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D확대경

충전기능

3R-SMOLIA-RC

간편조작

eco타입 밝기３단계

LED탑재

smolia.com

대형 렌즈와 LED라이트를 탑재한 확대경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등 작은 글씨를 밝게 그리고 크게 확대합니다.

업계 톱 수준의 기능을 겸비한 더 이상
뱃터리 교환이 필용 없는 충전식 LED확대경.

● 충전및
● 밝기 조절

스몰리아

안전 아이의 버튼 전지
오음을 방지

아이의 버튼 전지
오음을 방지

번거롭게 전지를
교환할 필요 없음

번거롭게 전지를
교환할 필요 없음간편

●충전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eco 사양. 
●번거로운 전지 교환이 필요 없음. 
●변환 어뎁터 등을 사용하면 콘센트로   
    충전 가능. 

●충전하면서도 사용 가능.

본체 안에 뱃터리 내장본체 안에 뱃터리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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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확대경 스몰리아  충전 및 밝기 조절 가능

회전식 스윗치이며 확대경 윗 부분의 틀을 돌려서 3단계로 

LED 밝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필요에 따라 가장 편한 밝기로 사용 할 수 있는 

확대경입니다.
확대 관찰하고 싶은 대상물 위에 놓을 뿐!초점 

조절이 필요 없는 확대경입니다.

사용할 시 손으로 들고 

있지 않아도 되어 손목의 

피로가 없음.초점이 딱 

맞는 상태로  슬라이드 

하면서 간편하게 이용 

가능.

밝은 LED 라이트!

LED확대경 smolia RC는 LED를 3개 탑재한 

확대경입니다.

라이트를 켜면 대상물이 

환하게 보이며, 라이트가 

없는 전통 타입에 비해 

보다 선명하고 편하게 

확대화면을 볼 수 있음.

초점 조절이 필요 없음!

충전 방법
LED확대경에 충전 케이블
（가는 쪽）을 연결합니다.

충전 케이블 (굵은 쪽)을 급전할 
수 있는 USB포트에 연결합니다.

LED확대경에 충전이 
시작됩니다.

USB변환 어뎁터를 사용하여 
가정용 콘센트로 충전 가능.

※제품에는 USB 변환 어뎁터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충전 삽입구

　　　충전 램프 
레드 램프 점등…충전중 
그린 램프 점등…만충전

※충전 완료 후, 반드시 충전 케이블을 빼세요.
※충전하면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PC의 USB포트에 연결 
・ USB 포트가   있는  탭에   연결. 
・모바일 충전 배터리 등에
   연결해서 편리하게 충전. 

그 외 아래 방법으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뒷면

USB변환 어뎁터

■제품 사양
렌즈 사이즈 
 렌즈 배율   
광     원   
 전 원   

충전 시간  
연속 사용 시간   

 
입력 충전 단자

외  관 
무 게  

직경 74mm
약 3배
흰색 LED×3
리튬 폴리마 전지
3.7V 180mAh
약 1.5시간
Low：약 8시간 30분
Middle：약 3시간
High：약 1시간
MicroUSB단자
DC5V 2A이하 
직경100mm　높이58mm
약210g

■내용물
　・전용 케이스       
　・충전 케이블 (케이블 길이 1.8m)   
　・클리닝 크로스 
　・ 취급 설명서&보증서

판매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