
높은 배터리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

주의
 z No-sealed/vented/flooded/wet 셀 납산 배터리만 균등 충전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 
충전기의 기본 설정에서 FLD형 배터리에만 균등 충전을 적용됩니다 .

 z REGO 60A 12V DC-DC 주행충전기는 디폴트로 30일에 한 번 주기로 균등 충전을 합니다 .

리튬 배터리 활성화

리튬 배터리의 BMS 보호 기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끄고 과방전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리튬 배터리를 방전된 상태로 장시간 보관하면 자가 방전으로 인해 남은 전량이 점차 
소모됩니다 . 배터리를 재활성화 시키는 웨이크업 기능이 없으면 이러한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폐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 Rego 주행충전기는 배터리 활성화 기능이 있어 방전된 배터리를 
웨이크업 시킨 후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리튬 배터리 활성화4단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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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
구성품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 x 1 퀵가이드 × 1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VERSION  A1

DC-DC 주행충전기
REGO

12V    60A

이용 가이드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레노지 온도 센서 × 1
(모델명 : RTSCC) ACC 신호선 × 1

장착 나사 × 4

ST 6.3 x 1.8 x 1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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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개요
제품 개요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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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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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t

DC-DC Battery Charger

IGN
CAN CAN

BVS BTS

DC-DC Battery Charger

input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31 14

91165 10 127 8 9

2

No. Part No. Part

1 장착 구멍 7 마이너스 출력 단자

2 오류 상태 표시 8 플러스 출력 단자

3 배터리 상태 표시 9 CAN 통신 포트

4 배터리 유형 설정 노브 10 ACC 신호 와이어 포트

5 플러스 입력 단자 11 BVS (배터리 전압 센서 ) 포트

6 마이너스 입력 단자 12 BTS (배터리 온도 센서 ) 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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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다이어그램
배선 다이어그램

메인 배터리 또는 DC발전기 보조 배터리 시스템

+

마이너스
플러스

input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

출력-보조 
배터리 퓨즈

(80A)

입력-메인 
배터리 퓨즈

(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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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 케이블
권장 케이블

모델 케이블 케이블 길이 (m) 권장 케이블 굵기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 
(RBC1260DO-12B)

입력

0-3m 6 AWG

3-6m 6 AWG

9-6m 4 AWG

출력

0-3m 8 AWG

3-6m 6 AWG to 8 AWG

9-6m 6 A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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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설치 준비

장비

권장 부품 

보조배터리
패키지에 포함된 배터리 어댑터 케이블 (입력 /
출력 )( Anderson PP75 링 터미널 어댑터 

케이블 )

+

-

필요한 도구

렌치 (10mm) 렌치 (14mm) 측정 테이프 절연 테이프

10
m

m
10

m
m

10mm

14
m

m
14

m
m

14mm

3
4

5
6

주행충전기 점검

input

output

DC-DC Battery Charger

1. 충전기에 균열 , 찌그러짐 , 파손 및 기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모든 커넥터 접점은 깨끗하고 오염과 부식이 
없어야 하며 건조해야 합니다 .

경고
 z 충전기에 외부 손상이 있으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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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DC-DC Battery Charger

≥150mm ≥150mm

2. 장착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

경고
 z 충전기를 실내에 설치하고 부품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 충전기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

 z 폭발 위험 ! 밀폐된 FLD 배터리 케이스에 충전기를 설치하지 마십시오 ! 배터리 가스의 농도가 
높은 장소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

 z 충전기는 수직면에 놓고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충전기는 적절한 환기를 위해 위와 아래에 최소 150mm 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
 z 충전기는 상대습도가 0%~95% 사이이고 습도가 적당한 환경에 설치해야 합니다 .

DC-DC Battery Charger

3. 배터리에 연결하는 
케이블의 길이를 측정해 
주세요 .

알림

 z 배터리 어댑터 케이블 또는 태양광 패널 연장 케이블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연장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충전기를 고정해야 하는 위치를 다시 선택해 주세요 .

경고
 z 본 메뉴얼의 권장한 케이블 및 퓨즈 사항을 참조하여 용도에 따라 적합한 케이블을 선택하십시오 .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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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보조 배터리 점검

+

-

1. 보조배터리에 균열 , 찌그러짐 , 파손 및 기타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모든 커넥터 접점은 깨끗하고 오염과 부식이 
없어야 하며 건조해야 합니다 .

 z 설치하기 전에 배터리의 사용 메뉴얼을 꼼꼼하게 읽으십시오 .

