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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패시터를 충전하기 위해 자동차를 
              재충전 스태이션에 연결하기 

3. 수소 생산하기

5. PURGE THE IMPURE GAS

안을 들여봐서 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세요. 

a. 자동차의 전원을 OFF로 해주세요.

b. 1초 동안 자동차의 퍼지밸브를 눌러주고 놓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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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MANUAL
7. 자동차를 준비시키기

이 단계는 자동차를 작동시키기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a. 자동차 아래쪽에 있는 ON/OFF/WARM UP 
   스위치를 WARM UP에 놓아주세요. 

c. 자동차를 OFF스위치로 해주세요

I-H2GO APP을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다운 받으세요.

i-H2GO를 당신의 iPhone, iPad, iPod Touch와 연동하기

Works with iPhone, iPad and iPod Touch with iOS 4.3+

1. www.apple.com에서 iTunes를 다운받으세요.

2.  iTunes를 컴퓨터에 설치하세요. 

3. iTunes를 실행시키고 APP STORE에 로그온하세요.

4. i-H2GO를 검색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세요

5. i-H2GO를 iPhone이나 iPad에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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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충전 스태이션에서 물 빼기 

물을 안전히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재충전 스태이션을 놓으세요.

1) 플런저가 위에 있을 때

a. 고무 마개를 열어주세요.( 사진을 참고)

b. 플런저를 천천히 끝까지 조심이 눌러주세요.

c. 고무마개를 교체해주세요.

d. 물을 닦아주세요

또는

2)플런저가 위에 안 있을떄

a. 고무 마개를 열어주세요.( 사진을 참고)

c. 플런저를 천천히 내려주세요.
d. 고무 마개를 교체해주세요

e. 물을 닦아주세요.

주의사항: i-H2GO를 쓰거나 수소 5-6 탱크를 쓴 후에 
재충전 스태이션에서 물을 제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I-H2GO를 조종하기

속도 잠금 컨트롤

3. 자동차가 똑같은 속도로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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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터치 움직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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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을 넣으세요

생수나 증류수를 "버블 출구" 가릴 정도로 조심이 부어
주세요. 깨끗한 수돗물도 재충전 스태이션의 수명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과도하게 넘치게 붓지 마세요.

8단계만 완료하면 i-H2GO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가 작동되려면 8단계를 완벽히 완료해야 합니다.

1. 재충전 스태이션 충전하기

10 - 16 HRS

5-6 HRS

태양열 충전: 재충전 스태이션은 동봉된 태양연 플랜트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직사광선에서 최소 10시간) 최적 작동을 
                  위해서는 16시간이 적당합니다. 
                  기기가 사용 안될 시에는 충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는 USB 충전: 
작동 전에 5~6시간 정도 충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기기가 사용 안될 시에는 충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자동차의 탱크를 수소로 채우기

a. 남은 수소와 함께 자동차의 연료 탱크를 채우기
 위해 플런저를 천천히 끝까지 조심이 내려주세요 

c. 암 입력밸브에서 수소 호스를 분리해주세요-
자동차의 탱크는 수소로 가득 찼지만 데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분리하는 동안 퍼지밸브를 만지지 마세요 그러면 
탱크에서 수소를 배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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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1. APP STORE에 로그온하세요.      

2. i-H2GO를 검색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세요 . 

3. i-H2GO를 iPhone이나 iPad에 설치하세요.

3. Bluetooth를 키면 기기를 검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1. ON/OFF/WARM UP스위치를 ON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차에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i-H2GO를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면 0000을 누르고 Pair를 누르세요.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R13
R14

R1  버블 출력
R2  물탱크
R3  물 주입구
R4  전해조
R5  수소 호스
R6  기반판
R7  플런저
R8  가스 창구 마킹
R9  수소 보관 탱크
R10  물 창구
R11  고무 마개
R12  숫 수소 출력밸브
R13  전원 스위치
R14  전기 입력 잭

C1  수소 연료 탱크
C2  수소 풍선 
C3  자동차 페어링 L.E.D.
C4  퍼지 밸브
C5  암 입력 밸브
C6  고무 타이어
C7  연료전지 환기 구멍
C8  수소연료전지
C9  웜업 전원 스위치

S1  태양열 플랜트 도구
S2  +/- 경사있는 경첩
S3  전원 출력 플러그

재충전 스테이션

태양열 판

S1

S2

S3

i-H2GO car

USB 케이블

C1
C2
C3

C4

C5

C6
C7

C8

C9

튜브달린  주사기

자동차를 조종할 때 자이로(4)나 속도 잠금(3) 기능을 사용할 때 
속도를 천천히 올려주세요.

자이로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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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탭해서 아래 인터페이스가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 터치 모션 컨트롤

4. 오른족 조종 컨트롤(5)을 누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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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한번 자동차를 iPhone와 연동하면 추후에 또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iPhone에 연결했다가 다시 처음 휴대폰으로 
              차를 운행하고 싶으면 다시 연결해야 됩니다.

