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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형 완속충전기 제품 사양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 제품 

모 델 명 : KCN7R7SV 

제조회사 : ㈜코디에스 

 

디자인 및 구성 개선 

 

하단 분리형으로 벽걸
이 부착가능 

 

전면 오픈 방식으로 관
리 효율성 향상 

 

전기용품안전인증 획득 

 

보급형완속충전기 

구분 항목 사양 

일반사항 

AC INPUT 단상 220VAC 

AC OUTPUT 220V 7kw 이상 

정격출력전압 단상2선식 AC220V 

정격주파수 60Hz 

사용가능온도범위 -25°C ~ 40°C   

보호등급 IP44 

규격 
330(W) x 230(D) x 1600(H) (mm), 45kg 
[ 벽걸이 330(W) x 230(D) x 990(H) ] 

전원차단 
1차 CONTROLLER RELAY 동작(220V 40A) 

2차 ELB 220V 40A 

사용제안 
RFID 인식(P/W 터치) RFID 카드 또는 비밀번호 터치 

전원부 식언 솔레노이드 잠금장치 

전력점검 스마트 메터 220V 40A, 1.0급 

관리적 기능 
디스플레이 7인치 터치스크린 

LED 충전/대기 모드 구분 기능 

성능 
통신기능 

전기자동차 –충전기간 Pilot 제어 
  : 전력인가 기능 
서버 TCP/IP 통신 (옵션) 

커플러 SAE J1772표준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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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에스 강점  

제품 특징 

특  징 벽걸이형 스탠드형 비  고 

복합설치 
구조 

330(W) x 230(D) 
x 990(H) mm 

330(W) x 230(D) 
x 1600(H)mm 

장소에 따라  
선택 적용 

 

충전구 위치 
전면 위치로 조작 편리 

내부 LED 조명 
임의 분리 장치 

터치 LCD 7” 터치 LCD 

도움말 
LCD 대기화면 

도움말 기능 적용 

충전인프라 

노하우 

현장 조사 

맞춤형  

시공 제안 

효율적  

시공 

안정된  

충전서비스 

신속한 

유지 관리 

충전 인프라 노하우 

• 2010년 부터 충전 인프라 사업 개시 
•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제조 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원스톱) 
• 약 5년간의 충전 인프라 사업 노하우 
• 사용자 입장의 맞춤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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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인프라 부지 선정 

4 

□ 공사위치 
 
  1) 차량 출입용이, 주차면 확보 
 
  2)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 
      실내 : 충전기 ▶ 0.5m*0.5m 
      실외 : 충전기 + 충전부스 ▶ 1m*1m 
      (벽부형 시공시 공간 활용 용이) 
 
  3) 전력 확보 용이 지점 
      단상 220V 7kW 
      자체 여유 전력 인출 가능 지점 
     (한전 계량기/한전 신규 인입 검토) 
 
  4) 토목공사 축소 지점 
      전력 확보 지점과 근접 
      건물과 근접  
      굴착, 포장 공사시 공사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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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Q. 비밀번호 방식인데 번호를 바꿀 수 있나요? 
A. 관리자 모드에서 원하시는 4자리 비밀 번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Q. 충전 중 정전되면 충전 케이블을 어떻게 분리나요? 
A. 충전기 전면 도어를 열고 수동 레버로 솔레노이드 잠금 장치를 열수 있습니다. 

Q. 충전 중 커넥터가 빠져도 안전한가요? 
A. 충전 커넥터 임의 분리 방지 장치가 적용되었고 임의 분리되어도 연결 분리를 감지하여 자동 전원 차단됩니
다.  

Q. 제품의 화면이 작동 되지 않습니다. 
A. 제품 내부의 차단기를 OFF/ON하여 재부팅 합니다. 증상이 지속되면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Q. “비상 정지 되었습니다.” 안내화면이 나옵니다. 
A. 차량과 충전기의 충전 케이블을 분리하고 비상 스위치를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돌리시면 복구됩니다. 
      비상 스위치 복구 후 이상 현상 확인 시 제조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용중 교체가 필요한 소모 부품은 없나요? 
A. 수명에 따른 교체가 필요한 소모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상태 표시 LED (1050-12RGB) : LED 수명 5만 시간 이상 → 6년 이상 
      ㅇ LCD 메모리 카드 (SANDISK Micro SD, 4GB ) : 4년 이상 예상 → 사용 빈도에 따라 다름 
      ㅇ MC (Contactor)류 : 1만회 이상 → 완속 (1일 4회 충전 시) : 6.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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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스탠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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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사례 

벽걸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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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디에스 
에너지 기술팀 

T : 031-222-4711 

☞ 사양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