알림

 z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충전기는 딥사이클 밀폐형 lead-acid 배터리 , flooded 배터리 , gel 배터리 또는 인산철 리튬 
배터리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z 고용량 lead-acid 배터리 설치 시 특히 주의하십시오 . 보호안경을 착용하시며 부주의하게 
전해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으십시오 .

주의
 z 배터리를 폐기하실 경우 폐지 지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쓰레기로 폐기하십시오 .

경고
 z 배터리에 외부 파손이 있을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
 z 보조 배터리에 파손이 있을 경우 노출된 전해액이나 분말을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
 z 충전 시 배터리가 폭발성 가스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 환기가 잘 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시스템 전압

배터리 또는 배터리 팩 시스템 전압 = 시스템 전압 U

파워뱅크가 직렬연결된 경우 파워뱅크가 병렬연결된 경우

시스템 전압 U: U1+U2+U3 시스템 전압 U: U1=U2=U3

2. 배터리는 필요에 따라 
병렬 또는 직렬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충전기는 
16V 보조 배터리를 
지원합니다 .

경고
 z 배터리 /배터리팩 시스템 전압이 16V를 초과하는 경우 충전기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 사용하지 
마십시오 .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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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알터네이터는 스마트 알터네이터 또는 전통 알터네이터가 있습니다 .
스마트 알터네이터 또는 전통 알터네이터의 연결 방법은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므로 충전기를 
설치하기 전에 차량의 사용 메뉴얼을 참조하거나 차량 공급업체에 문의하여 알터네이터 유형을 
확인하십시오 .
또한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알터네이터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차량 메인 배터리를 찾으세요 .

LO
CK

   
AC

C  ON   START
2. 엔진을 시동걸고 팬 , 라디오 , 조명 및 기타 요소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엔진을 약 5~10분 동안 작동 상태로 
두십시오 .

-+

3. 메인 배터리의 전압을 
체크해 보십시오 . 
판독값이 약 14.4V 
DC 이면 기존 전통 
알터네이터 가능성이 
큽니다 . 판독값이 12.5-
13.5V에 가까우면 스마트 
알터네이터 가능성이 
큽니다 .

알림

 z 일반적으로 전통 알터네이터의 작동 전압은 13.5~16V이고 , 스마트 알터네이터의 작동 전압은 
12.5V~16V 입니다 .

 z 알터네이터 규격은 최소 90A~120A입니다 .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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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경고
 z 연결 시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연결의 극성을 반대로 설치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알터네이터 권장 사항
알터네이터를 점검하고 단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 대부분의 알터네이터에는 3개의 와이어가 
연결됩니다 (BAT+, BAT-, IGN). 아래 표에서 표시된 예시는 참조용입니다 . 실제 배선은 차량 설명서 
및 부품을 참조하십시오 .

➀ BATT+ "B", "Bat" 또는 "Pos"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배터리에 직접 
연결됩니다 .

➁ BATT- "Neg", "Field" 또는 "F"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접지용 단자입니다 . 일부 
알터네이터는 엔진에 직접 접지되기 때문에 이 단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➂ IGN 'ACC',  "IGN" 또는 "L"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ACC 신호 케이블을 
연결하는 위치입니다 .

A S I

시동

시동
 솔레노이드

BATT+

섀시�접지

시동�스위치

ACC 단자�연결�접점

모델명: 표준 3G 알터네이터

3

2
1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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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준비

엔진 베이 퓨즈 블록 권장 사항
차량의 퓨즈 레이아웃을 검토하여 차량이 알터네이터를 사용할 때 작동하는 퓨즈 위치를 확인합니다 . 
점화 장치의 주요 위치는 일반적으로 LOCK, ACCESSORY, ON, START 입니다 .

LOCK 차량 전기가 작동하지 않고 스티어링이 잠겨있습니다 .

ACCESSORY 라디오 및 기타 소형 전자 제품 전원을 공급합니다 .

ON 모든 전기를 켜줍니다 . 

START 엔진을 켜준 후 ON 위치로 되돌아갑니다 .