2. 조종 모드 바꾸기

조종 모드 2

2. 조종 모드 전환

5. 오른쪽 조종 컨트롤

2

5

i-H2GO

i-H2O

i-H2GO

재충전 스태이션의 전원이 꺼짐으로 되어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스태이션이 수소를 바로 

생산하더라도 언제나 재충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 1. 처음 사용시에는 USB 충전기 (5V, >=500MA)를 최적 작동을 위해서 대략 6시간 정도 

                  충전해주세요. 태양열 충전은 추후에 사용될 수 있는데 지역,시간, 날씨에 따라 태양 빛의 

                  세기가 달라 12~36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USB 충전기의 예시: 노트북이나 데스크 탑에 있는 USB 소켓, IPHONE이나 IPAD 충전기등

2. 몇몇의 컴퓨터들은 절전모드나 끈 상태에서 충전이 안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스태이션은 

충전되는 동안에 끔 상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충전 스태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충전하는 

동안에는 작동하지 마세요. 충전하는 동안에는 오른쪽의 LED가 빨간색을 보입니다. 

완전히 충전될 시에는 불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충전된 재충전 스태이션은 차를 10번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수소 호스를 차의 암 입력밸브에 연결해주세요. 

잠겨질 때까지 천천히 밀어주세요. 

재충전 스태이션의 왼쪽에 있는 LED가 빨간색을 나타 

낼 것입니다. LED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면 

캐패시터가 완전 충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충전 스태이션의 뒤에 있는 물 창을 확인하세요. 

만약 물이 남아있다면 8단계로 가서 먼저 물을 빼주세요. 

c. 재충전 스태이션의 플런져를 아래로 3분의 1가량으로 

   천천히 눌러주고 자동차의 수소 풍선을 조심이 

   채워주세요.

 d.깨끗하지 않는 수소를 배출하기 위해 수소 풍선이 빌 

    때까지 자동차의 퍼지 밸브를 눌러주세요. 

    자동차를 채울 때마다 이것을 매번 해야 됩니다.

주의사항: 시스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량의 수소가 배출되어야 합니다. 

불순물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i-H2GO는 작동되지 않거나 

아주 느리게 운행되거나 운행 시간이 줄어들 것입니다.

b. C로 가기 전에 재충전 스태이션의 LED가 
초록색인 것을 확인하세요.

d.  재충전 스태이션이 ON상태로 되어있다면 자동차가 
완전히 충전이 되었으면 수소 생산이 자동으로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다면 스태이션을 ON산태로 놔두세요,

주의사항: 좌측의 LED가 초록색으로 바뀌면 차가 준비되고 
수소 생산이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b. 연료 탱크에 있는 수소가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d. 플런저가 다 오르고 버블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4-7단계를 몇 번 반복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i-H2GO는 준비가 되고 작동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의사항: 풍선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거나 
              그만 비워지면 퍼지 밸브를 눌러 
              수소를 배출해주세요.

b. 플런저를 3분의 1가량 살짝 올려주세요.

2. 기기 Settings에서 Bluetooth로 가주세요

5. 연결되었다고 뜨면 Settings에서 나와서 APP을 실행시키세요,

I-H2GO과 연동하기

APP을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이 보일것입니다:

1. 조종 컨트롤(가속, 브레이크, 후진)

3. 속도 잠금 기능

4. 자이로 조종 기능

5. 방향 스틱(좌우)

6. 설명서로 가기

1. 조종 컨트롤(1)을 위로 올리면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2. 조종 컨트롤(1)을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가 후진합니다

3. 방향 스틱(5)을 왼쪽으로 움직이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4. 방향 스틱(5)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1.자이로 조종 기능(4)을 탭해주세요 

2. 자동차를 왼쪽으로 움직이려면 기기를 왼쪽으로 기울여주세요.

3.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면 기기를 오른쪽으로 기울여주세요.

1. 속도 잠금 기능(3)을 탭해주세요.

2.조종 컨트롤(1)을 앞으로나 뒤로 움직여서 속도를 설정하고 놓아주세요

3. 조종 컨트롤
4. 설명서로 가기

조종 컨트롤(3)을 사용할 때에는 속도를 천천히 올리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1. 조종컨트롤(3)을 위로 올리면 자동차가 앞으로 갑니다.

2. 조종컨트롤(3)을 아래로 내리면 자동차가 뒤로 갑니다.

3. 왼족 조종 컨트롤(1)을 누르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갑니다.
3. 태양 조건이 나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태양열 패널을 이용할 시에는 오른쪽에 있는 

    LED 불빛이 권장된 충전 시간이 지나도 초록색으로 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시에는 재충전 스태이션은 사용될 수는 있지만 재충전 횟수가 덜 됩니다

주의사항 : 생수나 증류수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재충전 스태이션이 

              훼손 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스태이션의 전원을 ON으로 해주세요. 2개의 밝은 파란색 

LED 불빛, 출구에서 버블이 나오는 것과 플런저가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래에 

있는 주의사항이나 문제점과 해결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런저가 그만 오르고 버블이 더 이상  안 나오면 탱크가 꽉 차고  

전해조 과정이 자동으로 멈출 것입니다. 

주의사항: 수소 생산과정에서 버블이 항상 출구에서 나와야 합니다. 

거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재충전 스태이션이 완전 충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사기의 끝을 버블이 나오는 출구에 두고 물을 

빨아들이세요. 이 물을 물 구조에 옮길 수 있습니다. 

버블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주세요. 

1. 왼쪽 조종 컨트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