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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INSTRUCTIONS

Read the safety instructions first before using your product and keep them in a safe place for future reference. For 
your safety, this appliance complies with all existing standards and regulations . 

• This product has been designed for domestic use only.  Any commercial 
use, inappropriate use 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instructions, the 
manufacturer accepts no responsibility and the guarantee will not 
apply.
• Your vacuum cleaner is an electrical appliance: it should be used in 
normal operating conditions. Do not place the nozzle near the eyes or 
ears.
• Do not use the appliance if it has been dropped and there is visible 
damage to it, or if it fails to function normally. In this case do not open 
the appliance, but take it to the nearest Service Centre as special tools 
are required to carry out any repairs safely.
• Repairs must only be carried out by specialists using original spare 
parts: it may be dangerous for users to try to repair appliances 
themselves. Use only guaranteed original spare parts (filters, batteries, 
etc.).
• : DETACHABLE POWER UNIT
• WARNING: To recharge the battery, please use only the power unit 
(charger) shipped with the appliance (pages 10/13).
• Please remove the battery before discarding it.
• Please ensure that the appliance is unplugged before taking out the 
battery.
• Please ensure the battery is disposed of safely.
• If the cord of the detachable power unit (charger) is damaged or 
does not work: do not use any detachable power unit (charger) other 
than the model provided by the manufacturer and contact Customer 
Support or your nearest approved Service Centre (use of a universal 
detachable power unit (charger) voids the guarantee). 
• Never pull the electric cord to disconnect the detachable power unit 
(charger).
• Always switch off the appliance before maintenance or cleaning. 
• Do not touch the rotating parts without stopping and disconnecting 
the appliance.
• Do not vacuum wet surfaces, water or any type of liquids, hot 
substances, super smooth substances (plaster, cement, ashes, etc.), large 
sharp items of debris (glass), hazardous products (solvents, abrasives, 
etc.), aggressive products (acids, cleaning products, etc.), inflamm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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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losive products (oil or alcohol based).
• Never immerse the appliance in water or any other liquid; do not 
spill water on the appliance and do not store it outside.
• For product start-up, charging, cleaning and maintenance, please 
refer to the user guide. 
• For countries subject to EU regulations (  marking) : This appliance 
can be used by children aged 8 years and above and persons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who lack 
experience and knowledge if they have been given supervision 
or instruction concerning safe use and understand the hazards 
involved. Children should not be allowed to play with the appliance. 
Children should not clean or perform maintenance on the appliance 
unless they are supervised by a responsible adult. Keep the appliance 
and its charger out of the reach of children under 8 years old.
• For other countries not subject to EU regulations : This appliance 
is not designed for use by people (including children) with reduced 
physical, sensory or mental capabilities or by people with no prior 
knowledge or experience, unless they have had supervision or 
previous instructions relating to the use of the appliance, from a 
person responsible for their safety. Children must be supervised to 
ensure that they do not play with the appliance.

PLEASE READ BEFORE USE 

• Ensure that the voltage indicated on the rating plate of your vacuum cleaner’s charger is the same as your power 
supply voltage. Any connection error could cause irreversible damage to the product and invalidate the guarantee.
• The vacuum cleaner should always be put back on charge after use to ensure that it is always available with 
a fully charged battery and with optimal dust pick up performances.
• However, it is best to unplug it in the event of prolonged absence (holidays, etc), in which case, there may be 
a decrease in autonomy because of self-discharging.
• Do not vacuum large items that may clog and damage the air inlet. 

Depending on model :
• Do not use the power-brush on deep pile carpet, animal hair or fringes. 
• Switch to „Min“ to vacuum thick or delicate carpets and rugs and fragile surfaces. Note: check regularly that 
the nozzle wheels are clean. 
• Switch to „TURBO/BOOST“ for optimum dust removal performance on all types of very dirty floors. Note: If the 
appliance sticks to the surface too much, switch back to „Min“. 

• Do not use your vacuum without a motor protection filter. 
• Do not wash the dust collector components or the motor protection filter in a dishwasher. 

