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QUICK GUIDE

FeaturesFeatures
* Very stable charger with our own customized PCB and program. * Very stable charger with our own customized PCB and program. 
* 2ch simultaneous charger. * 2ch simultaneous charger. 
* Easy to use. * Easy to use. 
* Very stong v mount plates guarantee long life time. * Very stong v mount plates guarantee long life time. 
* 1 year warranty* 1 year warranty

2CH SIMULTANEOUS CHARGER  2CH SIMULTANEOUS CHARGER  
for Li-ion Batteries

02 INSTRUCTIONS FOR SAFTY 

G-C50

Power indicator turns red and orange alternatively.Power indicator turns red and orange alternatively.
Power indicator turns orange and green alternatively.Power indicator turns orange and green alternatively.
Power indicator turns green suddenly. Power indicator turns green suddenly. 
Please contact your dealer immediately for maintenance.Please contact your dealer immediately for maintenance.

ErrorsErrors*

1.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cover, no user serviceable parts inside the product.1. Risk of electric shock. Do not remove cover, no user serviceable parts inside the product.

2. Protect the product from water, moisture and dust. 2. Protect the product from water, moisture and dust. 

3. The presence of electricity near water can be dangerous.3. The presence of electricity near water can be dangerous.

4. Use only with recommended batteries. 4. Use only with recommended batteries. 

5. A standard three-pin AC plug must be used and earth pole must be connected to the earth line.5. A standard three-pin AC plug must be used and earth pole must be connected to the earth line.

6. During charging, the temperature of the charger will rise, this is normal, not a malfunction. 6. During charging, the temperature of the charger will rise, this is normal, not a malfunction. 

7. A short between + and - on charger pins may cause fire, electrical shock or other incidents. 7. A short between + and - on charger pins may cause fire, electrical shock or other incidents. 

1. Slots and openings are intended for ventilation purposes to ensure reliable operation 1. Slots and openings are intended for ventilation purposes to ensure reliable operation 
     of the product and protect it from overheating.      of the product and protect it from overheating. 

2. Do not block or cover any slots and openings.2. Do not block or cover any slots and openings.

3. Indoor use only.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3. Indoor use only. To reduce the risk of fire or electric shock, do not expose 
this charger to rain or moisture.this charger to rain or moisture.

CAUTION! CAUTION! 

WARNING! WARNING! 

For more information,  www.genenergy.co.kr

GEN ENERGY

04 SPECIFICATION

This product is covered by 1 year unconditional warranty on all parts. This product is covered by 1 year unconditional warranty on all parts. 
For warranty issues or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For warranty issues or if you have any additional questions, 
please contact the vendor you purchased from. please contact the vendor you purchased from. 

03 Warranty

Switch on the main power on the rear side. Switch on the main power on the rear side. 

DC out : Available while being chargedDC out : Available while being charged
When you use it, its RED light turns to Green : 16.2V  4AWhen you use it, its RED light turns to Green : 16.2V  4A

*

1) Red light : Being charged1) Red light : Being charged
2) Green light : Fully charged 2) Green light : Fully charged 
3) Orange light : 90% charged 3) Orange light : 90%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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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G-C50

Channel 2ch simultaneous charger

Charging current 2.6A  DC 16.8V

AC in AC 90V~240V/47Hz~63Hz

Weight 1 kg

Dimension 231 x 141x 60.5mm

Operating temp. -10 ~ +45 °C recommended

Batteries 4S 

290Wh : 9 H

195Wh : 6 H 30M

160Wh : 5 H 30M

98Wh   : 3 H 40M

DC out 16.2V   4A

Charging time

05 Dimension



01 퀵 가이드

특징특징
* 자체 설계한 전용 회로 보드를 이용 안정성이 뛰어 납니다. * 자체 설계한 전용 회로 보드를 이용 안정성이 뛰어 납니다. 
* 2채널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 2채널 동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이 간편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 견고한 v mount 플레이트 사용으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 견고한 v mount 플레이트 사용으로 내구성이 좋습니다. 
* 1년 무상 보증을 해 드립니다. * 1년 무상 보증을 해 드립니다. 

2 채널 동시 충전기 2 채널 동시 충전기 
( 리튬 배터리 용) 

02 안전지침

G-C50

메인 전원에 빨간색 불과 오랜지색 불이 번갈아 들어오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에 빨간색 불과 오랜지색 불이 번갈아 들어오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에 녹색 불과 오랜지색 불이 번갈아 들어오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에 녹색 불과 오랜지색 불이 번갈아 들어오면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에 녹색불이 갑자기 들어 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메인 전원에 녹색불이 갑자기 들어 올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처에 바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구매처에 바로 문의 부탁 드립니다. 

문제 체크 문제 체크 *

주의! 주의! 

경고!경고!

04 스펙

03 제품 보증 

뒤쪽 메인 전원을 켜 주세요. 뒤쪽 메인 전원을 켜 주세요. 

DC out : 충전 중 사용 가능DC out : 충전 중 사용 가능
사용시 전원이 녹색불로 바뀜 : 16.2V  4A 사용가능사용시 전원이 녹색불로 바뀜 : 16.2V  4A 사용가능

*

1) 빨간색 불 : 충전 중1) 빨간색 불 : 충전 중
2) 녹색 불 : 완충 상태2) 녹색 불 : 완충 상태
3) 오랜지색 불 : 90% 충전 상태3) 오랜지색 불 : 90% 충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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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치수 

더 많은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더 많은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www.genenergy.co.kr

GEN ENERGY

1. 전기 충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케이스를 열지 마세요. 1. 전기 충격의 위험이 있습니다. 절대 케이스를 열지 마세요. 
   일반인이 고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고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2. 물기, 습기, 먼지로 부터 보호해 주세요. 물 가까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물기, 습기, 먼지로 부터 보호해 주세요. 물 가까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권장된 배터리 만을 사용해 주세요. 3. 권장된 배터리 만을 사용해 주세요. 

4. 동봉된 규격 케이블을 사용해 주세요. 그라운드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4. 동봉된 규격 케이블을 사용해 주세요. 그라운드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5. 충전 중 충전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불량이 아닙니다. 5. 충전 중 충전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불량이 아닙니다. 

6. + 와 - 단자를 쇼트 시키면 화재, 전기 쇼크,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6. + 와 - 단자를 쇼트 시키면 화재, 전기 쇼크, 다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환기 구멍은 내부 열을 식히기 위한 것으로 열로 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1. 환기 구멍은 내부 열을 식히기 위한 것으로 열로 부터 제품을 보호하고,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제품의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2. 절대 이 환기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작 중 환기구를 덥어서는 안 됩니다.2. 절대 이 환기 구멍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작 중 환기구를 덥어서는 안 됩니다.
 
3. 실내 사용 제품입니다. 실외 사용 시, 우천이나 습기로 인해 화재나 전기 쇼크가 3. 실내 사용 제품입니다. 실외 사용 시, 우천이나 습기로 인해 화재나 전기 쇼크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1 년 보증을 합니다. 이 제품은 1 년 보증을 합니다. 

제품 보증에 관해 구매처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품 보증에 관해 구매처에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델 G-C50

채널 2 채널 동시 충전

충전 전류 2.6A  DC 16.8V

AC 입력 AC 90V~240V/47Hz~63Hz

무게 1 kg

치수 231 x 141x 60.5mm

사용온도 -10 ~ +45°C 권장

배터리팩 4S 

290Wh : 9 시간

195Wh : 6 시간 30분

160Wh : 5 시간 30분

98Wh   : 3 시간 40분

DC out 16.2V   4A

충전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