LO
CK

   
AC

C  ON   START

퓨즈 위치 확인하기 위해 멀티미터로 전압을 체크하고 차량이 시동 
혹은 운행 시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퓨즈 레이아웃에 
IGN 위치가 없을 경우 연결할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퓨즈 홀더 스플라이스 커넥터를 사용할 때 스플라이싱 시 가장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장비 주행충전기 점검 보조 배터리 점검 차량 알터네이터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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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충전기 배선

알림

 z 본 메뉴얼의 "권장 케이블 "를 참조하여 케이블을 선택해 주십시오 .
 z 앤더슨 커넥터의 연결이 단단하고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

input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input output
1. 연결하기 전 배터리 연결 
케이블의 앤더슨 PP75 
커넥터를 올바른 방향과 
극성을 맞춰서 준비해 
주십시오 .

2. 측면을 밀어 앤더슨 PP75 커넥터를 묶으십시오 .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3. 앤더슨 PP75 커넥터를 출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주행충전기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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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충전기 배선

input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input
4. 마찬가지로 입력 
단자의 경우 배터리 
연결 케이블의 앤더슨 
PP75 커넥터를 올바른 
방향과 극성을 맞춰서 
연결하십시오 .

5. 측면을 밀어 앤더슨 PP75 커넥터를 묶으십시오 .

input output

DC
-D

C 
Ba

tte
ry 

Ch
arg

er

6. 앤더슨 PP75 
커넥터를 입력 단자에 
연결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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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배터리 배선
보조 배터리 배선

알림

 z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 볼트 사양에 따라 적절한 렌치를 선택하십시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Output -

+

- 1212

--

1. 주행충전기의 출력 
배선중의 마이너스 전선을 
배터리의 마이너스에 
연결하십시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Output +

2. 안전을 위해 주행충전기 
플라스 단자와 보조배터리 
플라스 단자 간 의 80A 
퓨즈를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

+
+

+

3. 주행충전기의 출력 
배선중의 플러스 전선을 
배터리의 플러스에 
연결하십시오 .

DC-DC Battery Charger

4. 배터리 배선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배터리를 켜놓으면 배터리 
충전기의 배터리 녹색 표시등이 켜집니다 .
배터리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kr.renogy.com 에서 온라인 
문의를 해 주십시오 .

http://kr.renogy.com


23

입력 배선
입력 배선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는 차량의 메인 배터리 (12V)에 디렉트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알림

 z 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 고정 볼트 사양에 따라 적절한 렌치를 선택하십시오 .
 z 링 단자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경고
 z 연결 시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연결의 극성을 반대로 설치하면 장치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Input -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1. 주행충전기 입력 배선 
중의 마이너스 전선을 
메인 배터리의 마이너스에 
연결하십시오 .

IGN
CAN CAN

BVS BTS

IGN
CAN CAN

BVS BTS

2. 전통 알터네이터는 ACC 
신호 와이어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차량의 
DC 발전기는 스마트 
발전기인 경우 ACC 
신호 와이어 커넥터를 
ACC 신호 와이어 
포트에 삽입하고 다른 쪽 
끝은 스마트 발전기의 
점화 신호 포트에 
연결하십시오 . 

Input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3. 안전을 위해 주행충전기 
입력 플라스 단자와 
시동배터리 플러스 단자 
간의 90A 퓨즈를 장착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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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배선

+

+

4. 주행충전기 입력 배선 
중의 플러스 전선을 
메인 배터리의 플러스에 
연결하십시오 .

DC-DC Battery Charger

5. 15 초 지나면 배터리 표시등이 녹색으로 깜박이고 
주행충전기가 작동 하기 시작합니다 . 
배터리 표시등이 켜지지 않으면 kr.renogy.com 에서 온라인 
문의를 해 주십시오 . 

http://kr.ren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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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

알림

 z 충전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장착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DC-DC Battery Charger

DC-DC Battery Charger

주행충전기를 평평한 
표면에 대고 포함된 나사로 
고정합니다 .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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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배터리의 온도를 감지하고 주행충전기에게 전달합니다 . 주행충전기는 배터리의 온도에 
따라 충전 전압을 조절합니다 . 주행충전기가 (-20 ° C to 60 ° C 온도 범위 내에서 )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줍니다 .

주의
 z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가 있는 인산철 (LFP) 배터리에는 온도 센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IGN
CAN CAN

BVS BTS

DC-DC Battery Charger

IGN BVS BTS

1. 온도 센서 단자를 주행충전기의 BTS 포트에 삽입하십시오 .

