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ro USB　　　　Charge

取扱説明書
LED拡大鏡 smolia xc
品番　3R-SMOLIA-XC

ス モ リ ア

□保護ケース……製品保管用の保護ケース
□充電ケーブル…製品充電用のUSB ケーブル
□レンズクロス…レンズくもり拭き取り用のクロス

付属品

LED拡大鏡の使い方
　　LED拡大鏡を充電します。
　　LED拡大鏡を充電ケーブルでUSB 電源につなぎます。
1 　　LED拡大鏡の裏にあるスイッチを［ON］にします。

　　※まだライトは点灯しません。

2

3

4

　　警告：死亡、重症を負う可能性がある内容です。
　　直射日光の下に放置することは絶対に避ける。火災等の恐れがあ
　　り、危険です。
　　レンズを通して太陽を見ることは絶対に避ける。失明など目に障
　　害をもたらす可能性があり、大変危険です。
　　小さなお子様の手の届くところに置かない。付属品の誤飲など事
　　故の原因となる可能性があり危険です。
　　LEDライトは直視しない。目に障害をもたらす恐れがあります。
　　火の中や圧力容器の中に入れない。バッテリーが破裂する可能性
　　があり危険です。

※USB 電源はお客様にて準備が
　必要です。

　　充電ランプを確認します。
　　充電が終わると充電ランプが赤から緑に変化します。

　　LED拡大鏡を上から押すとライトが点灯します。
　　※もう一度、押すとライトが消灯します。

ON　　　　　　　OFF

製品仕様

レンズサイズ
レ ン ズ 倍 率
光                源
電                源
充  電  時  間
連続点灯時間
入  力  端  子
外                形
重                量
カ      ラ      ー

直径　約 69mm
約 3倍
白色 LED×3
リチウムポリマー電池（DC3.7V　180mAh）
約 2時間
約 10 時間（ライトは 10 分で自動消灯します。）
MicroUSB（DC5V　2A 以下）
直径　約 92mm　高さ　約 50mm
約 160g
3R-SMOLIA-XCGD　ゴールド
3R-SMOLIA-XCGY　グレー
3R-SMOLIA-XCPK　ピンク
3R-SMOLIA-XCSL　シルバー

■ご使用済みの製品の廃棄に際して
　製品に内蔵されている電池を取り出し、電池のリサイクルにご協力
　ください。電池の取り出し方法については下記URL を参照ください。
　http://www.3rrr.co.jp/support/dl/ MADE IN CHINA

品番　　　　　　　　　　　　　　S/N

お買い上げ日

保証期間

販売店名

　住所

　電話番号

弊社の保証規約については弊社サポート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http://www.3rrr.co.jp/support/hosyo/

保証書

お買い上げ日から　6か月

年　　　　月　　　　日
（※未記入の場合は別途、納品書もしくは明細書が必要になります。）

（※未記入の場合は別途、納品書もしくは明細書が必要になります。）

USB 差込口

充電ランプ

スイッチ

　　注意：障害、損害を負う可能性がある内容です。
　　ぬれ手で充電ケーブルや充電ケーブルの差込口をさわらない。感
　　電の恐れがあり危険です。
　　充電は視界に入る場所で行い、過充電をしない。バッテリーの寿
　　命を縮めたり故障の原因となります。
　　製品の分解、改造をしない。やけどやけがの原因となります。
　　使用後は必ず、製品を保護ケースに入れて保管する。

ご使用の前に必ずお読みください。

Micro USB　　　　Charg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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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ng the plug and magnifier with cable.1 　　Sliding the switch to [on] as picture below.
　　※The LED light will not turn on immed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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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NING:
　　Do not leave or use the magnifier under direct sunlight which
　　may cause a fire.
　　Do not watch the sunlight throuth the lens which may damage
　　your eyes.
　　Keeping the magnifier away from children.
　　
　　Do not look steadily at LED light which is bad for your eyes.
　　Keeping magnifier away from fire which may cause battery 
　　explosion.

※

　　　　If the battery is full of charge the lamp will turn to 
　　green red means it is charging.

　　Pressing the frame as picture below to turn on the 
　　light.
　　※pressing again to turn off the light.