BATTERY SAFETY INSTRUCTIONS

• This unit contains batteries (Nickel Metal Hydride or Lithium Ion) which for safety reasons are only accessible 
by a professional repairer. When the battery is no longer able to hold the charge, the battery pack (Nickel 
Metal Hydride or Lithium Ion) should be removed. To replace the batteries, contact your nearest Approved 
Service Centre. Do not replace a block of rechargeable batteries with non-rechargeable batteries.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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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teries, please contact an Approved Services Centre.
• The batteries are designed for indoor use only. Never immerse them in water. The batteries must be handled with 
care. Do not put batteries in your mouth. Do not let batteries touch other metal objects (rings, nails, screws, etc). You 
must take care not to create short circuits in the batteries by inserting metal objects at their ends. If a short circuit 
occurs, the battery temperature may rise dangerously and can cause serious burns or even catch fire. If the batteries 
leak, do not rub your eyes or any mucous membranes. Wash your hands and rinse your eyes with clean water. If the 
discomfort persists, consult your doctor.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existing regulation, any end-of-life appliances must be taken to an approved Service Centre 
which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managing their disposal.

Think of the environment!

Your appliance contains many materials which can be recovered or recycled.
Leave it at a local civic waste collection point.

PROBLEMS WITH YOUR APPLIANCE ?
Depending on model :

PROBLEMS POSSIBLE CAUSES SOLUTIONS

The charger becomes hot.

This is perfectly normal. The va-
cuum cleaner can remain perma-
nently connected to the charger 

without any risk.

The charger is connected but your 
appliance is not charging.

The charger is not properly connec-
ted to the appliance or is faulty.

Check that the charger is properly 
connected or contact  an Approved 

Services Centre to change the charger.

MEDIUM

MIN

TURBO

Your appliance stops during ope-
ration and the light/s flash very 

quickly.
Your appliance may be overheating. Stop the appliance and leave cool 

for at least 1 hour.

The appliance has stopped after the 
charge light flashed. The appliance has lost its charge. Recharge the vacuum cleaner. 

The power-brush is not working 
properly or makes a noise. 

The rotating brush or hose are ob-
structed. 

Stop the vacuum and 
clean the parts.

The brush is worn. Contact an Approved Service Centre 
to change the brush. 

The belt is worn. Contact an Approved Service Centre 
to change the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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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ance is not working
The appliance has lost its charge

Check that the appliance is fitted 
correctly onto its docking station.

Check that the cord of the docking 
station or the charger is plugged in, 

and that the socket is operating 
correctly.

The batteries may be discharged Recharge the appliance

The appliance loses suction power
The accessory may be blocked Stop the appliance and empty it

The motor protection filter is full Replace it

The appliance makes an abnormal 
noise

The dust or dust/water container 
may be full. Empty it and clean it

In case of abnormal operation The motor may be overheating.
Turn off the appliance to correct 

the problem (e.g. blockages in the 
vacuum inlet or accessory)

If dust or debris that have been vac-
uumed falls out onto the floor or if 

liquid runs out

Check that the dust or dust/water 
container may be full. Empty it and clean it

The power-brush stops during use 
of the vacuum cleaner.

The heat safety device 
has come on.

Stop the vacuum cleaner. Check 
that nothing is obstructing the rota-

tion of the brush; if there is an  
obstruction, remove it and clean the 

power-brush, then turn on  
the vacuum cleaner.

Your vacuum cleaner suction is not 
working properly or is making a 

whistling noise.

The tube or hose is partially 
blocked. Unblock them the tube/hose.

The dust collector is full. Empty it and clean it.

The dust collector is not properly
fitted. Re-position it correctly.

The suction head is dirty. Remove the power-brush  
and clean it.

The filter is full. Clean it or replace it.

When charging the
vacuum cleaner, the light(s) flash 

very quickly.

The correct charger is not being 
used or the charger is faulty.

Talk to an Approved Service Centre 
to change the charger.

