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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Charger 시리즈 
 

사용 설명서 
- 장치 펌웨어 버전 02.01.008 부터 유효 – 

12VDC 차량 전장계통/배터리에 적합 

 

 

그림과 유사 
 

중요 지침  

이 장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용도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설명서를 주의 깊게 읽고 

안전 지침과 배터리 제조사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고객별 공급 기준에 따라 명시된 매개변수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모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장치의 

매개변수 설정에 관해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에 문의하거나 당사의 전 세계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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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속성 

▪ 광범위한 보호 기능 및 자체 보호 기능 

▪ 단락 보호와 역극성 보호 

▪ 온보드 전자장치/에어백 보호 

▪ 배터리 결함 시 보호 기능 

▪ 스파크 억제 

▪ 케이블 보정 

▪ 고객 요구에 따라 출고 시 다양한 모드가 제공됩니다. 

▪ 모드: Pb-LTC (Long-Term-Charging), Pb 충전,  

 Li/LFP-LTC (Long-Term-Charging), Li/LFP 충전,  

 PowerUp 및 외부전원공급(FSV/버퍼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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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및 안전 지침 

작동 지침 외에도 항상 배터리 제조업체의 사양, 관련 설치 및 안전 지침, 장치별 데이터 시트를 

준수하십시오. 

 

설치 및 안전 지침과 데이터 시트는 당사 웹사이트 www.deutronic.com 의 >> 다운로드 << 영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FSV 모드/사용 목적에 대한 추가 정보 

"외부 전원 공급 장치"(FSV) 작동 모드는 차량 전기 시스템의 정전압 공급 및 차량 진단 또는 

프로그래밍 중 버퍼 작동에 사용됩니다. 

 

"외부 전원 공급 장치"(FSV) 작동 모드에서는 중요한 모니터링 기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FSV 모드에서 컨디셔닝하는 동안 소비자가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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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 

2.1. 공급 전원 

이 장치는 반드시 적합한 전원 케이블 또는 적합한 국가별 어댑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연장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다음 표에 따라 적합한 케이블 단면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케이블 길이 [피트] 25 50 100 150 

AWG 사이즈 18 16 12 10 

케이블 길이 [미터] 7 15 30 45 

케이블 단면적 [mm²] 1.0 1.5 4 6 

연장 케이블의 권장 AWG 사이즈 및 최소 케이블 단면적 표 

 
 
 

2.2. 충전 케이블 

충전 케이블을 교체할 경우 반드시 케이블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동일한 타입의 케이블로 교환할 

때에도 케이블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5.1 참조). 

  

mailto: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Deutronic Elektronik GmbH 

Deutronicstr. 5, D - 84166 Adlkofen 

전화: +49 (0) 8707 920-0 

팩스: +49 (0) 8707 1004 

이메일: 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SmartCharger 사용 설명서 / MPC6.1 현황: 2022.05.08 페이지 5 / 19 

 

3. 조작 요소 

3.1. 조작 패널 

다음에서는 LED 와 버튼을 포함한 조작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조작 패널 

 

[1] 상태 LED 

(모드에 따른 색상) 

[2] 배터리 가득 참 (녹색 LED) 

[3] 배터리 절반 (노란색 LED) 

[4] 배터리 부족 (노란색 LED) 

[5] MODE 버튼  

모드 변경용 

[6] START/ STOP 버튼 

 

 

 

3.2. 버튼 

START/STOP 버튼: 

“Standby(대기)” 모드에서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선택된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다시 누르면 

“Standby(대기)” 모드로 돌아갑니다. 

 

MODE 버튼: 

“Standby(대기)” 모드에서 MODE 버튼을 누르면 모드가 변경됩니다. 

 

알아두기: 활성 모드에서는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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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시 신호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3.3.1. 대기 모드 
 

모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케이블 보정 보라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점멸 점멸 

Pb LTC 충전  주황색 점멸 점멸 점멸 점멸 

Pb 충전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점멸 점멸 

Li LTC 충전  파란색 점멸 점멸 점멸 점멸 

Li 충전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점멸 점멸 

PowerUp  녹색 점멸 점멸 점멸 점멸 

외부전원공급  녹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점멸 점멸 

 

3.3.2. 활성화된 모드 
 

모드: 케이블 보정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보라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켜짐 지연  보라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빠르게 점멸 

케이블 보정 활성화 보라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모드: Pb LTC 충전(Long-Term-Charging)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주황색 점멸   점멸 

