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력 1.5W
임피던스 4 Ω
주파수 특성 150Hz ~ 20kHz
외부 입력 Φ 3.5mm 스테레오 미니 잭
충전 시간 약 2 시간
연속 사용 시간 약 5 시간 ( 재생 음량에 따라 다름 )
외형 치수 ( 폭 x 깊이 x 높이 ) 40 x 35 x 40mm  ( 돌기부 제외 )
중량 약 35g ( 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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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 구매 고객들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구매 국가의 대리점에 연락 하십시오.  “ELECOM CO., LTD. 
(Japan)”은 일본 외 다른 국가에서의 구매 또는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을 응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어 외의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환은 엘레컴 보증서의 명시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본 외 지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충전�중에는�스피커�본체의�전원을�꺼주십시오.
※본�제품의�충전�케이블�이외에는�사용하지�마십시오.
※본�제품과�충전�케이블을�직접�접속하십시오. 변환�케이블이나�연장 

케이블은�절대로�사용하지�마십시오.
※충전이�완료되고 LED 램프가�꺼지면�충전�케이블을�분리하십시오. 

안전을�위해�충전�종료�후�전류를�통하는�것은�피할�것을�권장합니다.
※충전�케이블에�이어폰�등의�다른�기기를�절대로�접속하지�마십시오.
※충전에는 AC 어댑터�타입의 USB 충전기나 PC의 USB 포트, 셀프�파워 

타입의 USB 허브를�사용하십시오.

ASP-SMP050 시리즈
취급설명서

취급 주의 사항

경고

본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나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원을 끄며, 충전 중인 경우에는 제공된 USB 충전 
케이블을 USB AC 어댑터 등의 USB 전원에서 분리해 주십시오. 
이후에는 본 제품을 사용하지 마시고 판매점에 문의해 주십시오.

만일 이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의

본 제품은 정밀한 전자 기기입니다. 고온, 다습한 곳, 장시간 직사 
광선에 노출되는 곳에서의 사용·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차량 
내에는 절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본 제품을 고온의 차량 내에 
장시간 방치해 두면 내부 전지의 파열·발화·고장의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주변의 온도 변화가 심하면 내부 결로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 설명서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작업을 제외하고 직접 수리나 
개조·분해를 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화재,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분해하지 마십시오

고온인 상태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화재나 단선의 원인이 됩니다.
접속에 사용하는 코드에 상처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해진 충전 시간을 초과하여 충전된 경우에는 내부 전지가 발열·
발화·파열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지 수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반드시 충전 케이블을 분리해 주십시오. 
또한, 필요한 충전 시간이 지나도 충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충전 케이블을 분리해 주십시오.

삼키는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발열, 발화, 화재, 화상의 원인이 됩니다.

충전 중에는 본 제품 및 충전용 USB 케이블 주변에 물건을 
두지 마십시오

본체는 정밀한 전자 기기이므로 충격이나 진동이 가해지는 곳, 
강한 자력이 발생하는 곳, 정전기가 발생하는 곳 등에서의 
사용·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본 제품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도 1개월에 1회 
정도 충전해 주십시오. 배터리가 팽창되거나 열화의 원인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충전해 주십시오

내장 배터리에 대해

기타: 이런 경우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배터리는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열화되는 소모 부품입니다. 배터리 
소모는 특성이며 고장이 아닙니다. 내장 배터리는 유상 수리입니다.

본 제품을 폐기할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조례 및 법령에 따라 처분해 
주십시오.

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한 경우에는 배터리 성능이 
저하됩니다. 몇 번 충방전을 반복하면 회복됩니다.
주변 온도가 낮은 환경에서는 지속 시간이 짧아집니다.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곳, 먼지가 많은 곳에는 두지 마십시오.
본 제품이 더러운 경우에는 물 또는 중성 세제를 소량 적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 주십시오. 벤진이나 시너를 사용하면 변형, 
변색의 원인이 됩니다.

금지 사항

의무 이행 사항

주의 사항

본 제품 내부에 액체가 들어가면 고장, 화재, 감전의 원인이 됩니다.
물기가 많은 곳에서의 사용/보관은 하지 마십시오

각 부분의 명칭 본 제품의 사용 방법

본 제품의 충전 방법

사양

전원�버튼 LED 램프

스테레오�미니 
플러그

스피커

이어폰�잭에�삽입합니다.

전원�스위치를 ON.

스피커�본체의�전원을�끄고�충전�케이블에�본체를�접속합니다.
충전�케이블의 USB 커넥터를 USB AC 어댑터나 PC에�접속합니다. 충전 
중에는 LED 램프가�켜지고, 충전이�완료되면�꺼집니다.충전�중�점등

모노�스피커

MSC-ASP-SMP050-K_ver.111

MSIP-REI-ECK-ASP-SMP050
제작자 및 설치자는 해당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습니다.

YU10492-17003
CPL602025-250mAh 1ICP7/21/28
3.7V 250mAh 0.925Wh
Li-ion Rechargeable Battery 전지
1588-9514
Made in China 중국

안전인증번호 :
모델명 :

정격 :
제품명 :

A/S :
제조국 :

전기용품의 표시사항

When you no longer need to 
use this product, be sure to 
dispose of it in accordance 
with the local ordinances
and laws of your area.

・본 설명서 전체 또는 일부를 단독으로 복사 및/또는 재생산하는 것을 금합니다.
・제품 사용 전 안전 조치를 읽고 향후 참조를 위해 보관하십시오.
・제품 및 패키지의 모든 제품명 및 회사명은 각각제조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본 제품의 사양 및 외형은 제품 개선의 목적으로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수출 시, 생산 국가의 수출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iPhone은 Apple Inc.의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