Please keep this user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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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주의사항 

본 제품은 고객의 안전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표준 법규 및 기술 법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본 제품은 가정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안전 주의사항을 주의깊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주의사항에 따르지 않고 제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제조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제품은 전자 제품입니다. 반드시 안전한 조건 하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즐을 눈이나 귀에 가까이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품을 떨어뜨린 후 눈에 보이는 손상이 있거나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품을 직접 분해하지 마시고 가까운 테팔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의 수리는 반드시 정품(필터, 배터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된 서비스 센터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지가 임의로 
제품을 수리할 경우 품질보증 수리혜택을 받으 실 수 없습니다.
•  : 탈착식 전원공급장치 
• 주의 :배터리 충전 시에는 함께 제공된 탈착식 전원공급장치(충전기)
만을 사용하십시오(10 / 13 페이지).
• 배터리는 폐기 전 장치에서 빼내야 합니다.
• 배터리를 빼낼 때 장치는 전원에서 분리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 배터리는 반드시 안전하게 폐기해야 합니다.
• 충전기 코드가 손상되었거나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지 않을 때테팔에서 
제공하는 충전기 이외 다른 충전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가까운 
테팔 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주십시오(다른 충전기를 사용하실 경우 
품질보증수리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코드를 뽑을 때 절대로 전선을 잡아당겨 뽑지 마십시오.
• 제품의 수리나 청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품의 전원을 꺼주십시오.
•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델타 헤드의 회전 부분은 절대로 만지지 
마십시오. 만져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어떤 성분의 액체이건 표면이 젖어있거나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체, 석고 혹은 시멘트 가루, 재와 
같은 미세한 가루 물질, 깨진 유리 처럼 절단면이 크고 뾰족한 물질,
용해제나 페인트 제거액 같은 유독성 물질; 산성이나 세척액 같은 
부식성 물질, 석유 또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쉽게 불꽃을 
일으키는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 하십시오.
• 절대로 제품을 물에 담그지 마시고 제품에 물을 쏟지 않도록 조심해서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을 실외에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품 사용, 충전, 세척, 유지 관리는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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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표준을 집행하는 국가에 적용（  마크）: 본 제품은 8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신체, 지각 또는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 제품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경험이 부족한 분은 
보호자의 감독 아래서 사용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위험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본 제품을 가지고 놀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감독 없이 본 제품의 청소 및 유지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품과 본제품의 코드를 8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유럽 표준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에 적용 : 본 제품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신체, 지각 또는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분, 제품에 대한 
지식이나 사용경험이 부족한 분은 보호자의 감독 아래서 사용하거나 
사용 전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제품을 함부로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감독하시고 각별히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 

• 가정 내 사용 전압과 제품 충전기 전면에 표시된 전압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어떠한 연결상의 
오류든 제품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은 품질보증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최적의 청소결과 및 배터리 수명을 위해 청소기를 사용하신 후 바로 충전시켜 항상 완충된 상태에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 등 장기간 집을 비우실 경우, 자가방전으로 인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충전기 코드를 빼두시기 
바랍니다.  
• 크기가 큰 아이템을 진공 청소기로 사용할 경우, 공기 흡입구를 막거나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름 : 
• 실이 긴 카페트, 동물털로 만든 제품, 커튼 가장자리나 태슬 장식(장식술)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 두껍고 손상되기 쉬운 카페트나 러그, 깨지기 쉬운 표면 등을 청소할 때는 스위치를 “Min(약)”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노즐의 바퀴가 깨끗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주십시오. 
• 어떤 타입의 더러운 바닥에서든 최적의 청소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TURBO/BOOST”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청소 중에 델타 헤드가 흡입면에 심하게 밀착될 경우 스위치를 “Min(약)”으로 바꿔 주십시오.
•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소기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먼지통이나 필터를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세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안전 주의사항

• 본 제품에는 배터리(니켈수소 혹은 리튬이온 타입)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전문가(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만이 접근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터리가 더 이상 충전되지 않을 때에는 배터리 팩을 제거 및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공인 테팔 서비스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터리는 반드시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배터리를 입에 넣지 마십시오. 배터리 양쪽끝에 금속물질을 
삽입하면 배터리 내부에서 합선될 수 있습니다. 합선이 되면 배터리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매우 위험하며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 누수액을 손으로 만졌을 경우, 절대로 
눈을 비비거나 코 속을 후벼 점막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흐르는 깨끗한 물에 손과 눈을 닦아 헹구어 
주십시오. 이물감이 계속 남아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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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폐가전 제품은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한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인된 서비스센터에서 폐기해야 합 니다.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본 제품의 부속품들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분리수거하여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델에 따라 다름 :

문제상황 가능한 원인 해결책

충전용 어댑터가 점점 뜨거워집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청소기
는 어떠한 위험도 없이 충전기에 계

속 연결된 채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지만, 청소기가 
충전되지 않습니다.