켜짐 지연  주황색 점멸   빠르게 점멸 

충전 주황색 점멸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모니터링     

 충전지 가득 참 주황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충전지 절반 주황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충전지 부족 주황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모드: Pb 충전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켜짐 지연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빠르게 점멸 

충전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트리클 충전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모니터링 / 

충전지 가득 참 
주황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지속적으로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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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Li/LFP LTC 충전(Long-Term-Charging)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파란색 점멸   점멸 

켜짐 지연  파란색 점멸   빠르게 점멸 

충전 파란색 점멸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모니터링     

 충전지 가득 참 파란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충전지 절반 파란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충전지 부족 파란색 점멸   지속적으로 점등 

 

모드: Li/LFP 충전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켜짐 지연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빠르게 점멸 

충전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트리클 충전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모니터링 / 

충전지 가득 참 
파란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지속적으로 점등   

 

모드: PowerUp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녹색 점멸   점멸 

켜짐 지연  녹색 점멸   빠르게 점멸 

충전 녹색 점멸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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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FSV(외부전원공급 / 버퍼 모드) 

상태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부하 감지 활성화 녹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점멸 

켜짐 지연  녹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빠르게 점멸 

전원공급 녹색으로 지속적으로 점등 
연속 점멸 

(각 LED 가 1 초씩 켜짐) 

 
 

알아두기: 가능한 오류 신호는 6 장. 오류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 시가동 

알아두기: 시운전 전에 주전원 케이블, 충전 케이블/클램프와 같은 사용된 장치 및 장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국가별 올바른 전원 케이블을 선택하여 장치에 연결하십시오. 

2.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100~240V AC)에 연결하십시오. 

3. 장치가 시작되면 LED2-LED4 의 연속 점멸로 표시됩니다. 

4. 고객별 공급 기준에 따라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했거나 장치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장치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작동 모드의 활성화된 모드에 있게 됩니다. 

5.  

알아두기: 활성 모드에서는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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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쇼룸에서 사용할 충전 케이블의 준비 

차량 하부에 장치 배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디커플러를 사용하여 충전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참조 그림 2) 

 

알아두기: 장치가 꺼져 있고 주 전원이 분리된 경우에만 장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Smart Charger 시리즈의 충전 케이블 

 

1. 장치를 전원공급장치에서 분리하십시오. 

2. 충전 케이블의 중앙에 있는 디커플러에서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십시오. 

3. 풀린 충전 케이블을 디커플러와 함께 엔진룸을 지나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4. 충전 케이블을 장치의 디커플러에 연결하십시오. 

5. 차량에 있는 충전 포인트에 충전 클립을 연결하십시오. 

6. 전원 케이블을 전원 콘센트(100~240V AC)에 연결하십시오. 

7. 장치가 시작되면 LED2-LED4 의 연속 점멸로 표시됩니다. 

8. 고객별 공급 기준에 따라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했거나 장치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장치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작동 모드의 활성화된 모드에 있게 됩니다.  

 

알아두기: 활성 모드에서는 작동 모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디커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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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최초 시가동 

전원공급시스템에 장치를 연결하면 세 가지 색상의 상태 LED(빨간색, 녹색, 파란색) 및 충전 상태 

표시 LED(녹색, 노란색, 노란색)가 연속 점멸합니다.  

 

고객별 공급 기준에 따라 전원공급장치에 연결했거나 장치를 다시 시작한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장치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모드의 활성화된 모드에 있게 됩니다. 처음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모드가 케이블 보정 모드입니다(5.1 장 참조). 

 

장치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보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충전 클립을 

단락해야 합니다(그림 3 참조). 측정은 LED2-LED4 의 연속 점멸로 표시됩니다. 약 30 초 후에 

과정이 종료되고 장치는 “Standby(대기)” 모드로 바뀝니다. 계산된 케이블 저항이 장치에 영구 

저장됩니다. 새로 케이블 보정을 실시하면 이 값이 덮어쓰기됩니다. 

케이블 보정을 반복할 경우 START 버튼을 눌러 케이블 보정 모드에서 측정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 3: 단락에서 충전 클립 

알아두기: 

케이블 저항을 더 잘 결정하려면 충전 

케이블에 연결된 두 턱이 서로 위에 오도록 

클램프를 직각으로 함께 조여야 

합니다(그림 3 참조). 

