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XT-10006TQPB 휴대용 배터리 사용자설명서> 
 

<제품설명> 

. 10000mAh 용량의 휴대용 배터리 NEXT-10006TQPB는 세련된 제품디자인, 편리한 휴대성, 빠른 

충전이 가능하며, Type-C / QC3.0 고속충전포트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 폰,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MP3, PSP, PDA, GPS 등의 디지털 기기를 언제, 어디서

나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 2개의 Type-C, QC3.0 출력포트(Output)로 동시에 두 대의 휴대기기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쇼트방지, 자가방전방지, 과전압/과부하 보호기능이 내장되어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방법> 

. 충전 자동인식기능을 지원하여, 스마트폰 등의 충전이 필요한 기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충전됩

니다. QC3.0 고속충전 시에는 초록색 LED가 점등되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전원 on/off 스위치를 누르더라도 전원이 off되지 않으며, 일정한 

시간(30~40초) 후에 자동으로 전원이 off 됩니다.  

<배터리 잔량표시 LED> 

Remaining 
100%-75% 75%-50% 50%-25% 25%-5% 고속충전 시 

Capacity 

LED  
4 개의 LED 점등 3 개의 LED 점등 2 개의 LED 점등 1 개의 LED 점등 초록색 LED 점등 

indicatiors 

 

<제품의 사양> 

Dimention 
size 136.2(L)*71.2(w)*15.3(H)mm 

weight ~205g 

Battery info 

capacity 10000mAh 

useful time useful time ≧300 75% capacity 

energy content 3.7V/10000mAh(37Wh) 

Specification 

Input1/ Micro USB 5pin 
Input2 / Type-C 

DC 5V/2.1A, 9V/2A 
DC 5V/2.1A, 9V/2A 

Output1 / USB-A(F) DC 5-6/3A, 9V/2A, 12V/1.5A  

Output2 / Type-C DC 5-6/3A, 9V/2A, 12V/1.5A 

charging time 10.5W About 5.5H 

discharging time 10.5W About 3H 

input port micro USB, Type-C 

output port USB-A(F), Type-C 

LED indicator 

Charging 

Full Four lights on 
75%~100 Four lights flashes 
50%~75% Three lights flashes   
25%~50% Two lights flashes  
0%~25% One light flashes  

Discharging 

75%~100 Four lights on 
50%~75% Three lights on   
25%~50% Two lights on  
5%~25% One light on  
0%~5% One light flashes  
QC3.0 Green light on 

Temp requires 
charging temp 0°C～ 40°C 

discharging temp -10°C～ 40°C 



 

제 품 보 증 서 

제 품 명 

QC3.0/Type-C 

휴대용 배터리 

10000mAh 

모 델 명 NEXT-10006TQPB 

구입일자  보증 기간 1년 

고객성명  전   화  

고객주소  

판 매 점  전   화  

판매점 주소  

제조자 

(수입원) 

(주)이지넷유비

쿼터스 
전   화 02 – 715 - 0372 

제조자 

(수입원)주소 
WWW.EZ-NET.CO.KR 에서 확인을 하세요. 

 

주 의 사 항  

A. 소비자는 제품보증서를 판매처(판매자)로부터 작성 제공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증기간은 제품에 표시된 제조년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B. 본 제품은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 내에 판매 되어야 하며, 제조년월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판매된 경우 보증 기간은 제조년월로부터 12개월로 처리가 됩니다. 

C.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은 소모품으로 다시 지급되지 않으며 분실(파손)시 유상 

구입하셔야 합니다. 

D. USB케이블, 전원공급장치(아답타)등의 유상구입은 제품보증기간 내에만 가능하나, 재고가 

있으면 제품보증기간이 지나도 구입 가능 합니다. 

E.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유상수리입니다. 

F. 소비자과실로 인한 고장은 무상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 본 제품의 A/S는 소비자가 A/S센터(고객지원센타)를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H. 우편(택배),퀵을 통한 A/S접수 시 제품을 당사로 보내는 것은 소비자의 책임이며,  당사에서 

소비자에게 보내는 것은 당사의 책임입니다. 

 본 설명서에 사용된 특정 단어들은 각각이 소유귄 회사에 있습니다. 

 본 설명서는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설명서에 있는 내용은 편의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의 구성품 및 사양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