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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 PowerPro Mount 
빠른 시작하기 가이드

Micro USB 단자  
(입력)

USB 단자  
(출력)

홀더

전원버튼

상태표시 LED

[PowerPro Mount]

[핸들바 마운트] [USB 충전 케이블]

장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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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기

보조배터리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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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표준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PowerPro Mount를 완전히 �

충전하는데 까지 6.5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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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ro Mount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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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 충전을 시작하기 위해 USB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다음 전

원버튼을 누르세요.
• 사용중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려면 전원버튼을 살짝 한번 누

르세요. 본체의 상태표시 LED가 점등되면서 배터리 잔량을 
표시해 줍니다.

• PowerPro Mount는 5V USB충전만 지원합니다.

안전에 대한 특별한 주의

제품의 보관과 관리
• 제품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먼지가 쌓이면�

기계부품 및 전자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십시오.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은�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이는 전자 장치의 수명을 단
축시키고, 배터리를 손상시키며 플라스틱 부품이 녹을 수�
있습니다.

• 솔벤트, 유독물질, 강한 세제 등으로 제품을 닦지 마세요.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떨어트리거나 충격을 주지 마십시오. 제품의 외관 
또는 내부 전자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분해, 수리 또는 개조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으며, 특히 제품 보증이 무효화 됩니다.

•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제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마십시오. 
내부 전자 회로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용
• 날카로운 공구로 제품에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고온에서 사용하거나 제품에 열을 가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손상, 폭발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제품을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물기가 닿지않게 하십시오.
• 애완 동물이나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제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 전자레인지 근처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이�

오동작하거나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위험한 폭발물 근처에서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곳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폭발 위험이 있는 환경에서는 
제품에서 USB 케이블을 분리하고 해당 기관의 모든 통제를 
준수해야 하며, 제품을 충전하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 제품이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면 즉시 사용을 멈추십시오. 
폭발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이 제품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의 모든 안전 정보를 준수하십시오. 안전 주의사항
을 준수하지 않으면 배터리 발열, 폭발, 화재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성능은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떨어집니다.
• 배터리 충전시 인증된 충전기만을 사용하십시오. 인증되지 

않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배터리의 수명과 성능이 감소할뿐
만 아니라, 이로인해 화재나 폭발 또는 누액과 같은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배터리의 적정 보관온도는 15°C~25°C입니다. 더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 배터리를 보관하면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인 작동불능상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성능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화염과 가까운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품
을 불 속에 버리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열로 인해 폭발하면
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물리적으로 손상된 충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폭발 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사양
• 정격: 3.63V / 10000mAh
• 충전전압: 5V
• 충전전류: 2A
• 방전전압: 5V
• 방전전류: 2000mA 
• 배터리용량: 10000mAh
• 입력: 5V / 2A
• 출력: 5V / 2A
• 작동온도: 10 °C ~ 45 °C
• 무게: 249 g
• 크기: 80.8 mm x 122 mm x 62.7 mm
• 충전시간: 6.5 시간 (2A 어댑터로 충전할 경우)
• 안전장치: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온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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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nabluetooth.co.kr 
기술지원: support@senabluetooth.co.kr

 www.facebook.com/senabluetoot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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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보증과 책임제한을 포함한 제품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세나블루투스코리아 웹사이트상의 사용자 설명서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고객이 해당 협약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