+

-

2. 절연 테이프로 배터리에 센서를 부착해 주세요 .

온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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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충전기와 모니터링 장치 사이에 근거리 또는 장거리 통신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모니터링 장치 통신을 통해 충전기 또는 전체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세팅이 가능합니다 .

알림

 z 이용 가이드 마지막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DC Home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
 z 연결하기 전에 주행충전기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단거리 모니터링

단거리 모니터링만 필요할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주행충전기를 DC Home 어플에 연결하세요 .

My Renogy

75%

A

Device

DevicesBattery
RBT12400LFPL-... Controller

Scene

Community

Personal

Commonly

RCC60RVRU
%25

A0

0
W0

10h left

Security

Night

IGN
BVS

BTS

DC-DC Battery Charger

새 장치를 검색하려면 
어플 메인 화면의 "+"를 
클릭하십시오 . 새로 찾은 
주행충전기를 장치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

알림

 z 휴대폰과 충전기 간의 거리가 3m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장거리 모니터링

장거리 통신 및 세팅이 필요한 경우 블루투스나 와이어를 통해 충전기를 Renogy ONE에 연결하고 , 
와이파이를 통해 Renogy ONE을 DC Home 어플에 연결하십시오 .
추천 부품 (별도 구매 )

Renogy ONE

알림

 z 연결하기 전에 Renogy ONE의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통신

단거리 모니터링 장거리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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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z 연결하기 전에 kr.renogy.com에 접속하여 Renogy ONE의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십시오 .

12V 전원 공급

IGN
BVS

BTS

DC-DC Battery Charger

My Renogy

75%

A

Device

Devices
Battery

RBT12400LFPL-...

Controller

Scene Community Personal

Commonly

RCC60RVRU

%25
A0 0

W0

10h left

Security Night

12:33
12/23

FULLY 2d13h

2.33ACHARED IN

80
%

CURRENT

RBT1000HJD

80%
1000

HOME

Device

Setting

Ah

RBT1000HJD

0W
0

블루투스를 통해 
주행충전기를 Renogy 
ONE에 연결하고 Wi-Fi 또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Renogy 
ONE을 DC Home 어플에 
연결합니다 . Renogy ONE 
또는 DC Home 어플에서 
주행충전기를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알림

 z 충전기가 다른 디바이스 통신과 연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
 z 휴대폰과 충전기 간의 거리가 3m를 초과하지 마십시오 . 

단거리 모니터링 장거리 모니터링

http://kr.ren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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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작동

배터리 타입 선택

주행충전기의 디폴트 배터리 유형은 AGM/SLD이며 충전기 출력 배선이 연결된 후 배터리 유형을 
수동으로 설정하십시오 .

경고
 z 배터리를 선택할 때 배터리 제조업체의 기술 사양을 참조하십시오 . 잘못된 배터리 유형 선택으로 
인한 손상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1. 보조 배터리가 AGM 
배터리인 경우 노브를 
AGM로 돌려주십시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2. 보조 배터리가 Gel 
배터리인 경우 노브를 
GEL로 돌려주십시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3. 보조 배터리가 Flooded 
배터리인 경우 노브를 
FLD로 돌려주십시오 .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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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4. 보조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인 경우 노브를 
LI로 돌려주십시오 .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5. 배터리의 여러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 
노브를 User로 돌려 유저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

주의
 z User 모드로 들어간 후 DC Home 어플을 사용하여 배터리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User 모드 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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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경고
 z 배터리 파라미터를 수정하기 전에 아래 표를 확인하십시오 . 파라미터를 잘못 선택하여 손상을 
발생할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터리 타입

파라미터
AGM/SLD GEL FLOODED LI (LFP) USER 

(디폴트 ) USER (설정 범위 )

