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ct Li-ion BATTERY BAG

TB3® Standard
■ 고강도 경량화 알루미늄 바디
■ 12Vdc / 24Vdc 출력
■

차량용 12V 기기 완벽 호환

■ 직관적 배터리 잔량 표시
■ 극성 단락 시 배터리 보호 및 자동

복구 기능

Specification.
모델

TB3-400-S

TB3-600-S

출력 전원

DC 24V (22Vdc ~ 29.4Vdc / 18A) 바인딩 포스트 (바나나잭) x 1EA
DC 12V (10A) 시거잭 x 2EA

배터리 종류

리튬이온전지셀(LG, 한국산)

배터리 용량
충전 전원
충전 시간

400Wh (12V 기준 33Ah)

AC 100 – 220V (50/60Hz) / 기본 1.5A (44W)
완충 – 11시간 (기본형 충전기 기준)

제품 크기
제품 무게
편의 및 안전

600Wh (12V 기준 50Ah)

완충 – 14시간 (기본형 충전기 기준)

L300mm x W90mm x H140mm
3.7Kg
직관적인 배터리 잔량 표시기 (Array LED Indicator)
배터리 과충전 및 과방전 방지 회로 내장
극성 단락 시 배터리 보호 및 자동 복귀 기능

5.5Kg

Front & Back.
1. 손잡이
2. 24Vdc 출력 단자
(고속 충전 단자)
3. 잔량 표시
4. 12Vdc 출력 단자
5. 전원 스위치

6. 기본 충전 단자

Notice.

1. 반드시 리튬이온배터리 전용 충전기(29.4Vdc)를 사용하세요.
*** 고속 충전 사용시 반드시 전면의 전원을 켜고, 2번 단자를 이용하세요.
** 기본 충전기 관련 사항 :
1. 안전을 위해 연속충전이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 (충전기 제조사 : 브리지파워)
즉, TB3를 충전 할 경우, 완충이 안된 상태인데 충전기의 LED가 녹색으로 표시되었다면,
충전단자를 탈착하면 충전을 다시 시작함.
2. 위 사항이 불편하시다면, 온라인 오픈마켓이나 포탈검색창에
'29.4V 충전기'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선택 구매가 가능합니다.

2. 임의로 분해하지 말아주세요. 품질보증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고온 및 열기 (주위 온도 섭씨 40도 이하 사용 권장)에 주의하세요. (여름철 차량 내부 방치 등 주의!)
4. 통풍 및 환기가 잘되는 곳에서 사용하세요.
5. 반드시 올바른 전압 및 극성을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취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본 제품 및 부하기기의 파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리튬이온배터리는 납축전지와 다르게, 메모리 현상이 없습니다. (가급적 잔량표시 20%시 충전)
완전방전이 되기 전에 수시로 충전하며 사용하는 것이 배터리 수명(Cycle)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7. 구입 및 A/S 문의 전화 : (주)타보스 041-552-1512 홈페이지 : http://www.tabo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