 

집게는 프로세스 내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케이블 보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충전 케이블을 교체한 경우에는 항상 케이블 보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케이블로 교체할 때 케이블 보정(5.1 장 참조)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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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동 모드 

충전기는 선택된 모드에 따라 다음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원에 장치를 연결하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활성화된 모드로 장치가 시작됩니다. 

 

알아두기: 충전기에는 지능형 온도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장치 온도가 미리 정의된 값을 초과하면 

장치의 출력이 감소합니다 

 

 

5.1. 케이블 보정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케이블 보정 모드는 연결된 충전 케이블의 저항값을 보정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이는 

배터리 충전 중 충전 케이블을 통한 전압 강하를 보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케이블 보정은 해당 

모드를 선택했고 보정 시작 시 단락이 감지된 경우에만 시작되며 이는 전류 클램프를 직접 연결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4.2 장에서 설명합니다. 

 

알아두기: 충전 케이블을 교체한 경우에는 항상 케이블 보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동일한 유형의 

케이블로 교체할 때도 케이블 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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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Pb LTC 충전 / Li/LFP LTC 충전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XX-LTC 충전 모드는 납(Pb-LTC 충전) 및 Li/LFP(Li LTC 충전) 스타터 배터리로 쇼룸에서 차량의 

모니터링과 장기 충전을 하는 데 사용됩니다. 차량 전기장치의 전기 공급은 장치의 전력 한계까지 

백업 모드에서 담당하면서 차량 배터리의 충전 부족이 다시 보상됩니다. 충전 과정은 계산된 

간격으로 중단됩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 동안 배터리가 분석되고 다음 충전 주기의 매개변수가 

계산됩니다. 완전 충전은 부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장치에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부하 감지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LED4 의 점멸로 

표시됩니다. 장치의 충전 클립을 사전 정의된 범위(Pb: 10.0V – 13.7V, Li: 11.0V – 13.7V) 내에서 

전압을 가지는 배터리와 연결하면 켜짐 지연 이후 충전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전 정의된 범위를 

벗어난 충전지 전압은 “충전지 전압 너무 낮음”(상태 LED 빨간색 점멸)이나 “배터리 가득 참”으로 

표시됩니다(상태 LED 가 선택된 모드를 계속 나타냄. 추가로 녹색 LED2 가 켜짐). 충전 사이클이 

종료되면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모니터링 동안 충전지 상태가 표시됩니다. 모니터링 단계의 소요 

시간에 따라 다음에 이어지는 충전 사이클의 매개변수가 계산됩니다. 충전 과정이 진행 중임은 

LED2 – LED4 의 연속 점멸로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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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Pb 충전 / Li/LFP 충전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이 모드에서는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나 충전지를 “stand-alone”(독립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납 

기반 충전지나 Li/LFP 충전지 모드에 따라). 장치의 충전 클립을 사전 정의된 범위 내에서 충전지 

전압과 연결하면 켜짐 지연 이후 충전 과정이 시작됩니다. 켜짐 전압 임계값은 고객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압값은 해당 매개변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충전 과정 중 배터리 전극 및 차량의 충전 포인트에 정의된 전압이 공급됩니다. 전류 수요가 

충전기의 최대 출력 전류를 초과하면 충전기가 전류 제어로 넘어갑니다.  

충전 과정 중 출력 전류가 정의된 임계값에 미달되면 장치는 “트리클 충전” 모드로 바뀝니다. 

충전지의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트리클 충전 중 충전 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충전지를 

충전합니다. 트리클 충전 중 출력 전류가 정의된 임계값 이상으로 올라가면 재충전 모드로 

넘어갑니다. 출력 전압이 충전 전압 수준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트리클 충전 중 출력 전류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가득 참” 신호가 표시되고 장치는 모니터링 모드로 전환됩니다. 모니터링 

중 클램프 전압이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충전기는 다시 충전 과정을 시작합니다. 

 

특수 안전 타이머는 충전 과정 중 충전량과 충전 시간을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안전 임계값 중 

하나에 도달하면 장치는 매개변수 설정에 맞는 상태가 됩니다.  

 

알아두기: 안전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장치의 동작은 고객별 매개변수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로 인해 출력 전류가 꺼지거나 충전 전압이 세류 충전 전압으로 제한되거나 매개변수가 비활성화된 

경우 반응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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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PowerUp  

경고! PowerUp 은 적절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있는 Li/LFP 배터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리튬 인산철 충전지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예: 심방전)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충전지 보호 계전기를 

개방할 수 있습니다. PowerUp 기능을 이용하여 계전기를 다시 닫아서 충전지 기능을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전제조건: 충전지 내부의 전자장치가 이를 허용하여야 함).  