과전압 중료 16.0V 16.0V 16.0V 16.0V [16.0V] —

과전압 제한 15.5V 15.5V 15.5V 14.8V [15.5V] —

균등충전 전압 — — 14.8V — 14.6V 9.0-17.0V

부스트 전압 14.6V 14.2V 14.6V 14.4V 14.2V 9.0-17.0V

부동 전압 13.8V 13.8V 13.8V — 13.8V 9.0-17.0V

부스트 회복 전압 13.2V 13.2V 13.2V 13.6V 13.2V 9.0-17.0V

저전압 재연결 12.6V 12.6V 12.6V 12.8V [12.6V] —

부족전압 회복 12.2V 12.2V 12.2V 12.2V [12.2V] —

부족전압 경고 12.0V 12.0V 12.0V 12V 12.0V 9.0-17.0V

저전압 종류 11.1V 11.1V 11.1V 11.4V [11.1V] —

부스트 지속시간 120 분 * 120 분 * 120 분 * — 120 분 * 10-300 분

균등충전 지속시간 — 120 분 — — 120 분 0-300 분

균등충전 간격 0 일 ** 0 일 ** 30 일 — 30 일 0-250 일

온도 보상 -3
mV/ ° C/2V

-3
mV/ ° C/2V

-3
mV/ ° C/2V — -3

mV/ ° C/2V —

주의
 z * 표시는 보조 배터리 타입이 lead-acid 배터리이고 충전 전류가 3A 미만인 경우 30 초 후에 
자동으로 부동 충전으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

 z ** 표시는 균등 충전 단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
 z 회색으로 표시된 파라미터는 변경할 수 없으며 , 다른 색상으로 표시된 파라미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

 z 대괄호 ([ ]) 안의 파라미터는 관련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며 직접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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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User 모드

경고
 z User 모드 배터리 파라미터를 수정하기 전에 표를 확인하십시오 . 배터리 파라미터 정보는 
배터리 제조 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파라미터 잘못 선택하여 손상을 발생할 경우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대 충전 전류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

최대 충전 전류 : 60A 조절 가능한 충전 전류 : 
60A/50A/40A /30A/20A/10A

균등 충전 전압

(1)  납산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에 전압 값을 문의하고 제공된 값에 
따라 균형 전압을 설정하십시오 .

(2)  배터리 제조업체에 문의하여 균등 충전 전압 설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십시오 .

(3)  균등 충전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부스트 전압으로 설정하십시오 .

부스트 충전 전압
이 전압 값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부동 충전 전압

저전압 경고

이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제조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부스트 지속시간

균등 충전 구간

균등 충전 지속기간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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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알림

 z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이용 가이드 마지막 페이지의 QR코드를 스캔하여 DC Home 어플을 다운로드하세요 .
 z 사용 메뉴얼의 DC Home 그림은 참고용입니다 . 현재 어플 버전을 기준으로 지침을 따르십시오 .

My Renogy

Can be used for

Rain Shower24.4°C~27.2°C °C °F

Fully charged in

No device yet...

Device Community Personal

h

h

1. DC HOME 어플을 열고 "+" 를 눌러 새 장치를 검색하십시오 .

HUB Mode

Searching for device

Please make sure your phone’s Bluetooth is
turned on properly; the device is running
properly and the device’s Bluetooth is
working properly.

Cancel Confirm

RBC1260DO-12B
BT-TH-E32E068D

DC-DC

Found Devices

ConfirmConfirm

2. "Confirm" 을 눌러 새로 찾은 장치를 장치 목록에 
추가하십시오 .

My Renogy

Can be used for

DC-DC

BT-TH-E32E068D

Device

Sunny 46°F~66°F °C °F

h

Device Community Personal

RBC1260DO-12B
DC-DC

BT-TH-E32E068D
RBC1260DO-12B

3. 충전기 아이콘을 눌러 장치 정보 화면에 들어가십시오 .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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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

RBC1260DO-12B

NOT CHARGING

Battery Type

House Battery Volts

Starter Battery Volts

0 A

0 v

13.1v

User

0 A

0 A

0 W

0 KWh

77.00

69.80

Starter Battery Amps

House Battery Charging Amps

PV Charging Amps

House Battery Charging Watts

Total KWh Generated

House Battery Temperature

DC-DC MPPT Temperature 

...

°C °F

°C °F

Settings

History

4. 오른쪽 상단의 "•••" 를 누르십시오 .

RBC1260DO-12B

NOT CHARGING

Battery Type

House Battery Volts

Starter Battery Volts

0 A

0 v

13.1v

User

0 A

0 A

0 W

0 KWh

77.00

69.80

Starter Battery Amps

House Battery Charging Amps

PV Charging Amps

House Battery Charging Watts

Total KWh Generated

House Battery Temperature

DC-DC MPPT Temperature 

...

