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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탑재로    LED탑재로    LED탑재로  

인기 

선택 가능한
4가지 컬러

LED라이트:OFF LED라이트:ON

  충전식 LED확대경  충전식 LED확대경  충전식 LED확대경

보고 싶은 곳을크게 & 환하게

보고 싶은 곳을크게 & 환하게

보고 싶은 곳을크게 & 환하게

스 몰 리 아스 몰 리 아스 몰 리 아

LED 확대경 시리즈의 버전 업 신 상품 SMOLIA-XC 출시!
다양한 고객님의 취향에 맞춘 4가지 컬러! 번거로운 버튼 전지 교환

은 더 이상 필요 없음! 명절 시의 선물이나 가정 용의 필수품!

그레이그레이 핑크 실버 골드핑크 실버 골드

LED 탑재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확대해서 이용 가능전지 교환 필요 없는 충전식

충전하면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갑자기
뱃터리가 나가도 걱정 없음!

smolia xc는, 렌즈 테두리 부분을 누르면 LED 라이트가 점등 가능한 심플 타입.
밝은 LED 3개 탑재로, 확인하고 싶은 도면이나 글씨를 어두운 곳에서도 쉽게 확
인 가능!

※ 사용하시기 전에 제품 안쪽의 전원 스윗치를 [on]쪽에 설정하세요.



LED 확대경 smolia XC

탁월한 편의성을 갖춘 심플한 디자인!

<　　　　>

제품 특징

after 10min

Head office address:
5-8-11 NAKA HAKATA FUKUOKA CITY,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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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p:

LED 라이트

ON/OFF 스윗치

USB 충전용 포트
표면 뒷면

LED라이트의 점등 방법 

스윗치

①스윗치를 ON에 설정

②플레임을 누르면 라이트 점등

본체 뒷면에 있는 전원
스윗치를  [ON]쪽으로 
설정하세요.

본체 윗 부분의 렌즈 
플레임을 누르면 라이트
가 점등 됩니다.

직경 약 69mm

약 3 배

MicroUSB（DC5V 2A 이하）

흰색 LED*3

리튬 폴리마 전지   (DC 3.7V 180mAh)

약  2시간

약 10시간 (라이트는 10분 후 자동으로 꺼짐.)

직경 92mm  높이 50mm / 약 160g

● 제품 사양
내용물

·LED 확대경
　smolia XC

·전용 케이스

·클리닝 크로스

·USB 케이블
(케이블의 길이는 약 1.8m)

·취급 설명서 & 보증서 

외출이나 출장 등 휴대하기에도
아주 편리한 아이템입니다!

 전용 케이스

렌즈 배율

렌즈 사이즈

입력 단자

 광   원

 전   원

충전 시간

연속 점등 시간

외관 / 무게

완벽한 초점 고정 및 원 푸시  LED ON/OFF

Smolia XC는, LED 라이트의 점등 상태가 10분 이상 지속될 
시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집니다. 본 자동 소등 기능은 깜박하고 
전원을 끄는 것을 잊어버려도 전력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라이트가 자동으로 꺼지는 친환경 타입

포함된 micro USB 케이블의 적당한 커넥터를 본체의 삽입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한 쪽은 컴퓨터나 충전용 AC어뎁터에
연결하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불주의에 의한 어린이 오음의 위험성도 없습니다.

USB 충전식 ( 번거로운 전지 교환 필요 없음)

USB 충전용 포트

손으로 잡기 편안한 날씬한 X라인
렌즈 직경은 약 69mm이기에 넓은 범위의 관찰이 가능하며,
여성의 섹시하고 날씬한 허리의 X라인을 컨셉으로 한 디자인
입니다! 손이 좀 작아도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여성에게도 인기가 높습니다.

신문, 잡지, 책, 설계도 등 확대하고 싶은 대상물 위에 놓아서 
간편하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초점도 완벽하게 맞춰진 상태로,
수동으로 초점 조절이 필요 없으며, 편하게 슬라이드 하면서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