충전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
나, 정품 충전기가 아닙니다.

충전기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
인하시거나 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MEDIUM

MIN

TURBO

청소기가 작동 중에 꺼졌고, 충전표
시등이 매우 빠르게 깜빡입니다. 청소기가 과열되었을 수 있습니다. 청소기 사용을 중단하고 최소 1시간 

이상 식혀주세요. 

충전표시등이 약 10초간 깜빡거리
다가 청소기가 멈췄습니다. 청소기가 충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소기를 재충전해주세요. 

파워 브러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음을 냅니다. 

회전 브러시나 호스가 막혔을 수 있
습니다.

청소기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 부분
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세요.

브러시가 닳았을 수 있습니다. 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브
러시를 교체해주세요.

벨트가 닳았을 수 있습니다. 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여 
벨트를 교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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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브러시가 청소 도중에 멈춥니다. 과열방지장치가 작동되었을 수 있
습니다. 

청소기 사용을 중단하시고, 파워브러
시의 회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지 확인해보세요. 만일, 무언가가 회전
을 막고 있다면, 제거 및 청소하신 후 

다시 청소기를 켜 보세요. 

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해졌고 소음과 
이상음이 들립니다.

튜브나 호스가 부분적으로 막혀있을 
수 있습니다. 

튜브나 호스의 막힌 부분을 뚫어주
세요. 

먼지통이 꽉 차 있을 수 있습니다. 먼지통을 비우고 청소해주세요.

먼지통이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습
니다.

먼지통을 바르게 끼워주세요. 

헤드가 더러울 수 있습니다. 헤드의 파워브러시를 분리하여 세척
해주세요.

필터가 먼지로 가득차 있을 수 있
습니다.

필터를 청소 또는 교체하여 주십
시오.

청소기를 충전할 때, 충전표시등이 
매우 빠르게 깜박입니다.

사용되고 있는 충전기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기가 충전되지 않았습니다.

기기가 충전기에 올바르게 장착되었
는지 확인하십시오.

도킹스테이션이나 충전기 코드가 전
원에 꼽혀 있고, 소켓이 올바르케 작

동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기기를 충전 하십시오

기기의 흡입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물질로 인해 막혀 있거나 필터에 
먼지가 가득차 있을 수 있습니다.

기기의 사용을 멈추고 이물질을 제
거하여 주십시오. 필터의 먼지를 비

우거나 교체하여 주십시오.

기기에서 이상음이 들립니다.
먼지통 혹은 먼지/물통이 꽉 차있

는지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주십시오. 

기계가 비정상으로 작동할 경우 모터가 과열되었을 수 있습니다. 
테팔 공인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

요.

진공 청소기로 흡입된 먼지나 이물
질이 다시 바닥에 떨어지거나 액체

가 밖으로 새는 경우,

먼지 혹은 먼지/물 통이 꽉 차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용물을 비우고 세척해주십시오. 

이 설명서를 잘 보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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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RS

Commercial
reference

Country

Reference

RH84xx / TY84xx

Korea RS-RH5203

Japan RS-RH5219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380

Europe RS-RH5155

RH854x / TY854x
RH855x / TY855x Europe RS-RH4901

RH856x / TY856x
RH857x / TY857x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021

Europe RS-RH4902

RH87xx / TY87xx
RH880x / TY880x
RH881x / TY881x
RH882x / TY882x

Europe RS-RH5277

China RS-RH5659

US / Canada RS-RH5660

Korea RS-RH5661

Japan RS-RH5662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663

RH883x / TY883x
RH884x / TY884x
RH885x / TY885x
RH886x / TY886x
RH887x / TY887x
RH891x / TY891x
RH892x / TY892x
RH897x / TY897x
RH890x / TY890x
RH894x / TY894x
RH896x / TY896x

China RS-RH5524

US / Canada RS-RH5402

Korea RS-RH5400

Japan RS-RH5492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401

Europe RS-RH5275

RH888x / TY888x
RH889x / TY889x
RH899x / TY899x

China RS-RH5654

US / Canada RS-RH5655

Korea RS-RH5656

Japan RS-RH5657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658

Europe RS-RH5653

MEDIUM

MIN

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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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RS