°C °F

°C °F

Settings

History

Settings

5. "Settings" 을 눌러 모드 선택 화면에 들어가십시오 .

RBC1260DO-12B

Maximum Combined Charging Amps

Battery Type

Boost Voltage (13.2V-15.5v)

Float Voltage (13.2V-15.5V)

Equalization Voltage (13.2V-15.5V)

Boost Duration (0-120 min)

Equalization interval (0-30 Days)

Equalization Duration (0-120 min)

50

User

14.4  v

13.8  v

14.6  v

120  min

30  Days

120  min

Save

6. 페이지에서 배터리의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파라미터가 수정되면 화면에 "Setting Success" 라는 팝업이 
표시되어 파라미터 설정이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터리 타입 선택 배터리 충전 파라미터 User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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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논리
충전 논리

REGO 12V 60A DC-DC 주행충전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 12V DC 알터네이터 
또는 12V 메인 배터리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충전 방법은 사용자의 충전 상황에 따릅니다 . 
충전기는 800W 충전기를 2개 사용하여 보조 배터리를 동시 병렬 충전을 가능합니다 .

 █ 충전 논리
 z 보조 배터리 충전

알터네이터 ( 발전기 ) 종류
메인 배터리 전압

시작 중단
스마트 알터네이터 >12.5V, 15초 유지 <11.5V

전통 알터네이터 >13.5V, 15초 유지 <12.7V

1. 스마트 알터네이터 : 충전기가 작동을 시작한 후 보조 배터리의 잔량을 자동적으로 확인합니다 .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 충전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혹은 메인 배터리의 전압이 11.5V 미만이면 충전기가 작동을 멈춥니다 .

2. 전통 알터네이터 : 충전기가 작동을 시작한 후 보조 배터리의 잔량을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지 않은 경우 충전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 보조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메인 배터리의 전압이 12.7V 미만이면 충전기가 작동을 멈춥니다 .

 z 메인 배터리 충전

알터네이터 (발전기 ) 종류
메인 배터리 전압

시작 중단
전통 알터네이터 <11.5V >12V

스마트 알터네이터 <12.7V >13.2V

1. 스마트 알터네이터 : 보조 배터리는 전압이 11.5V 이상일 때만 메인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
충전기는 메인 배터리를 1분 동안 충전한 다음 30초 동안 충전을 중지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충전기는 메인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합니다 .
(1) 메인 배터리의 전압이 11.5V 미만인 경우 보조 배터리는 메인 배터리를 계속 충전합니다 .
(2) 전압이 12V 이상이면 보조 배터리가 메인 배터리 충전을 중지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

2. 전통 알터네이터 : 보조 배터리는 전압이 12.7V 이상일 때만 메인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 
충전기는 메인 배터리를 1분 동안 충전한 다음 30초 동안 충전을 중지합니다 . 이 기간 동안 
충전기는 메인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합니다 .
(1) 메인 배터리의 전압이 12.7V 미만인 경우 보조 배터리는 메인 배터리를 계속 충전합니다 .
(2) 전압이 13.2V 이상이면 보조 배터리가 메인 배터리 충전을 중지하고 대기 상태로 들어갑니다 .

3. 충전기가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 최대 전류는 30A입니다 .
 █ 과전압 보호
메인 배터리의 전압이 16V 보다 높으면 충전기가 즉시 작동을 중지합니다 . 배터리 전압이 15V 
이하가 될 때까지  충전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

 █ 전류 제한 보호
전류 제한 보호 기능은 보조 배터리를  고전압 전류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
알터네이터의 출력 전류가 70A보다 높으면 충전기 전류 제한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충전전류를 
70A까지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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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표시등
LED 표시등

배터리 상태

표시등 색상 상태 설명

녹색 켜짐
a.  보조 배터리 만충
b.  부동 충전
c.  대기

녹색 깜빡임
(1초 간격 )

주행충전기가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 주는 중

/ 꺼짐 충전하지 않음

파랑색 켜짐 주행충전기가 메인 배터리가 
충전해 주는 중

오류 상태

표시등 색상 상태 설명

/ 꺼짐 충전기가 정상 작동 중

빨간색 켜짐
a.  보조 배터리 단락
b.  충전기 내부 과열

빨간색
느린 깜빡임

a.  보조 배터리 과전압
b.  보조 배터리 전압 부족

빨간색 느린 깜빡임 +1초 
간격 알람

a.  보조 배터리 저전압
b.  보조 배터리 과열

배터리 상태 오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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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문제 해결

오류 설명 오류 해결 방법

빨간색
보조 배터리 단락

1.  배터리의 마이너스 및 플러스 단자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2.  오류가 계속 뜨면 충전기를 끄고 RENOGY 
KOREA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빨간색
충전기의 내부 과열 충전기 장착 위치에 통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느린 깜빡임 d
보조 배터리 과전압

1.  보조 배터리 전압이 16V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십시오 .

