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터리 사양

전압: 7.6V
용량: 3000mAh 
와트시: 22.8Wh 
치수: 4.7” x 2.6” x .56”(123mm x 68mm x 14mm)
중량: .3파운드(135g)
유형: 리튬 폴리머
작동 온도 범위: 0°C ~ 40°C

GNARBOX 2.0 SSD용 GNARBOX 2.0 배터리 
3000mAh 7.6V 탈착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 각 배터리는 GNARBOX 2.0 SSD에서 3-6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및 

GNARBOX 2.0 SSD와 함께 제공되는 USB-C to C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 1시간 내에 80%, 2시간 내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및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1.0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본 배터리는 공장 출고시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 배터리 팩/배터리를 폐기하기 전에 테이프 또는 기타 절연체로 단자를 
덮으십시오.  다른 금속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support@gnarbox.com)을 보내거나 
gnarbox.com에서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안전 경고
• 경고: 본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 감전, 상해 또는 GNARBOX, 
혹은 기타 재산 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상 +5°C/41°F ~ +40°C/104°F 사이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가 이 온도 범위 외에서 충전되면 누액, 과열, 또는 손상으로 인해 
화상이나 기타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화재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이외의 
충전기로 본 배터리를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재,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 또는 내부 검사는 
GNARBOX에 의뢰하십시오. 

• 본 배터리를 먼지가 많거나 습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감전, 배터리 
과열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의 단자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 배터리를 사용자가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가 손상되어 
과열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MyGnar, Inc.에 의해서만 교체되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 본 배터리의 정비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는 고객 지원 센터에 이메일
(support@gnarbox.com)로 문의하거나 전화 (844) 462-7269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본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MSDS는 웹 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예방 조치
• 직사광선, 고온 또는 열원에 노출되는 곳에 배터리를 두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누액 시 배터리 액이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내십시오.

• 차가운 환경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 자체가 냉각되어 접촉 시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 정보
경고: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하십시오.

배터리:  GNARBOX의 배터리의 교체는 MYGNAR, Inc.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배터리는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고객에 해당되는 사항:  당사의 제품은 호주 소비자 법에 의거해 배제할 
수 없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대체 또는 환불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장이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규제:  GNARBOX와 관련된 규제 정보, 인증 및 준수 표시는 GNARBOX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 법무 > 
규제로 이동하세요.

중요:  본 제품은 호환 주변 장치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차폐 케이블 
사용을 포함한 조건에서 EMC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라디오, TV 
및 기타 전자 장치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려면 시스템 구성 요소 간 
호환되는 주변 장치 및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ICES 003 준수성] 레이블: CAN 
ICES-3(B)/NMB(3)

EU 준수성 선언문:  MyGnar, Inc.는 이 무선 장치가 R&TTE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사본은 웹사이트
(www.gnarbox.com/eucompliance)를 참조하십시오.

유럽 연합 - 폐기 정보

GNARBOX 2.0 
배터리 사용 
설명서:
3000mAh 7.6V 탈착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위의 기호는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해당 지역 
당국이 지정한 수거 장소로 가져 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분리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MyGnar, Inc. 본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GNARBO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yGna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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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ICES 003 준수성] 레이블: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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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준수성 선언문:  MyGnar, Inc.는 이 무선 장치가 R&TTE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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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사본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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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 폐기 정보

위의 기호는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해당 지역 
당국이 지정한 수거 장소로 가져 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분리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MyGnar, Inc. 본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GNARBO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yGna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배터리 사양

전압: 7.6V
용량: 3000mAh 
와트시: 22.8Wh 
치수: 4.7” x 2.6” x .56”(123mm x 68mm x 14mm)
중량: .3파운드(135g)
유형: 리튬 폴리머
작동 온도 범위: 0°C ~ 40°C

GNARBOX 2.0 SSD용 GNARBOX 2.0 배터리 
3000mAh 7.6V 탈착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 각 배터리는 GNARBOX 2.0 SSD에서 3-6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및 

GNARBOX 2.0 SSD와 함께 제공되는 USB-C to C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 1시간 내에 80%, 2시간 내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및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1.0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본 배터리는 공장 출고시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 배터리 팩/배터리를 폐기하기 전에 테이프 또는 기타 절연체로 단자를 
덮으십시오.  다른 금속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support@gnarbox.com)을 보내거나 
gnarbox.com에서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안전 경고
• 경고: 본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 감전, 상해 또는 GNARBOX, 
혹은 기타 재산 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상 +5°C/41°F ~ +40°C/104°F 사이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가 이 온도 범위 외에서 충전되면 누액, 과열, 또는 손상으로 인해 
화상이나 기타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화재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이외의 
충전기로 본 배터리를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재,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 또는 내부 검사는 
GNARBOX에 의뢰하십시오. 

• 본 배터리를 먼지가 많거나 습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감전, 배터리 
과열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의 단자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 배터리를 사용자가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가 손상되어 
과열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MyGnar, Inc.에 의해서만 교체되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 본 배터리의 정비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는 고객 지원 센터에 이메일
(support@gnarbox.com)로 문의하거나 전화 (844) 462-7269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본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MSDS는 웹 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예방 조치
• 직사광선, 고온 또는 열원에 노출되는 곳에 배터리를 두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누액 시 배터리 액이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내십시오.

• 차가운 환경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 자체가 냉각되어 접촉 시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 정보
경고: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하십시오.

배터리:  GNARBOX의 배터리의 교체는 MYGNAR, Inc.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배터리는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고객에 해당되는 사항:  당사의 제품은 호주 소비자 법에 의거해 배제할 
수 없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대체 또는 환불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장이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규제:  GNARBOX와 관련된 규제 정보, 인증 및 준수 표시는 GNARBOX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 법무 > 
규제로 이동하세요.

