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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V&12V 배터리를 40Ah까지 충전. 모든 배터리 사이즈 유지.

ATV, 잔디 깎는 기계, 오토바이, 자동차, 트럭, 
보트, RV, 트랙터, 장비 등.

완전히 방전된 배터리를 40Ah
까지 충전. 

초소형, 견고함, 및 휴대용 UltraSafe 스마트 충전기. 스파크 
방지 기술 및 역극성 보호 기능. 일반 충전기보다 최대 2배 
빠르게 충전. 과충전 없이 24/7 연결 유지.

시작-정지. 

메모리.
다시 시작하면,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드로 
전환.

정비 플러스.
과충전 없이, 무기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

진단.
역극성, 낮은 전압 또는 손상된 배터리를 
감지하기 위한 직관적인 시각적 진단 도구.

로드 추적.
부하가 배터리에 배치될 때 동적으로 충전 
전류를 변경.

에너지 절약.
최대 전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열 모니터.
내부 온도 센서가 주변 온도에 따라 충전을 
조정.

CANBUS(캔버스).
자동으로 CANBUS 시스템을 충전하는 
충전 포트 사용. 

안전.
역극성, 스파크, 과충전, 과전류, 개방 
회로 및 과열 방지.

방화벽. 

상호작용.
유기 배터리 피드백 따라 충전 과정을 변경.

강함.
먼지, 물, UV, 충격 및 분쇄 저항. 

복구.
저전압, 황산화 또는 용량 손실 감지되면 
고전압 펄스 충전을 적용.

최적화.
향상된 성능과 긴 수명을 위한 내부 배터리 
화학성분 안정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배터리에 생긴 증가 
순환 에너지 수요 약화.

비정상 및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방지하는 
다단계 안전 차단. 

배터리 충전기
UltraSafe

®

모든 배터리 사이즈 유지. 

납산 

Wet Gel MF EFB AGM Li-Ion

자동차 | 해양 | RV | 파워스포츠 | 잔디 깎는 기계 및 정원 용품 

리튬

(1.1A X 4)
G4EU 4.4A 6V&12V

EU

Type C

2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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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모드

Standby
No Power(전원이 공급되지 않음)
Standby(대기) 모드: 충전기는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배터리에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이 모드에서는 Energy Save(에너지 절약)이 활성화되어 
콘센트로부터 미세한 전원을 공급합니다. 이 모드를 선택하면, 오렌지색 LED가 켜집니다. 

14.5V  |  1.1A  |  최대 40 Ah
12V 습식 셀, 젤 셀, 강화플러디드, 메인터넌스프리 및 칼슘 배터리 
충전 용. 이 모드를 선택하면, 하얀색 LED가 켜집니다.

12V
NORM

14.8V  |  1.1A  |  최대 40 Ah
10ºC(50ºF) 이하의 추운 온도에서 12V 배터리 또는 AGM 배터리 
충전 용. 이 모드를 선택하면, 파란색 LED가 켜집니다. 

12V 
COLD/
AGM

6V
NORM

12V
LITHIUM

Press & Hold 

Press & Hold 

모드 설명

입력 전압 AC:

작동 전압 AC:

Type C, 220-240V VAC, 50-60Hz

Type C, 220-240V VAC, 50-60Hz

약 85% 

전원: 최대 84W 

저-전압 감지:

역전류 누출: <5mA

충전기 유형:  8 단계, 스마트 충전기

배터리 유형: 6V & 12V 

배터리 화학성분: Wet, Gel, MF, CA, EFB, AGM, LIB

배터리 용량: 최대 40 Ah (12V), 최대 40 Ah (6V), 

크기 - 길이(L)x폭(W)x높이(H:

무게:

기술 사양

냉각: 자연 대류

효율:

주위 온도:

배터리 보호: IP64

모든 배터리 사이즈 유지

2V (12V), 2V (6V)

• G4 스마트 충전기
• (2) 배터리 클램프 커넥터 w/통합 아이렛
• (4) 10' Extension Cables
• 사용자 설명서, 정보 안내서 및 보증서

충전 단계 내용물

G4를 사용하면 동시에 최대 4개의 다른 배터리 독립적으로 충전. 4
개의 각 뱅크는 1.1A로, 배터리를 40Ah까지 충전하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모드를 기업합니다.

4-뱅크

0°C ~ +40°C, 32°F ~ +104°F

2.78 파운드 (1.26 kg)

소매 포장:
크기: 10.31x10.24x4.80 인치
(262 x 260 x 122mm)
무게: 5.80파운드 (2.63kg)
UPC: 0-46221-11091-3
내부 카톤:
크기: 9.33x4.02x4.88 인치
(268 x 130 x 272mm)

AC 케이블: 75인치 
(190.5cm)

DC 케이블: 56인치 
(142.2mm)

(계속) 무게: 6.37파운드 (2.89kg)
마스터 카톤:
크기: 21.89x11.02x11.42 인치
(556 x 280 x 290mm)
무게: 26.98파운드 (12.24kg)
수량: 4
UCC: 10046221110910
팔레트 당 유닛수: 120 유닛

9.2 x 9.2 x 2.4 인치 (234 x 234 x 61mm)   

2.4”
(61mm) 

9.2”
(234mm) 

6.4”
(163mm) 

0.2”
(4.1mm) 

0.1”
(2mm) 

9.2”
(234mm) 

7.25V  |  1.1A  |  최대 40 Ah
6V 습식 셀, 젤 셀, 강화플러디드, 메인터넌스프리 및 칼슘 배터리 충전 용. 
이 모드를 선택하면, 하얀색 LED가 켜집니다.

14.2V  | 1.1A  |  최대 40 Ah
리튬철인산염 배터리 등, 12V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 용. 
이 모드를 선택하면, 파란색 LED가 켜집니다.

전압(V) 

전류(A)
단계

분석 유지
최적
화흡수벌크

초기
화복구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