2.  충전기 출력을 분리하고 5초 후 다시 연결하여 
체크하십시오 .

3.  오류가 계속 뜨면 충전기를 끄고 RENOGY 
KOREA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느린 깜빡임
보조 배터리 전압 

부족
1.   보조 배터리 전압이 12V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라는 알람입니다 .

느린 깜빡임 +1초 
간격 알람

보조 배터리 저전압
1.  보조 배터리 전압이 11.1V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2.  보조 배터리에 연결된 모든 전기부하를 분리하고 
충전하시만 하십시오 . 

느린 깜빡임 +1초 
간격 알람

보조 배터리 과열

1.  충전기에 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온도 센서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 
보조 배터리 과방전으로 인해 오류가 뜨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

2.  온도센서가 연결된 것을 확인한 후 DC Home 
어플에서 보조 배터리의 온도값이 65 ° C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세요 .

3.  보조배터리 장착 위치에 통풍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4.  충전기의 작동을 중지하고 즉시 배터리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



38

기술 사양
기술 사양

파라미터 값

모델명 RBC1260DO-12B

시스템 전압 12V

입력 전압 10-16V DC

출력 전압 10-16V DC

알터네이터 (발전기 ) 입력 전압 전통 알터네이터 : 13.5-16V DC
스마트 알터네이터 : 12.5-16V DC

최대 출력 전류 60A

출력 전력 800W

배터리 유형 SLD/AGM; GEL; Flooded; LI; USER

입력 퓨즈 정격 90A

출력 퓨즈 정격 80A

충전 효율 ≥ 94%

온도 보상 -3mV / °C / 2V (비리튬인산철 )
0mV / °C / 2V; 보상 없음 (리튬인산철 )

완속 출력 소비 ≤50 mA

작동 온도 범위 -20°C-60°C

보관 장소 온도 범위 -35°C-65°C

습도 0%-95%, No Condensation

통신 프로토콜 Modebus; RV-C

치수 13.78 x 8.39 x 4.02 in / 350 x 213 x 102 mm

무게 7 lbs / 3.12kg

단자 사이즈 /타입 앤더슨 PP75

단자 범위 6AWG-8AWG

인증 CB; FCC; CE; UKCA; MIC

보증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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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치수

in
p

u
t

o
u

tp
u

t

DC-DC Battery Charger

IGN
CAN CAN

BVS BTS
outputinput

350mm

213mm

186.67mm

102mm

289.5mm

264.5mm

주의
 z 치수 공차 : ±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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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보수
유지 보수

점검

최적의 성능을 위해 이러한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z 충전기의 외관이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z 충전기는 깨끗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케이블에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z 앤더슨 커넥터의 견고성을 확인하고 연결 부분이 느슨하거나 손상되거나 타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z 배터리 표시등과 오류 표시등이 정상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
 z 과열 또는 연소 시 부식 , 절연 손상 또는 변색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알림

 z 앤더슨 커넥터 내부의 접점 주변에 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식은 스프링을 느슨하게 하고 저항을 증가시켜 조기 연결 고장 시킬 수 있습니다 . 주기적으로 
각 커넥터 접점에 유전체 그리스를 도포하십시오 . 유전체 그리스는 습기를 차단하고 커넥터 
접점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

경고
 z 감전 위험 ! 충전기의 단자를 만지기 전에 모든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청소

충전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려면 아래 내용을 따르십시오 .
 z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앤더슨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
 z 충전기와 커넥터 접점을 마른 걸레나 비금속 브러시로 닦으십시오 .
 z 충전기를 깨끗한 걸레로 닦고 충전기 주변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
 z 앤더슨 커넥터를 충전기에 다시 연결하기 전에 충전기가 완전히 말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z 다시 연결할 때는 먼저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다음 메인 배터리 또는 알터네이터를 연결하십시오 .