실제 PowerUp 기능을 시작하기 전에 30 초 정도 충전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PowerUp” 모드는 

녹색 점멸 상태 LED 로 표시됩니다. PowerUp 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장치는 “대기” 상태로 

전환됩니다.  

 

클램프 전압 및 출력 전류가 특정값 이하로 떨어지면 PowerUp 이 중단됩니다. (6.2 장 참조) 

 

알아두기: 차량의 모든 병렬 소비자(점화, 하향등 등)는 전원을 켜는 동안 비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병렬 

컨슈머를 비활성화할 수 없는 경우 독립 실행형 모드(차량에서 배터리 분리)로 전원을 켜야 합니다. 

 

 

녹색 상태 LED와 노란색 LED4가 깜빡이면 장치가 활성화된 부하 감지 상태입니다. 이는 배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나 처음 몇 분 내에 심방전으로 인해 연결된 배터리의 릴레이를 닫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mailto: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Deutronic Elektronik GmbH 

Deutronicstr. 5, D - 84166 Adlkofen 

전화: +49 (0) 8707 920-0 

팩스: +49 (0) 8707 1004 

이메일: 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SmartCharger 사용 설명서 / MPC6.1 현황: 2022.05.08 페이지 15 / 19 

 

5.5. FSV(외부전원공급)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안전한 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매개변수 및 모니터링 기능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배터리는 "CHARGING XX" 또는 "XX LTC" 작동 모드에서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니터링 기능은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작동 모드에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외부전원공급” 모드는 스타터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전장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모드입니다. 다시 말해 차량 전기장치의 전기 공급을 장치 전력 한계까지 백업 

모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올바른 부하가 없으면 장치는 부하 감지 모드에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노란색 LED4 가 추가로 깜빡입니다. 올바른 전압이나 부하가 몇 초 동안 감지되면(켜짐 

지연) 공급이 시작됩니다.  

 

알아두기: 현대 차량은 특히 2 륜 자동차와 같이 대기 전류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차량 중 일부에는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작동 중 LED2-LED4 를 통해 작동등이 표시될 때까지 처음 1-2 초 내에 이 버튼을 

여러 번 눌러야 합니다. 

 

특수 안전 타이머는 공급 중 공급량과 공급 시간을 모니터링합니다. 해당 안전 임계값 중 하나에 

도달하면 장치는 매개변수 설정에 맞는 상태가 됩니다. 

 

알아두기: 안전 임계값에 도달했을 때 장치의 동작은 고객별 매개변수화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로 인해 출력 전류가 차단되거나 매개변수가 비활성화된 경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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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장 메시지 

6.1. 표시 신호  

알아두기: 고객별 배송 사양에 따라 설명된 매개변수가 다르거나 일부 모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개변수화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eutronic Elektronik GmbH 또는 글로벌 서비스 파트너 

중 한 곳에 문의하십시오. 

 

고장 상태 LED LED 2 LED 3 LED 4 고장 해결 

역극성 

출력 케이블이 역극성으로 배터리에 

연결되었습니다. 

빨간색 

빠르게 점멸  
Off Off Off 

케이블이 잘못 연결됨.  

빨간색 클립 - 양극 

검은색 클립 - 음극 

사용자 오류 
빨간색으로 

점멸 
모드에 따라 다름 참조 장 6.2 사용자 오류 및 해결 

장치 오류(내부) 
빨간색 지속 

점등 
Off Off Off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최대 온도 초과 
빨간색 지속 

점등 
Off Off Off 

필요하면 장치를 식히십시오.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6.2. 사용자 오류 및 해결 

모드: 케이블 보정 

표시 신호 진단 고장 해결 

케이블 보정이 시작되지 않음 외부 전압 감지 충전지에서 충전 클립 분리 

 

모드: Pb LTC / LFP LTC  

표시 신호  진단 고장 해결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저전압 / 과전압 충전지 결함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설정된 전류 한계를 초과했으며 전압 

강하나 단락 

분리 후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단락 분리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 

현재 상태 

기기가 작동 중 과열을 감지합니다. 동적 

전력 제어와 온도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출력으로 장치가 작동합니다. 

