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SER GUIDE

PRODUCT COMPONENTS

POD

Device

Power Button /Light indicator

QUICK START
Step 1: Plug your SMPO POD into your SMPO Device
Step 2: Activate the battery by pressing the power button 5 times
in 2 seconds.
Step 3: Enjoy vaping.

CHARGING THE BATTERY

    Connect the USB charging cable to the USB port on your SMPO
device and insert the other end to any USB port.
    The indicator right on your SMPO will turn red while it's charging.
    When the light stays white, the battery is fully charged.

BATTERY PROTECTION

    Activate the device by pressing the power button 5 times in 2 
seconds, Repeat to switch it off
    If you vape for more than 10 seconds without stopping, the
light in will flash 3 times and shut itself down

    Alf you leave it unused for 10 minutes, it will shut itself down
to save power

LIGHT INDICATOR

The indicator glows during use to reflect battery strength and
while charging

White = High(above 70% power volume)

Yellow = Medium(30%-70%power volume)

Red = Low(below 30% power volume)

More important things to know
QUICK CHARGING SYSTEM

With the Fast Charging technology, It takes
approximately 40 minutes to fully charge your SMPO

AUTO TEMPERATURE CONTROL

Eliminates liquid burn that can occur at temperatures
above 250C contributing to optimal vapor delivery

LOW LIQUID DETECTION

Automatically shuts off the heating element when the
Lowuo liquid in the POD is too low to avoid dry burning

SAFETY INSTRUCTIONS AND WARNINGS
     Please dont try to refill the POD, it might leak and damage your
device

Make sure you only use SMPO POD with the SMPO device
Rating input of USB charging cable: DC4.2V10A

     SMPO contains a lithium battery, should not be disposed of as
part of regular household waste, but should be separately
collected for recovery and recycling

     Immediately stop use of this product and seek medical advice if
you experience any of the following: development of an irregular
heartbeat; allergic reaction such as rash, itching or swelling of the
tongue, mouth or throat; feeling faint; nausea; headache; or any
other unusual or adverse effect.

WARNING:
This product contains nicotine Nicotine is an addictive chemical
and a dangerous substance. This product should not be used by
minors, non-smokers, women who are pregnant or breast feeding,
or persons with or at risk of heart disease, high blood pressure,
diabetes, or taking medicine for depression or asthma.

KEEP AWAY FROM CHILDREN AND PETS.
INTENDED FOR USE BY ADULT SMOKERS OF LEGAL
SMOKING AGE. NOT FOR SALE TO MINORS.

www.smpovapor.com
NEX LAB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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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성요소

포드

장치

전원 버튼/조명 표시기

시작
1단계: smpo 장치에 smpo 포드를 연결합니다.
2단계: 2초안에 전원 버튼을 5회 눌러 배터리를 활성화합니다.
3단계: 전자담배를 사용합니다

충전
● USB 충전 케이블을 smpo 장치의 USB 포트에 연결하고 다른
 쪽 끝을 USB 포트에 삽입합니다.
● 충전하기 시작하면 smpo에 있는 표시기가 빨간색으로 변할 
것 입니다.
● 빛이 흰색으로 유지되면, 배터리는 완충된 상태입니다.

● 전원 버튼을 2초안에 5회 눌러 장치를 활성화합니다.
● 만약 멈추지 않고 10초 이상 시도 한다면, 빛이 3번 깜박이고
 스스로 꺼질 것 입니다.
● 만약 10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면, 전력을 절약하기 위해 저
절로 꺼질 것입니다. 

빛 사향
배터리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 충전 중에 표시등이 빛납니다.
● 흰색=높음(70% 이상의 전력 볼륨)
● 노란색=중간(30%~70% 전력량)
● 빨간색=낮음(30% 미만)

요점

            급속 충전 시스템
                    빠른 충전으로. smpo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약 40분
             이 걸린다.
             자동온도 조절
                      250c 이상의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액체 연소 제거
로 최적의 증기전달 
적은 액체 감지
POD의 액체가 소량으로 작동이 안될 경우 자동으로 소자를 차
단합니다.

안전지시와 경고
● POD를 주입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장치가 누출되어 손상
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보호 ● SMPO 디바이스와 함께 SMPO POD만 사용해야 합니다.
● USB 충전 케이블의 정격 입력:DC4.2V1.0A
● SMPO에는 리튬 배터리가 들어 있으므로 일반 가정용 폐기
물의 일부로 폐기해서는 안 되며, 복구 및 재활용을 위해 별도
로 수집해야 합니다.
● 불규칙한 심장박동,발진,또는 혀,구강,목구멍 등의 알레르
기 반응,기절,이러한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사용을 중지 합
니다.

경고
이 제품은 니코틴 중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고 위험한 물질
입니다. 이 제품은 미성년자, 비흡연자, 임산부, 모유수유자,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천식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
다.아이들과 애완동물에게서 멀리합니다. 법적 흡연 연령의
성인 흡연자만 사용되고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한누리대로207,세진이너스빌302호
대표번호:1577-1181