보관

충전기를 잘 보관하려면 아래 내용을 따르십시오 .
 z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앤더슨 커넥터를 분리하십시오 .
 z 각 커넥터 접점에 유전체 그리스를 도포해서 유전체 그리스는 습기를 밀어내고 커넥터 접점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 

점검 청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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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대응
비상 대응

안전 위협이 되는 경우 항상 아래 단계부터 우선 실행하십시오 .
 z 즉시 소방서 또는 기타 관련 고객센터에 연락하십시오 .
 z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경고
 z 안전한 경우에만 아래 제안된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

화재

1.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2. 소화기로 소화해 주세요 . 소화기에는 물 , CO2 및 ABC가 있습니다 .

경고
 z 금속화재 소화기 (D급 )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

홍수

1. 충전기가 물에 잠긴 경우 물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
2.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냄새

1.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2. 충전기에 아무것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
3. 방을 환기시키십시오 .

소음

1. 충전기에 연결된 모든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
2. 컨트롤러 앤더슨 커넥터에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

주의
 z 충전기 작동 시 정상 소음 값은 60dB 이하입니다 .

화재 홍수 냄새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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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지원
기술 지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kr.renogy.com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 다음 정보를 준비하십시오 .

 z 수취인 이름
 z 수취인 연락처
 z 구매 채널
 z 주문 번호
 z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

Renogy offers premium services worldwide:

North America US www.renogy.com CN www.renogy.cn

Asia/Pacific
UK uk.renogy.com CA ca.renogy.com

AU au.renogy.com JP renogy.jp

Europe
FR fr.renogy.com DE de.renogy.com

ES es.renogy.com KR kr.renogy.com

http://kr.renogy.com
http://www.renogy.com
http://www.renogy.cn
http://uk.renogy.com
http://ca.renogy.com
http://au.renogy.com
http://renogy.jp
http://fr.renogy.com
http://de.renogy.com
http://es.renogy.com
http://kr.renogy.com


FCC인증에 대한 설명

이 디바이스는 FCC 규칙 15조를 준수하며 작동에는 다음 두개의 조건에 따릅니다 :
(1) 이 장치는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2) 이 장치는 원치 않는 동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간섭을 포함하여 수신된 모든 간섭을 받아드립니다 .
이 기기는 FCC 규칙의 Part 15에 따라 클래스 B 디지털 디바이스의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이러한 제한은 주거용 설비의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이 장치는 무선 주파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으며 지침에 따라 설치 및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선 통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단 , 설치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기기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신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킬 경우 기기의 전원을 
껐다가 켜서 확인하십시오 .
(1) 수신 안테나의 방향을 바꾸거나 재배치합니다 .
(2) 장비와 수신기 사이의 간격을 늘립니다 .
(3)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와 다른 회로의 콘센트에 기기를 연결합니다 .
(4) 대리점이나 라디오 /TV 기술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FCC 전자파 인증에 대한 설명

이 장비는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대해 규정된 FCC 전자파 노출 제한을 준수합니다 . 이 장비는 
방열기와 사용자의 신체 사이에 최소 20cm의 거리를 두고 설치 및 작동해야 합니다 .



QR 코드를 스캔하여 DC 홈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Renogy Power Community에 가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전자보증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nufacturer: RENOGY New Energy Co.,Ltd
Address: No.66, East Ningbo Road Room 624-625

Taicang German Overseas Students Pioneer Park 
JiangSu 215000 CN

Manufacturer: RENOGY New Energy Co.,Ltd
Address: No.66, East Ningbo Road Room 624-625

Taicang German Overseas Students Pioneer Park 
JiangSu 215000 CN

EVATOST CONSULTING LTD

Centre, Taffs Well, Cardiff, Wales, CF15 7QR
contact@evatmaster.com

Suite 11, First Floor, Moy Road Business

eVatmaster Consulting GmbH 

60325 Frankfurt am Main, Germany 
contact@ evatmaster. com

Battinastr.30

UK REP

EC REP

Renogy는 사전 통지 없이 이 메뉴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kr.renogy.com에 접속하여 사용자 메뉴얼을 확인하고 또한 "온라인 문의"를 통해 더 많은 고객지원을 받으십시오.

RENOGY.COM

https://kr.reno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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