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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납산 배터리(18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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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 EBS에는 Plug’ n ’play 배터리가 사용됩니다.
파워캐디의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일반적으로 36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나 무거운 골프백을 실어 사용할 경우 36홀
모두를 소화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리튬 대용량 배터리(36홀)

배터리의 수명과 용량은 보관 환경과도 연관있습니다. 배터리를 너무
춥거나 더운곳에 보관하게 된다면 배터리의 수명 및 용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에는 배터리의 스위치를 (1)인 상태로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1
1=On / 0=Off

배터리 및 충전기 관련 주의사항
충전기는 평평한 곳에 위치시키고 사용하십시오.
충전기의 전원을 연결하기 전에 배터리와 충전기를 연결하십시오.
배터리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 12시간 이상을 충전시키고 사용하십시오.
제품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배터리를 완충시키십시오.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터리의 스위치를 (0)으로 맞추어 보관하십시오. 배터리의 수명을 보호합니다.
충전기를 습한곳에서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기를 사용할 때 천 등으로 충전기를 덮지 마십시오.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배터리를 방전된 상태로 놔두게되면 배터리의 수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항상 재충전시키십시오.
배터리 세척을 위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드러운 천 등을 이용해 가볍게 닦아만 주십시오.
영하 5도 이하, 영상 40도 이상의 공간에서는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충전하지 마십시오.
파워캐디 전용 충전기 이외의 별도의 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충전기는 두 개의 LED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에는 붉은색이 표시됩니다. 초록색으로 바뀔 경우 충전주기가 완료된
것이나 아직 충전기의 전원을 해제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충전을 위해서는 최소 12시간의 충전시간이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는 배터리와 충전기에 부착된 라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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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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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캐디 FW EBS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의 사항을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배터리의 취급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의 조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나 문의메일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속도 조절 버튼: 제품을 출발시키거나 멈출 때, 속도를 조절할 때 사용합니다.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속도를 설정하고 버튼을눌러 제품을 출발시킵니다.

구성품
1 x 트롤리 ㅣ 1 x 리튬 배터리 ㅣ 1 x 배터리 충전기 ㅣ 2 x 바퀴
+

-

주의사항 -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최소 12시간 이상 배터리를 충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속도
평지: 3~5단
오르막: 5~7단
내리막: -1~-3단

중앙 속도 조절 버튼

한번 제품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24시간 이내로 배터리를 충전시키십시오. 그리하지 않을

12h

경우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품 속도

USB 충전 포트: 스크린 밑쪽에는 USB 충전 포트가내장되어 있습니다. USB포트를 통해
GPS와 휴대폰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출력은 5v/500mA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리튬배터리에는 전원 스위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스위치를 (0)에 맞추어주십시오 .

0

제품을 사용하거나 충전할 때에는 (1)에 맞추고 사용하십시오.

1
USB

1

(*15kg 골프백 거치, 성인 남성 기준)

바퀴를 장착할 때에는 노란색 버튼을 누르고 기어축이 잘 맞물리도록 가장 안쪽까지 바퀴를 밀어 넣어주십시오. 바퀴는
두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어축이 가장 안쪽에 맞물리면 전동모드로 사용이 가능하고, 바깥쪽에 맞물리면
수동모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동모드일 때는 전동으로 제품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품을 필 때에는 아래의 그림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조작해 주십시오.

배터리 잔량 표시: 남은 배터리의 용량을 측정하여 보여줍니다.

배터리 잔량 표시

전원 표시등: 제품과 배터리 전원의 연결 여부를 보여줍니다.
전원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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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얼라이먼트 조정: 파워캐디는 공장제조 당시 일직선상으로 운행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사용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어쳐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앞바퀴에 부착된 얼라이먼트 조절용 롤러를 조정하여
치우쳐짐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평한 곳에서 골프백을 거치시킨 상태로 롤러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려가며 제품이 일직선상으로 운행하게끔 설정해 주십시오설정을.
끝 맞친 후 레버를 당겨 고정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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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전동 브레이킹 시스템의 약자로 업다운이 심한 골프코스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 중앙
속도조절버튼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1~-3까지 EBS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리막 경사가 심한
코스에서는 -3단으로 맞추어 제품을 사용하면 안전한 속도로 제품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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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ning: EBS는 전동모터를 이용한 브레이킹 시스템으로 파킹브레이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TM

1

플러그 & 플레이 배터리 시스템으로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
배터리를 본체에 삽입하는 것만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배터리의 후면부를 배터리 트레이에 맞춥니다.

습하지 않은 환경에서 보관하십시오.
제품을 향해서 물을 분사하거나,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십시오. 우천중에 제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마른 수건으로 제품을 부드럽게
닦아 주십시오.
가끔식 바퀴를 분리해내어 기어축에 그리스를 발라주십시오.

2 배터리 트레이의 앞쪽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를 삽입합니다.
배터리를 꺼내기 위해서는 배터리 트레이의 앞쪽 버튼을 누르고
배터리를 들어 올립니다.

유지보수
파워캐디는 간단한 단계로 완벽한 유지보수가 가능합니다.

2

배터리를 삽입하기 전에 배터리의 전원 스위치가 (1)인 상태인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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