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이상이 있을 땐?

■ C&G 충전기 E (인덕티브 차저 E)
■ C&G 충전기Ⅰ (인덕티브 차저 I)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충전기

충전어댑터

케이블

보청기를 거치하는 충전기

220v의 전압을 변환해주는 어댑터

불빛 없음

초록색 1칸

어댑터에서 충전기로 전원을 공
급하는 케이블

I. 제품
설명

초록 1칸 깜빡임

충전기에 전원 케이블이 연결되어

충전기에 전원 케이블이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충전기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충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다만, 보청기가 충전구에

보청기의 충전 상태를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등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보청기의 위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II. 준비

III. 충
전

주황색 1칸

주황색 2칸

주황색 3칸

초록색 3칸

충전 상태 0~33%

충전 상태 34~66%

충전 상태 67~99%

충전 상태 100%

*배터리 잔량 20% 미만일 때

*주황색 3칸 구간에서

는

가장 오래 충전 시간 소요됨

자동으로 급속 충전 모드가
작동하여 빠르게 충전됨

*양이 충
전 시, 완
충까지 도
달하는 시
간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충전기, 이상이 있을 땐?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주황색 3칸 깜빡임

■ C&G 충전기 E (인덕티브 차저 E)
■ C&G 충전기Ⅰ (인덕티브 차저 I)

빨강색 불빛 유지 또는 깜빡임

보청기 혹은 충전기 과열로
냉각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청기 오류

충전은 30분 후 다시 시작됩니다.
IV. 냉각

이 경우, 보청기를 충전기에서 완전히 꺼낸

/오류

뒤 다시 넣어주세요.
제대로 다시 거치한 후에도 빨강불이 들어
오면 AS를 의뢰해주세요.

주황색과 빨강색 불빛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제품을 충전기에 올바르게 올라가 있는 지 한 번 더 확인하고, LED 불
빛이 빨간색이 맞는지 재확인해주세요.

주황색 불빛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니, 충전 상태를 조금 더 지켜

봐 주세요

1. 충전 시간이 길거나, 완전 충전이 되지 않을 때
■ 시그니아에서 제공하는 충전어댑터(1.0A)와 케이블만 사용해주세요!
- 급속 충전어댑터를(1.8A 이상 제품) 사용할 경우,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제품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 충전어댑터와 충전 케이블은 시그니아가 제공해드리는 정품 충전기 세트의 사용을 권장 드립니다.

■ 초반 충전은 급속 충전이라 더 빠르게, 후반 충전은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됩니다!
- 보청기의 배터리 잔량이 20%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급속 충전 모드가 작동됩니다.
배터리 잔량 20%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일반 충전 모드가 작동되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 춥거나 더운 곳에 보관하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듭니다!
- 본 제품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의 특성 상
고온과 저온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직사광선은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핸드폰과 같이 배터리 수명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한번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생각될 때
■ 한번 충전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되는 시간은 기타 액세서리나 블루투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를 기준으로 17~21시간이며, 보청기 적합 상태, 사용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3. 빨강색이 표시될 때

■ 빨강색이 주황색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충전기가 정상 작동 중이며 보청기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주황색 불빛 상태를 보고 빨강색으로 오해하여
제품 오류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붉은색 불빛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 제품을 다시 한번 꺼낸 뒤 올려 놓거나,
주황색 불빛이 아닌지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 충전시간 및 충전기와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좌: 빨강색
우: 주황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