ON　　　　　　　OFF

SPECIFICATION

Lens size
Magnification
Light
Power
Charging Time
Working Time
InPut
Size
Weight
Color

Diameter 69mm

MicroUSB（DC5V　2A  below）

160g
3R-SMOLIA-XCGD　GOLD
3R-SMOLIA-XCGY　GREY
3R-SMOLIA-XCPK　PINK
3R-SMOLIA-XCSL　SILVER

MADE IN CHINA

Model　　　　　　　　　　　　　　S/N

Purchase Date

Warranty Period

Purchase Shop

　Address

　Tel:

FOR MORE INFORMATION PLEASE GO TO:
http://www.3rrr.co.jp/support/hosyo/

WARRANTY CARD

6 months

MM/DD/YY        /         /

MicroUSB

switch

　　ATTENTION:
　　Do not charge or touch USB port with wet hand which may cause
　　electric shock.
　　Do not over charge the battery.
　　
　　Do not put cleaning cloth into alcohol or other organic solvent.
　　Please keep magnifier in bag after using for better protection.

SAFETY INFORMATION

MANUAL

LED magnifier (rechargeable)

Model  3R-SMOLIA-XC

Accessories

Bag

USB Cable
Cleaning cloth

This product is not including 
AC Adapter

About 3 times
White LED*3
Lithium battery (DC3.7V 180mAh)
About 2H
About 10H (light will turn off every 10 minutes)

Diameter 92mm Height 50mm

FOR MORE INFORMATION3R SYSTEMS CORP
HEAD OFFICE:ZIP 812-0893 5-8-11 Naka Hakata Fukuoka.JP 
SUPPORT SERVICE:info@3rrr.co.jp

CHARGING

Charging lamp

スモリア

■When the  magnifier needs to be discarded
　Please take out the battery and put it in battery recycle bi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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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설명서

LED 확대경（충전식）
품번　3R-SMOLIA-XC

 스 몰 리 아

□전용 케이스……제품 보관용 케이스
□충전 케이블 …제품 충전용의 USB 케이블
□클리닝 크로스…렌즈 청결용 크로스

부속품

LED 확대경의 사용 방법
　　LED 확대경을 충전합니다.
　　LED 확대경을 충전 케이블로 USB전원에 연결합니다.
1 　　LED 확대경의 안쪽에 있는 스위치를 ［ON］에 세팅.

　　※아직 LED가 켜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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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사망,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
　　직사 일광 아래 절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화재 등의 우려, 또는 
      위험이 있습니다.

　　렌즈를 통해 해볕을 봐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실명 등 눈의 장애를
        초래할 위헙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부속품의 오음 
        등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LED 라이트를 절대 직시하지 마세요. 시력 장애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 속이나 압력 용기 안에 넣지 마세요. 배터리가 파열할 가능성이
       이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USB 전원은 고객님 스스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충전 램프를 확인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램프가 레드에서 그린으로 변합니다.

　　LED 확대경의 윗 플레임 부분을 아래로 누르면
     라이트가 점등.※다시 한번 누르면 라이트 소등.

ON　　　　　　　OFF

제품 사양

렌즈 사이즈

렌즈 배율

광               원
전                원
충 전 시  간
연속 사용 시간

입  력 단  자

외               관
무                게
컬            러

직경　약 69mm
약 3배
흰색 LED×3
리튬 폴리마 전지（DC3.7V　180mAh）
약 2시간
약 10시간（라이트는 10분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MicroUSB（DC5V　2A 이하）
직경　약 92mm　높이　약50mm
약160g
3R-SMOLIA-XCGD　골드
3R-SMOLIA-XCGY　그레이
3R-SMOLIA-XCPK　핑크
3R-SMOLIA-XCSL　실버

■사용 후 제품의 폐기에 관하여
　폐기 시는 현지 법율 규정에 따라 분해 후 처분해 주세요.

 

MADE IN CHINA

품번　　　　　　　　　　　　　　S/N

구입하신 날짜

보증 기간

                                  
판매점

　주소

　전화 번호

폐사의 보증 규약에 관해서는 폐사 서포트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3rrr.co.jp/support/hosyo/

보증서

구입시 부터 　6개월

년　　　　월　　　　일
（※미기입 시는 별도로 납품서 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미기입 시는 별도로 납품서 또는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USB삽입구 

충전 램프

스위치

　　주의：장애,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
　　젖은 손으로 충전 케이블 또는 삽입구를 만지지 마세요.
        감전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전은 시야에 들어오는 곳에서 진행하며, 과도 충전 하지 마세요.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세요. 화상 등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후는 반드시 제품을 케이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