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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DEMO 어댑터 사용자 매뉴얼

경고
안전 지침을 숙지 및 준수하십시오. 이 문서에는 CHAdeMO 어댑터 사용에 관한 중요한 지침과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
니다.
경고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 이 문서를 읽으십시오. 이 문서의 지침 및 경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전,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고 CHAdeMO 어댑터는 Tesla 차량만 충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Tesla Roadster 제외). 절대로 다른
용도나 차량 또는 물건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CHAdeMO 어댑터는 충전 중 환기가 필요 없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고 CHAdeMO 어댑터에 결함이 있거나 균열이 있거나 닳거나 부서지거나 손상되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CHAdeMO 어댑터를 열거나, 분해하거나, 수리하거나,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어댑터는 사용자가
정비할 수 없습니다. 수리를 받으려면 Tesla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차량 충전 중에 CHAdeMO 어댑터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경고 운전자, 차량, 충전 스테이션 또는 CHAdeMO 어댑터가 심한 비, 눈, 뇌우 또는 기타 악천후에 노출되어 있
는 경우에는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거나 운반할 때는 CHAdeMO 어댑터 또는 구성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충
격을 가하거나 당기거나 비틀거나 엉키게 하거나 끌거나 밟지 마십시오.
경고 항상 습기, 물 및 이물질로부터 CHAdeMO 어댑터를 보호하십시오. CHAdeMO 어댑터가 손상되었거나 부
식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CHAdeMO 어댑터의 단자를 와이어, 공구 또는 바늘과 같이 날카로운 금속 물체로 만지지 마십시오.
경고 충전 중에 비가 내리면 빗물이 케이블을 따라 CHAdeMO 어댑터나 차량의 충전 포트에 흐르지 않게 하십시
오.
경고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케이블이 물에 잠기거나 눈이 덮여있는 경우 CHAdeMO 어댑터의 플러
그를 삽입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에서 CHAdeMO 어댑터의 플러그가 이미 꽂혀 있어서 뽑아야 하는 경우, 먼저
충전을 중지한 다음 CHAdeMO 어댑터의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경고 날카로운 물체로 CHAdeMO 어댑터를 손상시키지 마십시오.
경고 CHAdeMO 어댑터의 어떤 부분에도 이물질을 넣지 마십시오.
경고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케이블과 CHAdeMO 어댑터가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나 물체를 방해하
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CHAdeMO 어댑터 사용시 삽입형 심장 박동 조율기, 삽입형 재세동기 등의 신체에 이식된 전자 의료 기기
에 영향을 주거나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시기 전에 충전이 해당 전자 의료 기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해 제조사에 문의하십시오.
경고 세제를 사용하여 CHAdeMO 어댑터를 소제하지 마십시오.
CHAdeMO 어댑터 사용 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Tesla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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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케이블은 DC 충전이 가능한 Tesla 차량에 연결하는 데만 사용하십시오. 충전 포트
의 위치는 차량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 포트의 위치와 자세한 충전 지침은 Tesla 차량의 사용자 설명서를 참조하십
시오.
전류*

125ADC 최대 계속

전압

100~450VDC

인클로져 등급

IP44

작동 온도

-30°C~+50°C(-22°F~+122°F)

보관 온도

-40°C~+85°C(-40°F~+185°F)

*극한의 온도에서는 최대 전류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CHAdeMO 어댑터를 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온도에서 작동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충전 시간
충전 시간은 다양한 조건에 따라 그리고 충전 스테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원 및 전류에 따라 다릅니다. 충전 시간은
또한 외기 온도 및 차량 배터리의 온도에 따릅니다. 배터리가 충전에 필요한 최적의 온도 범위에 있지 않은 경우 차량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배터리를 가열 또는 냉각합니다.
Tesla 차량 충전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원하시면 www.teslamotors.com을 방문하십시오.

어댑터 연결
주의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하기 전에 항상 손상 여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1.
2.

키를 지닌 상태에서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여 Tesla 차량의 충전 포트를 엽니다.
CHAdeMO 어댑터를 Tesla 차량에 연결하고 차량이 어댑터를 고정하는 래치를 체결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3.

CHAdeMO 어댑터를 충전 스테이션의 충전 케이블과 정렬하고 딸깍 소리를 내며 삽입될 때까지 밀어 넣어 어댑터
를 충전 케이블 단자에 연결합니다.
메모 어댑터에는 충전 케이블의 해당 탭과 정렬되는 "홈이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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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지침을 따라 충전 세션을 시작합니다.

메모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작동은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HAdeMO 충전 스테이
션의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어댑터 분리
충전이 완료된 후:
1.

2.
3.

CHAdeMO 어댑터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차량 래치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 어댑터를 당겨 충전 포트에서
빼냅니다.
주의 CHAdeMO 어댑터가 여전히 차량에 연결된 상태에서 충전 스테이션의 어댑터 케이블을 분리할 경우,
어댑터가 차량에 떨어져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충전 포트 도어를 밀어서 닫습니다.
CHAdeMO 어댑터를 충전 스테이션에서 분리하여 적절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상태 표시등
CHAdeMO 어댑터가 충전 스테이션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녹색 LED가 켜집니다. 충전 중에는
LED가 녹색으로 깜박입니다.

오류 해결
CHAdeMO 어댑터를 사용할 시 Tesla 차량이 충전되지 않으면 Tesla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항상 충전 스테이션의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CHAdeMO 어댑터는 모든 CHAdeMO 충전 스테이션에서 작동 하도록 고안되었지만 일부 모델과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CHAdeMO 어댑터 사용자 매뉴얼
지속적인 개선은 Tesla의 지속적 목표이며 현재와 미래에 최대한 많은 모델의 CHAdeMO 스테이션과 호환성을 보장해
야 하므로 Tesla는 언제든지 제품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CHAdeMO 어댑터는 가끔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Tesla Service에서 수행합니다.

문의 사항
해당 지역의 Tesla 연락처 정보는 www.tesla.com에서 Tesla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확인하십시오.
메모 충전 문제를 보고할 때 CHAdeMO 충전 스테이션의 브랜드, 모델 및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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