Commercial
reference

Country

Reference

RH90xx / TY90xx
RH92xx / TY92xx
AC93xx / TY93x

RH732x / TY732x
RH94xx / TY94xx

Europe RS-RH5664

China RS-RH5667

USA / Canada RS-RH5668

Korea RS-RH5669

Japan RS-RH5670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RH5671

BATTERIES

Commercial
reference

Voltage

Reference

RH84xx / TY84xx 12V Ni-Mh RS-RH5488

RH854x / TY854x
RH855x / TY855x 18V Ni-Mh RS-RH4899

RH875x / TY875x 18V Ni-Mh RS-RH5233

RH856x / TY856x
RH857x / TY857x 24V Ni-Mh RS-RH4900

RH877x / TY877x 24V Ni-Mh RS-RH5278

RH880x / TY880x
RH883x / TY883x
RH890x / TY890x

14.4V Li-Ion RS-RH5272

RH881x / TY881x
RH884x / TY884x
RH885x / TY885x
RH891x / TY891x
RH894x / TY894x

18V Li-Ion RS-RH5273

RH882x / TY882x
RH886x / TY886x
RH887x / TY887x
RH892x / TY892x
RH897x / TY897x
RH896x / TY896x

25.2V Li-Ion RS-RH5274

RH888x / TY888x
RH889x / TY889x
RH899x / TY899x 

32V Li-Ion RS-RH5651

MEDIUM

MIN

TURBO

MEDIUM

MIN

TURBO



12

CHARGERS

Commercial
reference

Country

Reference

RH654x / MS654x / 
TY654x / CA654x

Korea RS-RH5861

Europe RS-RH5862

UK / Hong-Kong / UAE / Singapore RS-RH5863

MS657x France FS-9100028844

BATTERIES

Commercial
reference

Voltage

Reference

RH654x / MS654x / 
TY654x / CA654x 14.4V Li-Ion RS-RH5864

MS657x 21.6V Li-Ion FS-9100028994

BATTERIES

Commercial
reference Voltage

Reference

RH90xx / TY90xx
RH92xx / TY92xx
RH732x / TY732x

21.9V Li-Ion RS-RH5650

AC93xx / TY93xx 21.9V Li-Ion RS-RH5970

RH94xx / TY94xx 21.9V Li-Ion RS-2230001437

MEDIUM

MIN

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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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RS

Commercial
reference

Country

Charger 
reference

RH6751WO Europe YLJXA-E260055 

TY6751WO Russia YLJXA-E260055 

TY67xx South Korea YLJXA-K240050

BATTERIES

Commercial
reference

Voltage

Battery
 reference

RH6751WO / TY6751WO / TY67xx 21.6V ZL-8260S06

CHARGERS

Commercial
reference

Country

Reference

AC2xxx / MX2xxx / TX2xxx
AC44xx / MX44xx / TX44xx Europe RS-AC3449

AC46xx / MX46xx / TX46xx
AC47xx / MX47xx / TX 47xx Europe RS-AC3479

AC91xx / MX91xx / TX91xx

Europe RS-AC3595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AC3596

Korea RS-AC3614

AC92xx / MX92xx / TX92xx

Europe RS-AC3521

UK / Hong Kong / UAE / Singapore RS-AC3610

US / Canada RS-AC3609

MEDIUM

MIN

TUR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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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TERIES

Commercial
reference

Voltage

Reference

AC22xx / MX22xx / TX22xx 2.4V Ni-Mh RS-AC3427

AC23xx / MX23xx / TX23xx 3.6V Ni-Mh RS-AC3244

AC44xx / MX44xx / TX44xx 4.8V Ni-Mh RS-AC3429

AC46xx / MX46xx / TX46xx 6V Ni-Mh RS-AC3568

AC47xx / MX47xx / TX47xx 7.2V Ni-Mh RS-AC3477

AC912x / TX912x 7.2V Ni-Mh RS-AC3583

AC913x / TX913x 12V Ni-Mh RS-AC3598

AC922x / TX922x 7.2V Li-Ion RS-AC3498

AC923x / TX923x 10.8V Li-Ion RS-AC3499

AC925x / TX925x
18V Li-Ion

RS-AC3501

AC925xU1 / TX925xU1 RS-AC3604

MEDIUM

MIN

TUR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