중요:  본 제품은 호환 주변 장치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차폐 케이블 
사용을 포함한 조건에서 EMC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라디오, TV 
및 기타 전자 장치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려면 시스템 구성 요소 간 
호환되는 주변 장치 및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ICES 003 준수성] 레이블: CAN 
ICES-3(B)/NMB(3)

EU 준수성 선언문:  MyGnar, Inc.는 이 무선 장치가 R&TTE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사본은 웹사이트
(www.gnarbox.com/eucompliance)를 참조하십시오.

유럽 연합 - 폐기 정보

위의 기호는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해당 지역 
당국이 지정한 수거 장소로 가져 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분리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MyGnar, Inc. 본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GNARBO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yGna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배터리 사양

전압: 7.6V
용량: 3000mAh 
와트시: 22.8Wh 
치수: 4.7” x 2.6” x .56”(123mm x 68mm x 14mm)
중량: .3파운드(135g)
유형: 리튬 폴리머
작동 온도 범위: 0°C ~ 40°C

GNARBOX 2.0 SSD용 GNARBOX 2.0 배터리 
3000mAh 7.6V 탈착식 리튬 폴리머 배터리

• 각 배터리는 GNARBOX 2.0 SSD에서 3-6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및 

GNARBOX 2.0 SSD와 함께 제공되는 USB-C to C 케이블 및 전원 어댑터를 
사용해 1시간 내에 80%, 2시간 내에 100% 충전이 가능합니다.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2.0 SSD 및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 GNARBOX 2.0 배터리는 GNARBOX 1.0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 본 배터리는 공장 출고시 완전히 충전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 전에 
충전해야 합니다.

• 배터리 팩/배터리를 폐기하기 전에 테이프 또는 기타 절연체로 단자를 
덮으십시오.  다른 금속 물질과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support@gnarbox.com)을 보내거나 
gnarbox.com에서 실시간 채팅을 이용하십시오!

안전 경고
• 경고: 본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화재, 감전, 상해 또는 GNARBOX, 
혹은 기타 재산 상의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항상 +5°C/41°F ~ +40°C/104°F 사이의 온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배터리가 이 온도 범위 외에서 충전되면 누액, 과열, 또는 손상으로 인해 
화상이나 기타 상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연기가 발생하거나 타는 냄새가 날 경우, 화재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GNARBOX 2.0 SSD 또는 GNARBOX 2.0 듀얼 배터리 충전기 이외의 
충전기로 본 배터리를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로 인해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재,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본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모든 수리 또는 내부 검사는 
GNARBOX에 의뢰하십시오. 

• 본 배터리를 먼지가 많거나 습한 곳에 두지 마십시오.  감전, 배터리 
과열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배터리의 단자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 배터리를 사용자가 교체해서는 안 됩니다. 배터리가 손상되어 
과열이나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GNARBOX의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 MyGnar, Inc.에 의해서만 교체되어야 
하며,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재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소각하지 마십시오.

• 본 배터리의 정비 및 재활용에 관한 정보는 고객 지원 센터에 이메일
(support@gnarbox.com)로 문의하거나 전화 (844) 462-7269번으로 
문의하십시오.

• 본 리튬 폴리머 배터리의 MSDS는 웹 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안전 예방 조치
• 직사광선, 고온 또는 열원에 노출되는 곳에 배터리를 두거나 사용하지 
마십시오.  배터리가 누액, 과열 또는 손상되어 화상 또는 기타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배터리 누액 시 배터리 액이 피부나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터리 액이 피부에 
묻은 경우, 즉시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 내십시오.

• 차가운 환경에 보관하지 마십시오.  제품 자체가 냉각되어 접촉 시에 
상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무 정보
경고: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면 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GNARBOX 2.0 배터리가 손상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구성 
요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수리하십시오.

배터리:  GNARBOX의 배터리의 교체는 MYGNAR, Inc. 또는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배터리는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배터리 서비스 및 재활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gnarbox.com/battery)를 참조하십시오.

호주 고객에 해당되는 사항:  당사의 제품은 호주 소비자 법에 의거해 배제할 
수 없는 보장을 제공합니다.  귀하는 중대한 고장에 대한 대체 또는 환불 및 
기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는 제품의 품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장이 중대한 고장이 
아닐 경우,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규제:  GNARBOX와 관련된 규제 정보, 인증 및 준수 표시는 GNARBOX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뉴 > 법무 > 
규제로 이동하세요.

중요:  본 제품은 호환 주변 장치 및 시스템 구성 요소 사이의 차폐 케이블 
사용을 포함한 조건에서 EMC를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라디오, TV 
및 기타 전자 장치에 간섭을 일으킬 가능성을 줄이려면 시스템 구성 요소 간 
호환되는 주변 장치 및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 과학 및 경제 개발 캐나다 ICES 003 준수성] 레이블: CAN 
ICES-3(B)/NMB(3)

EU 준수성 선언문:  MyGnar, Inc.는 이 무선 장치가 R&TTE 지침의 필수 요구 사항 
및 기타 관련 조항을 준수함을 선언합니다.

[EU 적합성 선언서](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사본은 웹사이트
(www.gnarbox.com/eucompliance)를 참조하십시오.

유럽 연합 - 폐기 정보

위의 기호는 지역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가정용 쓰레기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 제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해당 지역 
당국이 지정한 수거 장소로 가져 가십시오. 폐기 시 제품 및/또는 배터리를 
분리해 수거하고 재활용하면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18 MyGnar, Inc. 본 문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권리는 당사에 귀속됩니다. GNARBOX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MyGnar, Inc.의 등록 상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