높은 부하/불충분한 냉각으로 인한 과열 시 장치는 

출력 전류 한계가 줄어들지만 감소된 출력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기 순환을 개선  

필요하면 장치를 식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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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 Pb / LFP 충전 

표시 신호 진단 고장 해결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저전압 / 과전압 충전지 결함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설정된 전류 한계를 초과했으며 전압 

강하나 단락 

분리 후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단락 분리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최대 공급 시간 또는 공급 용량 초과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터리/부하 점검 안전 

임계값에 도달한 원인이 추가적으로 동시에 사용 

중인 전기장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예: 라이트, 

점화장치, 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 

현재 상태 

기기가 작동 중 과열을 감지합니다. 동적 

전력 제어와 온도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출력으로 장치가 작동합니다. 

높은 부하/불충분한 냉각으로 인한 과열 시 장치는 

출력 전류 한계가 줄어들지만 감소된 출력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기 순환을 개선  

필요하면 장치를 식히십시오.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 

LED2-LED3 연속 점멸 

최대 공급 시간이나 공급 용량을 

초과하면 트리클 충전으로 넘어감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배터리/부하 점검 안전 

임계값에 도달한 원인이 추가적으로 동시에 사용 

중인 전기장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예: 라이트, 

점화장치, 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모드: PowerUp 

표시 신호 진단 고장 해결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설정된 전류 한계를 초과했으며 전압 

강하나 단락 

분리 후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단락 분리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전류 흐름이 너무 적음 클램프 전압을 측정합니다. 충전지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배터리 전압이 너무 작음 충전지 결함.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 

현재 상태 

기기가 작동 중 과열을 감지합니다. 동적 

전력 제어와 온도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출력으로 장치가 작동합니다. 

높은 부하/불충분한 냉각으로 인한 과열 시 장치는 

출력 전류 한계가 줄어들지만 감소된 출력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기 순환을 개선  

필요하면 장치를 식히십시오. 

 

mailto: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Deutronic Elektronik GmbH 

Deutronicstr. 5, D - 84166 Adlkofen 

전화: +49 (0) 8707 920-0 

팩스: +49 (0) 8707 1004 

이메일: 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SmartCharger 사용 설명서 / MPC6.1 현황: 2022.05.08 페이지 18 / 19 

 

 

모드: 외부전원공급 

표시 신호 진단 고장 해결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설정된 전류 한계를 초과했으며 전압 

강하나 단락 

분리 후 전력 소비를 줄이거나 단락 분리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최대 공급 시간 또는 공급 용량 초과 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하 점검 안전 임계값에 

도달한 원인이 추가적으로 동시에 사용 중인 

전기장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예: 라이트, 

점화장치, 내비게이션/멀티미디어 시스템 등). 

상태 LED 빨간색으로 점멸 + 

LED2-LED4 연속 점멸 

기기가 작동 중 과열을 감지합니다. 동적 

전력 제어와 온도 제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출력으로 장치가 작동합니다. 

높은 부하/불충분한 냉각으로 인한 과열 시 장치는 

출력 전류 한계가 줄어들지만 감소된 출력으로 

계속 작동합니다. 

전력 소비를 줄이고 공기 순환을 개선  

필요하면 장치를 식히십시오. 

 

 

알아두기: 장치가 배터리를 확인하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 기껏해야 짧은 시간 동안만 충전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예: 차량 조명, 실내 조명, 사운드 시스템 등)를 차량에 영구적으로 활성 상태로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량 배터리에는 영구적으로 충전되는 전압이 가해집니다. 이는 배터리가 

과도하게 노화되고 그 과정에서 손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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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비스 센터 / 수리 

다음 정보에 유의하십시오. 

 

- 기기를 열지 마세요! 

- 작동에 필요한 모든 연결 및 설정 요소는 외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모든 관련 데이터(예: 주소,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등)가 상세하게 

기재된 수리 반품 전표(반품 서비스 양식)를 모든 기기에 동봉해야 합니다. 자세한 오류 설명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수리 반환 전표와 전 세계 서비스 센터 주소는 당사 웹사이트 www.deutronic.com의 >> 

서비스 및 지원 << 영역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8.  면책 조항 

고객은 장치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Deutronic은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 연락처 

 

Deutronic Elektronik GmbH 
Deutronicstrasse 5 
D-84166 Adlkofen / Germany 
 

전화: +49 (0)8707 / 920-0 

팩스: +49 (0)8707 / 1004 

 

이메일: sales@deutronic.com 

http://www.deutroni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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