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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스타터

GB50

                

자동차 | 해양 | RV | 파워스포츠 | 잔디 & 정원

연산

Wet Gel MF EFB AGM

리튬

죽은 배터리 스타트 시동

7.0L12V 4.5L
가스 디젤

디젤 자동차, SUV 류, 보트, 모터사이클, ATV, 트럭 등
아주 안전하고, 부피가 작으며, 튼튼하고, 휴대성이 좋은 리튬 이온 점프 스타터. 스파크 방지 기술과 역 극성 보호 기능 있음. 
충전 한 번만 하면, 대부분 단일 배터리 장치를 30 번까지 금방 점프 스타트 할 수 있음. 휘발유 엔진 7천cc, 디젤 엔진 4천5백cc
까지 소형 디젤 자동차. 트럭 등 광범위한 차량에 적합.

역 극성, 스파크, 과 충전, 과 전류, 
개 회로, 과열 보호

충전 당 점프 스타트 수

충전 한 번으로 30 번까지 완전 
점프 스타트 할 수 있음. 휘발유 
엔진 7천cc, 디젤 엔진 4천5백cc
까지 사용 가능.

아주 밝아서 잘 보이는 듀얼 
LED 플래시라이트. SOS, 긴급 
스트로브 모드 포함 7 가지 모드 
가능.

대부분 USB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 가능. 모든 USB 
포트로 충전 가능. 12V 포트 용 
충전기도 제공.

4XLED30X 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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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016

IP65

빨간 불 켜져 있음. 완전 작동 
가능하나 최고 온도 접근 중.

파란 불 켜져 있음. 완전 작동 
가능하나 최저 온도 접근 중.

고온 LED 표시 장치. 내부 배터리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디자인.

저온 LED 표시 장치. 내부 배터리 온도가 
작동하기에는 너무 낮음을 보여주는 
디자인.

빨간 불 점멸. 점프 스타트하기에는 
너무 뜨겁지만 다른 기능은 사용 가능.

파란 불 점멸. 점프 스타트하기에는 
너무 온도가 낮지만 다른 기능은 사용 
가능.

오류 LED. 역 극성이 감지되면 빨간색이 켜집니다.

• GB50 UltraSafe 리튬 점프 스타터
• HD 정밀 배터리 클램프
• 12V 차량용 충전기
• 마이크로 USB 케이블
• 마이크로 화이버 저장 봉투
• 사용자 설명서

내부 배터리:

최대 전류 정격:

35 Watt-Hour 리튬 이온

1500A

작동 온도: -4°F ~ +122°F (-20°C ~ +50°C)

충전 온도:

보관 온도: -4°F ~ +122°F (-20°C ~ +50°C)

마이크로 USB (입력): 5V, 2.1A

USB (출력): 5V, 2.1A

하우징 보호: IP65 (포트 닫힘)

냉각: 자연 대류

크기 (길이x폭x높이): 7.7 x 3.4 x 1.9 인치

단위 무게: 1.65 파운드

클램프와 액세서리 
포함 한 개 당 무게:

2.71 파운드

기술 사양

(참고 용. 결과는 매
번 다를 수 있음)GB50 재 충전포장 속 내용물

USB 충전 정격

0.5A

1A

2A

충전 시간

18 시간

9 시간

4.5 시간

LED 플래시라이트 밝기: 200 루멘

수동 강제 작동. 차량 배터리 전압이 2볼트 이하인 드문 경우를 위한 특별 기능. 
부스트 LED가 깜박댈 때 까지 3초이상 수동 강제 작동 단추를 누르고 있으면, 
수동 강제 작동 모드로 들어감. 단추를 다시 누르면 (또는 전원 버튼을 누르면) 
수동 강제 작동 모드에서 나감. 수동 강제 작동 모드에서는 안전 보호가 안 
되므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함.

모든 USB 포트 
또는 12V 
포트에서 충전 
가능

대부분 USB 장치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 가능.

2.1AUSB

고급
보호
장치 보호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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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보 보기. 여러 개 국내 및 국제 특허 출원 중.
특허 기술

소매 포장:
크기: 3.9”x4.7”x9.1” (인치)
무게: 3.33 파운드
UPC: 0-46221-18017-6

내부 상자:
크기: 4.1”x9.37”x5.27” (인치)
무게: 3.5 파운드

외부 마스터 상자:
크기: 10.25”x13.5”x11.375” (인치)
무게: 22.07 파운드
수량: 6
UCC: 10046221180173

팔레트 당 유닛 수:
198 유닛

0°F ~ +104°F (-18°C ~ +40°C)

8.6 인치
(218mm)

1.9 인치
(48.3mm)

3.4 인치
(86.4mm)

7.7 인치
(195.6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