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hasing 표준 어댑터만 사용하십시오
· 빨간불은 충전을 의미합니다
· 녹색 표시등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열린 바다 항해
수질이 맑고 

조밀하지 않은 해초
고밀도 무선 또는
레이더 신호 없음

330 ft 이상
잠수하지 않기 

330 ft 

배터리를 방전
시키지 않기

배터리가 25%
미만일 때 충전

사용하지 않을 때
배터리를 50%~
70%로 유지

작동 온도
-10 °C ~ 60 °C

안전한 체이싱 수중드론 사용을 위한 

체이싱 배터리 유지 보수 및 예방 조치 1

<항법 안전>

<배터리 보호>

<충전 보호>

· 추진기의 프로펠러를 반지지 마십시오.
·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 중에서 30초 이상 추진기 잠금을 해지하지 마십시오.
· 소금물에 ROV를 사용한 후 깨끗한 물에 1시간 정도 담가두었다가 전원을 켜주세요.
드론을 10분 동안 작동시켜 염분을 배출하고, 수건으로 닦은 후 물을 시험해 봅니다.

<추진기/프로펠러>

· 다이빙 전에 커넥터 소켓과 밧줄을 확인하고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염분과 습기로
인해 커넥터가 부식될 수 있습니다.소켓을 깨끗한 물로 씻으십시오.
인터페이스에 물 얼룩이 있으며 청소 후 커넥터를 건조하게 만듭니다.

<커넥터 소켓/테더 커넥터>



1.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들어가기 전에 LED 조명을 켜지 마십시오.
2. 추진기/프로펠러가 해초나 외부 물질에 의해 끼어있는지 확인하고 깨끗한 물로 ROV를
헹굽니다. 물을 말린 다음 포장 상자에 다시 넣으십시오.
3. 리모컨은 물로 씻을 수 없으므로 수건으로 닦아주십시오.
4. 배터리 끝에 있는 당김 링은 배터리를 제거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ROV를 들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ROV를 들어올릴 경우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5.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이나 액세서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5.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드론이나 액세서리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지 마십시오.
6. 16세 미만은 성인의 감독하에 이 드론을 사용해야 합니다.
7.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드론과 액세서리를 햇빛에 노출시키지 마세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거나 특별한 상자에 넣어 보관하십시오.
8. 염화물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은 Chasing M2를 침식할 수 있습니다.
ex.) 수영장의 염소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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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보호>

추가적인 제품지원은 헬셀 제품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하단의 QR코드).
제품지원 사이트를 참고하여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네이버 톡톡  또는 유선연결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하단 QR코드).
(1688-5343)

https://helsel.co.kr/
https://www.helselgroup.com/ko/support 헬셀 제품지원 네이버 톡톡

<충전 보호>

· 테더 커넥터/배터리 소켓/SD 카드 소켓에 있는 O-링이 다이빙 전인지 확인하고분실 또는
파손 시 교체합니다
· 배터리가 방전될 때마다 유지 보수를 위해 인터페이스 씰에 O-링에 그리스를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캐빈과 마이크로 SD 카드가 제거되고 설치됩니다.

<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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