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 지침

RACER® 발열 장갑을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열 장갑이 손상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이 설명서를 잘 읽어주십시오.

  

내용물 구성
• RACER® 발열 장갑(1켤레)
• 2개의 충전식 7.4V 리튬 이온 배터리
• 1개의 100-240V 배터리 충전기

장갑 설명
5개의 손가락이 들어갈 수 있는 장갑의 손등 부분은 스트레치 천 및/또는 발수 염소 
가죽으로 제작되었고, 손바닥 부분은 발수 염소 가죽으로 되었으며 내부에는 폴리에스테르 
솜으로 된 발열 시스템과폴리 아미드 봉제사  i/o 폴리 아미드 솔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열 시스템의 구조
시스템은 발열 천, 배터리, 충전기 및 스위치로 구성됩니다.

가열 시스템 그림 설명

기술 사양
- 소비 전력 : 5W 
- 충전기 전압: 100-240V
- 배터리 : 7.4 볼트, 2200mAh
- 배터리

배터리

 시간 : 사용 조건에 따라 2~6 시간

주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장갑에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및 습도의 변화도 배터리 사용 시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크기와 무게 : 60x40x13mm, 75g
- 충전 소요 시간  : 약 4 시간 

배터리 충전
• ❸ 충전기를 콘센트(100-240V)에 연결하십시오. ❹ 충전기 플러그를 ❻ 배터리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충전기의 LED 등이 붉게 빛납니다.
• 배터리가 충전되면 충전기의 LED 등이 녹색으로 바뀝니다.
•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약 4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의 :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손상되었거나 젖은 경우에는 충전을 하지 마십시오.
주의 : 제품과 함께 제공된 충전기만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사용 방법 :
•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장갑을

• 
• 
• 
• 
• 

배터리 2개를 장갑에 연결
장갑이 2-3초 동안 켜졌다가 꺼집니다.
버튼이 "보라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장갑의 버튼을 10초 동안 누릅니다.
그러면 페어링이 진행되고 페어링이 완료되면 LED가 녹색으로 바뀝니다.
장갑을 다시 시작하고 버튼을 2초 동안 누르십시오. 장갑이 시작되고 가열됩니다.

 사용할 때마다 배터리를 다시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법
• ❷ 발열 천 플러그 중 하나를 ❻ 배터리 소켓에 연결하십시오.
• 배터리를 ❶ 배터리 주머니에 넣고 벨크로로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닫습니다.
• 시스템을 켜려면 ❼ 스위치를 3초 동안 누르십시오. 

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각 장갑에 배터리를 연결해야 합니다.

발열 시스템에는 네 가지 전원 설정이 있습니다 :  강함에서 약함까지. 전원은 표에 표시된 
대로 스위치상의 LED로 표시됩니다.

버튼 조작
시스템이 켜지면 짧게 누를 때마다 세기가 변경 됩니다 :
레벨 3 > 레벨 2 > 레벨 1 > 레벨 2 > 레벨 3 > ......

중요: 오른쪽 장갑의 발열 단계 변화는 자동으로 즉시 왼쪽 장갑으로 전달됩니다.

온도 조절
RACER®가 개발한 발열시스템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통해 온도를 조절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배터리의 수명을 유지하며 스마트하게 오랫동안 장갑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장갑은 항상 동일한 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절 기능을 통해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하고 따뜻한 수준의 열을 제공하여 손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배터리 표시
버튼 하단의 LED는 아래 표와 같이 배터리 잔량을 나타냅니다.
배터리 표시 등은 배터리를 넣거나발열장갑을 사용할 때 켜집니다.

중요: 발열 장갑을 최적의 상태로 사용하려면 항상 각 장갑에 충전 수준이 동일한 배터리 
2개를 사용하십시오.

배터리 수명
배터리는 소모품입니다. 배터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일정 시간 후 점차적으로 충전 
용량이 줄어듭니다. 배터리 수명이 매우 짧아지면 배터리 수명이 다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새 배터리를 구입해야 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보관 조건, 사용 조건, 환경 및 배터리 팩의 특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용한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는 귀중한 재활용 자원입니다. 국가, 주 또는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용한 
배터리 폐기에 관한 법률을 따르십시오.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문의하십시오.

배터리 관리 및 보관
배터리를 오랫동안 보존하고 수명을 늘리려면 다음 팁을 따르십시오.
•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5°C/48°F ~ 20°C/61°F 사이의 서늘한 곳에 배터리를 보관하십시오.
• 보관 중에는 배터리를 장갑이나 충전기에 연결하지 마십시오.

주의 :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충전량 50%에서 75% 사이로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때 배터리 충전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주기적으로 충전을 
해야합니다.

유지 관리
장갑은 연성 비누와 젖은 헝겊으로 닦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에 넣어 세척하지 마십시오.
• 건조기에 넣어 건조하지 마십시오.
• 드라이 클리닝하지 마십시오.
• 표백제나 유연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갑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를 빼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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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 설명을 따르지 않으면 과열, 발화 또는 이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 설명을 따르십시오.

1. 케이블이 닳았거나 손상된 경우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발열장갑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3. 아기, 어린이나 제품 사용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 특히 열에 취약한 고객 또는 사용 설명을 
충분히 숙지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 심박 조율기를 사용하는 경우 이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배터리를 열거나 보호 필름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6. 배터리가 젖었거나 모양이 변형된 경우 배터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7. 습기로 축축해졌거나 물에 잠겼을 때에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8. 젖은 장갑을 말리기 위해 발열기능을 사용해선 안됩니다.
9. 접히거나, 말리거나, 구겨진 상태로 장갑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10. 발열장갑을 작동 시킨 상태에서 잠을 자지 마십시오.  
11. 라디에이터, 헤어드라이어 등 열이 나는 열원에 장갑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12. 가방과 같이 무겁거나 큰 물건을 위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13. 장갑이 뜨거울 때 발열장갑을 접지 마십시오.

15. 배터리 충전시 장시간 방치하지 마십시오.
16. 배터리 또는 충전기가 손상되었거나 젖은 경우에는 충전하지 마십시오.
17. 제품과 함께 제공된 충전기만 사용하여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 주머니

발열 천 플러그

충전기

충전기 플러그

배터리

배터리 소켓

스위치

EGLOVE4 OTHERS

충전 수준 

+ 50 %

50% > 20%

-20 %

LED 색상

스위치 

길게 누름(3초) 

짧게 누르기 

짧게 누르기 

길게 누름(3초) 

 

 

 

 

LED기능

시작
블루투스 장갑 페어링

고출력

중출력

약출력

시스템 종료

처음 사용
편성

�
각 장갑 장갑에 배터리를 꽂습니다.

�
오른쪽 장갑 버튼을 10초 동안 누르십시오.
LED가 "보라색"으로 깜박일 때까지
그런 다음 버튼을 놓습니다.

�
페어링 절차가 시작됩니다...

LED가 녹색으로 바뀌면 페어링이 완료된 것입니다.

장갑을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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